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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lipase D (PLD) catalyzes the hydrolysis of phospholipid to phosphatidic acid (PA), a lipid sec-
ondary messenger. Two forms of PLD isozymes, phosphatidylcholine-specific PLD1 and PLD2, have 
been identified. PLD has emerged as a critical regulator of cell proliferation and survival signaling, 
and dysregulation of PLD occurs in a various illnesses, including cancer. PLD activity is essential for 
cell survival and protection from apoptosis. Overexpression of PLD isozymes or PLD-generated PA 
attenuates the expression of apoptotic genes and confers resistance to apoptosis. The apoptosis-related 
molecular mechanisms of PLD remain largely unknown. Recently, the dynamics of PLD turnover dur-
ing apoptosis have been reported. The cleavage of PLD isozymes as specific substrates of caspase dif-
ferentially regulates apoptosis. PLD1 is cleaved at one internal site, and PLD2 is cleaved two sites at 
the front of the N-terminus. The cleavage of PLD1 reduces its enzymatic activity, probably via the 
dissociation of two catalytic motifs, whereas the cleavage of PLD2 does not affect the catalytic motifs 
and its activity. Thus, PLD2 maintains antiapoptotic capacity, despite its cleavage. Therefore, the dif-
ferential cleavage pattern of PLD isozymes by caspase affects its enzymatic activity and antiapoptotic 
function. Thus, PLD is considered a potential target for cancer therapy. We summarize recent studies 
regarding the functional role of PLD in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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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스포리파제 D (Phospholipase D, PLD)는 인지질을 가수

분해 시켜 phosphatidic acid (PA)라는 이차신호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효소이다[3, 10]. PLD는 세포의 증식, 생존, 분화, 세

포골격조절등의 다양한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10]. PLD는 미생물, 식물, 바이러스, 효모, 그리고 동

물에 모두 존재하며, 보존된 효소활성부위를 가지고 있다[3]. 

포유동물의 경우 두 종류의 PLD 동위효소, PLD1, PLD2가 존

재하며, 아미노산 유사성은 50%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PLD 

동위효소는 인지질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phosphati-

dylcholine (PC)을 특이적인 기질로 이용하며, 효소활성부위

에 두군데의 HKD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두 개의 HKD 

영역이 하나의 효소활성 부위를 형성하고 있다[3]. PLD1과 

PLD2는 단백질-단백질 상호결합에 관여하는 pleckstrin ho-

mology (PH) 영역, Phox (PX) 영역과 인지질인 phosphatidy-

linositol 4,5-bisphosphate와 결합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 세

포신호전달에 중요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PLD는 다양한 암조직에서 과발현되어 있으며[3-8], 암세포에

서 PLD의 과발현은, 항암제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함으로

써 항암제 내성을 나타내며[23, 2, 21]. 세포사멸과정중에 PLD

동위효소는 caspase에 의해 분해되면서 효소활성과 세포사멸

이 조절된다. 

세포증식과 항암제 내성에서 PLD의 역할

PLD의 발현과 효소활성이 유방암[22], 대장암[35], 신장암

[37], 뇌종양[24] 등의 다양한 암조직에서 증가됨이 보고 되었

으며,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조건에서 PLD의 과발

현은 세포사멸을 억제한다[17, 38]. 또한, PLD효소활성은 마

우스에서 암유전자 Ras에 의해 매개되는 암화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PLD는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9]와 세포외기질분해효

소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발현[14], p53 [12],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그리고 Ras를 포함

하는 암화신호전달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PLD와 Ras 신호전달간 경로간에는 일련의 복잡한 

신호전달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PLD의 생성산물인 PA는 

Raf-1 kinase와 직접 결합하여 세포막으로의 이동을 유도함으

로써 Raf-1을 활성화시키거나[26], Ras의 활성단백질인 SOS

에 결합하여 SOS를 활성화시켜 Ras-Raf 신호전달 경로를 활

성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작동한다[36]. PLD효소활성은 세포

성장신호전달, 세포사멸 억제 및 전이과정을 포함하는 암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PLD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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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D isozymes protects anticancer-induced apoptosis. 

Overexpression of PLD shows resistance to apoptosis 

via PLD-generated PA which suppresses expression of 

anticancer-induced proapoptotic genes and tumor sup-

pressors. 

