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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lyl trisulfide (DATS), one of the major organosulfur components of garlic (Allium sativum), has
various biological effects such as anti-microbial and anti-cancer activities.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s of growth inhibition related to cell cycle arrest are poorly understoo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ATS on cell cycle progression in U937 human leukemia cells. Treatment
with DATS in U937 cells resulted in inhibition of cell viability through G2/M arrest and apoptosis.
DATS-induced G2/M arrest was associated with up-regulation of cyclin B1 and cyclin-dependent kin-
ase 1 (CDK1). DAT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levels of phospho-histone H3, which is a mitosis-spe-
cific marker, indicating that DATS induced mitotic arrest but not G2 arrest in U937 cells. DATS treat-
ment also generated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U937 cells; however, pretreatment with
N-acetyl-l-cysteine (NAC), a ROS scavenger, significantly attenuated DATS-induced mitotic arrest and
apoptosis. Taken together, our data indicate that DATS exhibits anti-cancer effects through mitotic ar-
rest and apoptosis in a ROS-depend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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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은 세포의 증식과 사멸

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축적된 결과로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세포의 무분별한 증식으로 인해 야기되는 질병이

다[6]. 특히 혈구암은 혈액 혹은 골수에 발병하는 암으로 백혈

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혈구암은 임상

및 병리학적인 소견으로 급성 및 만성 혈구암으로 구분된다.

급성 혈구암의 경우 어린이 혹은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고,

만성 혈구암의 경우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1]. 혈구암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의

확률이 높은 암으로서 보다 더 효과적인 생리활성을 가진 물

질을 찾고 그 기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요리의 재료와 의약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마늘(Allium sativum)에는 다양한 유황화합물을 함유하

고 있으며 그 중에서 diallyl sulfide (DAS), diallyl disulfide

(DADS), diallyl trisulfide (DATS)와 같은 지용성 유기황화합

물이 강력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25,

26]. 특히, 한 분자에 세 개의 황을 함유하고 있는 DATS가

DAS 또는 DADS에 비해 항암 및 항염증 효과와 같은 생물학

적인 효과를 더 강하게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13, 18, 21].

DATS가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자가세포사멸(apoptosis) 및 세

포주기 교란(cell cycle arrest) 유발을 통하여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4, 5, 21] 인체 혈구암세포에서 세포

증식 억제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다.

세포분열 중, 유사분열기(M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현상

은 중심체 또는 방추사의 결함으로 종종 야기된다. 그 결과,

mitotic arrest가 일어나 새로운 세포주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 apoptosis가 유도된다.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손상

된 DNA에 의하여 중심체가 불활성화 되고, 비정상적인 방추

사 형성 및 염색체 미분리 현상이 일어나 mitotic arrest 및

비정상적인 유사분열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다[8, 16].

Mitotic arrest를 유도하는 분자기전은 G2기에서 유사분열기

로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yclin-dependent pro-

tein kinase 1 (CDK1)과 cyclin B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G2기에서 증가된 cyclin B1의 발현이 유사분열기에서 감소해

야 G1기로 이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사분열기에서

cyclin B1의 발현량이 감소하지 않고 축적되어 있을 경우 유사

분열기에서 G1기로 빠져나가지 못해 mitotic arrest가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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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적으로 CDK1의 계속적인 활성화가 유지될 경우에도

mitotic arrest가 일어난다. 또한 CDK1은 anti-apoptotic Bcl-2

단백질을 인산화시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손상시켜 apop-

tosis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19, 29].

본 연구에서는 DATS의 항암효과에 관한 생화학적인 기전

을 밝히기 위하여 U937 인체 혈구암세포주에서의 증식억제

정도와 세포주기조절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 변화를 조사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DATS는 LKT Laboratories (St. Paul,

MN,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dimethyl sulfoxide (DMSO)에

100 mM 농도로 녹여 사용하였다. 증식 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와 세포 내 생성된 활성산소종(reactive oxy-

gen species, ROS)을 억제하기 위한 N-acetyl-l-cysteine

(NAC)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였다. 단백질 발현 분석을 위한 Western blotting

에 사용된 1차 및 2차 항체는 모두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 및 MTT assay

실험에 사용한 인체혈구암 U937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분주 받아 10%

의 우태아혈청(fetal vovine serum, FBS) 및 1%의 penicillin

및 streptomycin이 포함된 RPMI-1640 배지(Gibco-BRL,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여 37℃, 5% CO2 조건 하에