위효소를 과발현시킨 세포주에 항암제인 etoposide를 처리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반면, 효소활성이 결여된 PLD동위효소

를 과발현시켰을때에는 함암제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을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PLD 효소활성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21]. Etoposide등의 항암제는 

세포사멸유도 단백질이나 암억제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항암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PLD가 과발현된 세포에서는 

Egr-1이라는 암억제 전사단백질의 발현이 감소되어 etopo-

side에 의한 Egr-1의 transactivation이 억제됨으로써 Egr-1의 

표적 유전자인 PTEN이라는 암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되

어 있다. PLD에 의한 Egr-1 발현의 억제는 PI3K/Akt 세포 

생존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 지며, PLD 효소활성이 

Egr-1 및 PTEN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항암제에 의한 세포

사멸에 대한 내성인자로 작용한다[21]. 따라서, 암억제 단백질

인 Egr-1과 PTEN이 PLD 신호전달의 표적분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PLD는 암억제단백질인 p53을 분해시키는 

MDM2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항암제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서 p53의 단백질 안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암제에 

의한 세포사멸에 대한 내성을 유도한다[11]. 또한, PLD 효소

활성 산물인 PA가 p53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16]. 이와 같이 PLD는 다양한 세포사멸유도 및 암억제단

백질의 발현을 조절함으써 세포사멸 억제기능을 나타내고 있

다(Fig. 1).

세포증식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세포성장인자들(PDGF, 

FGF, EGF)과 돌연변이에 의해 활성화된 암유전자들(v-Ras, 

v-Raf)이 PLD 효소활성을 증가시키며, PLD가 mitogen-acti-

vated protein kinase (MAPK)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킴

으로써 세포증식을 매개하고 있다[27]. PLD활성이, 암미세환

경의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hypoxia inducible factor (HIF)라는 전사단백질의 발현을 증

가시켜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키

고 혐기적 대사과정으로 변화시켜서 암세포의 생존을 유리하

게 도와주는데 관여하고 있다[26]. 

Wnt 신호전달은 세포증식의 핵심조절인자로 알려져 있으

며 Wnt 신호전달경로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는 암화과정을 유

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5]. Wnt 신호전달이 활성화되

면, β-catenin단백질이 안정화되어 핵내로 이동하여 전사인자

인 TCF와 결합하여 표적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증

식을 촉진하게 된다, 최근에, PLD1과 PLD2가 Wnt 신호전달

의 새로운 표적유전자로서 발현이 증가되고 PLD효소활성이 

β-catenin과 TCF와의 상호결합을 증가시켜 Wnt 신호전달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18, 19, 20]. PLD가 Wnt

에 의해 매개되는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고 있어 PLD와 

Wnt 경로는 서로 활성화시키는 신호전달 네트워크로 암화과

정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TOR는 세포성장

을 조절하는 핵심단백질로서 serine/threonine kinase 활성을 

지니고 있으며, PLD에 의해 생성된 PA가 mTOR에 결합하여 

mTOR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32]. PLD동위효소 특이적인 억제제는 mTOR의 활성

을 저해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34]. 그래서 PLD의 

효소활성과 발현은 세포의 증식과 세포사멸 억제기능에 중요

한 역할을 함으로써 암화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세포사멸에서 PLD의 활성과 발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세포사멸인 apoptosis과정중에 PLD

의 활성과 발현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보고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23], 최근에 세포사멸중에 PLD의 발현조절

에 관하여 분자수준에 대한 기전이 규명되었다[16, 13, 25, 

33]. PLD1과 PLD2동위효소가 세포사멸 과정중에 활성화되

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caspase의 기질로 작용하여 잘려진다

[13, 25, 33]. 다양한 항암제를 처리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였

을 때 PLD1은 caspase-1,-3, -8에 의해 64 kDa의 N-말단 frag-

ment (NF-PLD1)와 56 kDa의 C-말단 fragment (CF-PLD1)로 

잘려졌으며, calpain이나 cathepsin등의 다른 단백질 분해효

소에 의해서는 잘려지지 않았다[25]. Caspase에 의해 잘려지

는 보존된 DXXD부위를 돌연변이시켜 확인한 결과, PLD1의 

D545를 Ala으로 치환하였을 때 caspase에 의해 잘려지지 않

은 것으로 보아 caspase에 잘려지는 부위가 DDVD545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Fig. 2A) [25]. 또한, etoposide를 처리시 

PLD1 효소활성이 감소되었으며, caspase-3 억제제를 처리시 

etoposide에 의해 감소된 PLD1 효소활성이 회복되었다. 그러

나, caspase에 의해 잘려지지 않는 D545A-PLD1은 etoposide

에 의한 PLD1효소활성의 감소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포

사멸과정중에 PLD1은 caspase에 의해 절단됨으로써 PLD1 

효소활성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16]. 흥미롭게

도 NF-PLD1 단독으로는 세포사멸을 유도하였으며, endoge-

nous PLD1과 결합하여 PLD1효소활성을 억제하여 암억제단

백질인 p53의존적인 경로를 통하여 세포사멸을 촉진한다는 

분자기전이 규명되었다(Fig. 2B) [16]. PLD효소활성의 억제

는, p53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E3 ligase인 MDM2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p53의 발현이 증가되어 세포사멸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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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spase-3-mediated cleavage sites and role 

of PLD isozymes during apoptosis. (A) 

Schematic diagrams for putative caspase-3- 

cleavage sites of PLD isozymes (B) During 

apoptosis, association of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cleaved fragments of PLD1 

contributes to resistance to anti-cancer 

drug-induced apoptosis via recovery of its 

enzymatic activity although a minor por-

tion of free NF-PLD1 can induce apop-

tosis. Free CF-PLD1 localizes into nucleus 

but its function remains unknown in the 

nucleus. Cleavage of PLD2 induced by 

apoptosis still show antiapoptotic function.

게 된다[13]. 세포사멸을 유도시켰을 때 PLD2 또한 caspase에 

의해 절단되지만, PLD2의 N-말단의 맨 앞쪽부위에 존재하는 

DELD16의 D (Asp)부위에서 먼저 절단된후에 DEVD28부위

가 분해되어, 효소활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HKD영역에는 영

향을 주지 않아 PLD2효소활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g. 2A) [13]. 그래서, PLD동위효소의 절단부위

의 차이가 이들 동위효소의 활성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Caspase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PLD1은 세포사멸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PLD2는 세포사멸중에 절단

되어도 세포사멸을 억제하였으며(Fig. 2B), PLD2가 PLD1보

다 세포사멸에 대한 높은 억제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cas-

pase에 의한 PLD동위효소의 차별적인 분해가, 효소활성과 

세포사멸억제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흥

미롭게도 CF-PLD1의 nuclear localization sequence (NLS)에 

β-importin단백질의 결합을 통하여 핵으로 이동한다는 사실

이 규명되었지만 핵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4]. 또한, caspase에 의해 절단되어 생

기는 NF-PLD1과 CF-PLD1에는 효소활성을 나타내는 HKD 

영역을 각각 한 개씩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HKD 영역안에 

존재하는 hydrophobic amino acids를 통하여 NF-PLD1과 

CF-PLD1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15]. 이들의 PLD1 frag-

ment간의 결합은 PLD1의 효소활성을 회복하였으며 세포사

멸에 대한 억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15]. 그러나 이들 frag-

ments 간의 결합은, CF-PLD1의 핵내로의 이동을 억제하였는

데, 이는 아마도 CF-PLFD1에 존재하는 NLS가 masking되어 

β-importin등이 핵내로 이동에 필요한 단백질들의 결합이 저

해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15]. 세포사멸 과정

중에 PLD동위효소가 caspase의 새로운 기질로 작용하여 차

별적으로 절단됨으로써 PLD효소활성과 세포사멸이 조절되

는 분자기전을 보여주고 있다. 

결   론

PLD는 다양한 암조직에서 과발현 되어있고 항암제에 대한 

세포사멸에 대한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포사멸과정중

에 PLD의 효소활성과 발현이 세포사멸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항암제의 새로운 표적단백질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PLD효소활성과 발현에 대한 특이적 억제제는 암억

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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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세포사멸에서 Phospholipase D 동 효소의 기능  역할

민도식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Phospholipase D (PLD)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지질인 인지질을 분해하여, 이차신호전달물질인 phosphati-

dic acid (PA)를 생성함으로써 세포의 성장 및 증식, 생존신호전달등 세포내 다양한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전달 핵심단백질로 대두되고 있다. PLD의 비정상적인 발현과 활성은 다양한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서 나

타난다. PLD에 의해 생성된 PA는 세포사멸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세포사멸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세포사멸과정에서 PLD 단백질의 turnover dynamics에 관한 분자수준에서의 연구가 규명되었다. PLD는, 

세포사멸시 활성화되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caspases의 새로운 기질로 작용하여 세포사멸을 차별적으로 조절을 

한다. Caspase에 의한 PLD동위효소의 차별적인 분해양상이 PLD의 효소활성과 세포사멸억제 기능을 조절한다. 

그래서 PLD는 암치료의 표적분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본 리뷰논문에서, 세포사멸조절 PLD의 기능적 역할

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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