서 배양하였다. DATS 처리에 따른 세포증식 억제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6 well plate에 U937 세포를 well당 2×10
5
개를

분주하고 DATS를 적정농도로 처리시간을 달리하여 배양하였

다. 그 후 MTT 시약을 0.5 mg/ml 농도로 2시간 동안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DMSO를 2 ml씩 분주하여 well에 생성된

formazan을 모두 녹인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주기와 apoptosis 정량화 및 ROS 측정을 위한 flow

cytometry 분석

세포주기 분석을 위한 세포는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충분히 수세 하고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

(Becton Dickison,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여 고정 및

propidium iodide (PI) 처리하여 4℃, 암조건에서 10분 이상

염색 시켰다. 염색된 세포를 25-mm mesh를 이용하여 단일세

포로 분리한 후 FACSCallibur (Becton Dickison)를 이용하여

형광반응에 따른 cellular DNA content 및 histogram을 Cell

Quest softwar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poptosis

가 일어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세포는 PBS로 2번 수세 하고

1x binding buffer를 넣어준 후 annexin V-FITC를 처리하여

암상태의 실온에서 20분간 염색 후 FACSCallibu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ATS를 시간별로 처리한 U937 세포 내의 ROS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0 μM 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DA)로 염색시키고 37℃, CO2 incubator에서 30분간 반

응시켰다. 그 후 세포를 모으고 PBS로 수세 후 FACSCallibur

를 이용하여 세포 내 ROS 양을 측정하였다.

DNA fragmentation 분석

Apoptosis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DNA의 분절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DATS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세포를 모아

lysis buffer [5 mM Tris-HCl (pH 7.5), 5 mM EDTA, 0.5%

Triton X-100]를 4℃에서 30분간 처리하고 원심분리 후 상층

액을 모은 다음, proteinase K (Sigma-Aldrich)를 0.5 mg/ml

의 농도로 처리하고 50℃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 혼합용액(25 : 24 : 1,

Sigma-Aldrich)을 첨가하여 30분간 inverting 한 뒤 원심분

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고 isopropanol (Sigma-Aldrich)과 5

M NaCl을 첨가한 다음 4℃에서 overnight시켰다. 그 후 원

심분리를 이용하여 pellet을 분리하고 70% 에탄올로 충분히

세척하고 RNase A가 적당량 들어있는 D.W.에 녹여 gel

loading dye (Bioneer, Daejeon, Korea)를 혼합한 후 1.5%

agarose gel에 1시간 정도 50 V로 전기영동한 후 ethidium

bromide (EtBr, Sigma-Aldrich)로 염색하여 ultra violet

(UV) 하에서 관찰하였다.

단백질 분리, 전기영동 및 Western blot analysis

준비된 세포들을 모아 PBS로 씻어내고 적당량의 lysis buf-

fer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5

mM dithiothreitol (DTT)]를 첨가하여 4℃에서 1 시간 반응

시킨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모았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를 Bio-Rad 단백질 정량시약

(Bio-Rad,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여 정량한 다음 동량

의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섞어 sample을 만들었

다. 이렇게 만든 동량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phate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으로 분리하

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함유한 acrylamide gel을 nitro-

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and Schuell, Keene, NH,

USA)으로 전이시킨 후, 5% skim milk를 함유한 PBS-T (0.1%

Tween 20 in PBS)를 처리하여 비특이적인 단백질에 대해

blocking을 실시하였다. 준비된 membrane에 1차 항체를 처리

하여 4℃에서 overnight 하고 PBS-T로 세척한 후 2차 항체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다시 PBS-T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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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세척하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액

(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gnton Heights, IL, USA)

을 처리하여 특정단백질 양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DATS 처리에 의한 U937 세포의 증식 억제

DATS가 U937 인체 혈구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적정농도의 DATS를 시간별로 처리하여 배양한

다음 MTT assay를 실시한 결과는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

다. DATS 처리농도와 시간경과에 따라 U937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어 12 시간 처리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20 μM 및

30 μM 농도에서 각각 40% 및 50% 이상의 증식억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세포증식 억제 효과는 flow cytometer를 이용

한 세포주기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apoptotis가

일어난 세포의 빈도를 의미하는 sub-G1기 속하는 세포의 빈도

가 DATS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 했을 뿐 아니라

G2/M기의 세포 빈도 역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1B). 이는 DATS에 의한 U937 인체혈구암세포의 증식억제는

apoptotis와 G2/M arrest 유발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DATS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

세포의 죽음은 크게 apoptosis와 necrosis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는 세포의 형태 및 생화학적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세포

가 팽창함으로써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 내의 내용물이 세포

외로 유출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necrosis와는 달리 apoptosis

는 유전자에 의해 제어됨으로써 능동적으로 죽게 된다. 이런

apoptosis는 세포막의 파괴, 세포질 및 염색질 응축, DNA의

규칙적인 절단 등의 현상이 일어나며, 생체의 발생 및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9, 24]. DATS가 U937세포에서 증

식억제를 일으키는 것이 apoptosis 유도 현상과 연관성을 지

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apoptosis의 특이적인 현상인 DNA

절편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DATS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고 12시간 배양한 U937세포를 모아 DNA를 분리하여

DNA fragmentation assay를 수행한 결과 Fig. 2A와 같이

DATS처리 농도의존적 절편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poptosis가 일어날 때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 중 안쪽에 위

치한 phosphatidyl serine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것을 표지하는 염색시약인 Annexin V를 사용하여 apoptosis

유무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 DATS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apoptosis가 유도된 세포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B). 그리고 apoptosis 유도의 분자적 marker인

poly(ADP-ribose)polymerase (PARP) 단백질의 단편화 또한

DATS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C). 이러한 결과들은 DATS 처리에 의한 U937 세포의 증식

A

B

Fig. 1. Inhibition of cell proliferation by DATS treatment in

U937 cells. Cells were seeded in 6-well plates at an ini-

tial density of 2×105 cells per well and treated with in-

dicated concentrations of DATS for various periods. (A)

The growth inhibition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the vehicle treat-

ed control±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B) The

cell cycle distribution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Cells were collected and 10,000 events were analyzed

for each sample.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억제가 apoptosis 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DATS 처리에 의한 mitotic arrest 유발

세포주기의 진행 조절은 각 주기별 다양한 단백질 조절인자

들에 의해 복잡하게 조절되는데, 그 중에서 CDK가 세포주기

의 진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세포주

기 중 G2기에 작용하는 CDK1과 cyclin B는 G2기에서 M기로

의 진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절단백질이다[14,

17, 20]. 하지만 cyclin B1 발현이 다시 M기에서 감소해야만

유사분열단계를 마무리 짓고 G1기로 넘어가지만 cyclin B1이

축적되면 M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3]. 또한 CDK1의

과도한 활성화가 일어나면 세포내의 spindle 손상을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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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Induction of apoptosis by DATS treatment in U937 cells. (A) After incubation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DATS for

12 hr, cells were collected and DNA was isolated. For the analysis of DNA fragmentation, the DNA was separated on

1.5% agarose gel electrophoresis and visualized under UV light after staining with EtBr. (B) For the quantification of apoptosis

level, cells were collected and washed twice with cold PBS. Washed cells are stained with Annexin V-FITC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 After incubation with

DATS (20 μM) for the indicated times,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Separated proteins in gels were transferred to nitrocellulose membranes and probed with anti-PARP antibody.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mitotic exit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spindle checkpoint의 활

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mitotic exit을 억제

하게 되어 mitotic arrest를 일으키게 된다[27]. 뿐만 아니라,

CDK1은 anti-apoptotic 단백질인 Bcl-2의 인산화를 매개하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cas-

pase 단백질들을 활성화 시켜 apoptosis에 의한 세포죽음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9]. U937 세포에 DATS를 처리할 경

우 apoptosis가 일어나기 전에 G2/M arrest가 일어남을 Fig.

1B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DATS에 의한 G2/M arrest

가 mitotic arrest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mitotic arrest와 관련된 단백질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DATS 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CDK1과 cyclin B1의 발현이

매우 증가되었으며(Fig. 3), 이는 DATS에 의한 G2/M arrest는

G2 arrest가 아닌 mitotic arrest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Mitotic arrest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의 하나

가 histone H3 단백질의 10번 serine기의 인산화 현상인데[3,

27], DATS 처리 후 6시간 이후에 histone H3의 인산화가 극단

적으로 증가되었다(Fig. 3). 따라서 DATS에 의한 U937세포의

증식 억제효과는 G2 arrest가 아닌 mitotic arrest와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Induction of mitotic markers by DATS treatment in U937

cells. After incubation with DATS (20 μM) for the in-

dicated times,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Separated

proteins in gels were transferred to nitrocellulose mem-

branes and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DATS 처리에 의한 ROS 생성이 apoptosis와 mitotic

arrest에 미치는 영향

ROS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 apoptosis와 같은 다양한 세포

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ROS는 superoxide anion, singlet O2, H2O2 등을 포함하며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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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ion of apoptosis and mitotic arrest by pretreatment with NAC in DATS-treated U937 cells. (A) After incubation with

DATS (20 μM) for various periods or (B) pretreatment with 10 mM NAC for 1 hr before being exposed to 20 μM DATS

for 1 hr, cells were stained with DCFDA for 30 min and collected. FACS analysis was used to assess the intracellular accumu-

lation of RO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 The cells grown under

the same condition as (B)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Separated proteins

in gels were transferred to nitrocellulose membranes and probed with the specific antibodie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D) The cell cycle distribution of cells grown under the same condition as (B)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inflammatory cytokine, ionizing radiation, 다양한 항암활성

화합물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대사과정 중

미토콘드리아 등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사

과정 중에 생성되는 ROS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ROS의 과도한 생성은 cell cycle arrest와 apopto-

sis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 7, 15, 22]. 아울러 최

근 연구에 의하면 ROS의 과도한 축적은 DNA와 같은 거대분

자들을 파괴하여 G2/M arrest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12, 30], 미토콘드리아 막의 투과성을 높이게 되어 세포질로

cytochrome c와 같은 caspase 단백질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인자를 유출하여 intrinsic apoptotic pathway를 활성화시키기

도 한다[23, 28]. 따라서 DATS에 의해 유도된 mitotic arrest와

apoptosis가 ROS의 생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Fig.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DATS 처리 5분 이내에 ROS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60분경 최대를 보였다. 이렇게 생성된

ROS가 세포증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OS scavenger를 적용하여 보았다. ROS scavenger인 NAC를

DATS 처리 1시간 선처리할 경우 세포 내 ROS 양이 정상세포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DATS 단독 처리

시 증가되었던 CDK1과 cyclin B1의 발현과 histone H3의 인산

화가 대조군 수준으로 억제되었다(Fig. 4B, 4C). 또한 flow cy-

tometer를 통한 세포주기 분석에 의해서도 DATS 처리에 의해

증가되었던 G2/M arrest와 sub-G1의 빈도가 NAC를 1시간

선처리하고 DATS를 처리한 군에서 대조군 수준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Fig. 4D).

이상의 결과들에서 DATS에 의한 U937 세포의 증식억제는

apoptosis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의 죽음과 CDK1 및 cyclin

B1의 발현 증가와 histone H3의 인산화에 따른 mitotic arrest

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U937

세포에서 DATS에 의한 ROS 생성이 apoptosis와 mitotic ar-

rest를 일으키는데 초기 인자로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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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U937 인체혈구암세포에서 diallyl trisulfide에 의한 mitotic arrest와 apoptosis 유발

박현수
1
․이준혁

2
․손병일

3
․최병태

1
․최영현

4,5
*

(1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생명공학심사과, 동의대학교 3Blue-Bio 소재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센터,
4
항노화연구소 및

5
한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본 연구에서는 마늘에서 유래된 생리활성 물질인 diallyl trisulfide (DATS) 처리에 따른 U937 인체혈구암세포

의 증식억제가 apoptosis 및 cell cycle arrest 유발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U937 세포증식은 DATS에 의해

농도 및 시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 하였고, 이는 apoptosis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죽음과 CDK1 및 cyclin

B1의 발현 증가 및 histone H3의 인산화와 연관된 mitotic arrest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ATS 처리

초기에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이 매우 증가되었으나, ROS scavenger (N-acetyl-l-cysteine)에 의한

인위적 ROS 생성의 억제는 DATS에 의한 apoptosis 및 mitotic arrest를 완벽하게 차단시켰다. 이는 U937 세포에

서 DATS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 및 mitotic arrest가 ROS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DATS가 인체혈구암세포에서 세포증식억제와 관련된 항암기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