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ffeic Acid Phenethyl Ester Induces the Expression of NAG-1 via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3 

Min-Hee Park
1
, Chungwook Chung

1
, Seong Ho Lee

2
, Seung Joon Baek

3
 and Jong Sik Kim

1
*

1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2Department of Nutrition & Food Scienc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USA 
3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Received September 21, 2017 /Revised November 21, 2017 /Accepted November 24, 2017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activated gene-1 (NAG-1) is a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TGF-β) superfamily gene associated with pro-apoptotic and anti-tumorigenic activitie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if caffeic acid phenethyl ester (CAPE) derived from propolis could induce the 
expression of anti-tumorigenic gene NAG-1. Our results indicate that CAPE significantly induced 
NAG-1 expression in a time- and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HCT116 cells. We also found 
that CAPE induced NAG-1 express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another human color-
ectal cancer cell line, LOVO. In addition, CAPE triggered apoptosis, which was detected with Western 
blot analysis using poly-(ADP-ribose) polymerase antibody. NAG-1 induction by CAPE was not de-
pendent on transcription factor p53, which was confirmed with Western blot analysis using p53 null 
HCT116 cells. The luciferase assay results indicated that the new cis-elements candidates were located 
between -474 and -1,086 of the NAG-1 gene promoter. CAPE dramatically induced activating tran-
scription factor 3 (ATF3) expression, but not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REB), which 
shares the same binding sites with ATF3. The co-transfection experiment with pCG-ATF3 and pCREB 
showed that only ATF3 was associated with NAG-1 up-regulation by CAPE, whereas CREB had no 
effect. I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CAPE could induce the expression of anti-tumorigenic 
gene NAG-1 mainly through AT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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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장암은 남성과 여성에서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에 있어서 

상위 3개의 암 중의 하나이다[23]. 대장암은 어떤 종류의 암 

보다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14]. 

붉은 고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육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채소와 과일 등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2, 11, 19]. 이러한 배경하

에 채소, 과일 또는 식물 유래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에 의해 

암을 예방하는 방법인 암 화학예방법(cancer chemo-preven-

tion)이 주목을 받고 있다[20]. 이러한 식물유래의 생리활성물

질을 파이토케미칼(phytochemical)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

로는 강황유래의 curcumin, 녹차의 카테킨 중 하나인 EGCG 

그리고 포도 껍질 유래의 resveratrol 등이 있으며, 이들에 의

한 대장암 예방활성과 작용기전이 보고되었다[10, 21, 25]. 암 

화학예방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파이토케미칼 이

외에 아스피린과 같은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

tory drugs)와 비타민 등을 들 수 있으나, 천연물유래인 파이

토케미칼이 가장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케

미칼인 caffeic acid phenethyl ester (CAPE)의 항암 활성과 

작용기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CAPE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알려져 있다[12, 

15, 18]. 그러나, 아직까지 CAPE에 의한 항암 유전자 NAG-1의 

발현과 발현조절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NAG-1 유전

자는 TGF-β superfamily의 하나로서 NSAID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는 유전자로 처음 보고 되었으며[5], 다양한 생리활성물

질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며 anti-tumorigenic 활성과 pro- 

apoptotic 활성이 보고 된 바 있다[6, 8, 27]. 특히, NAG-1을 

과대 발현하는 transgenic 마우스모델에서도 항암 활성이 보

고 되었으며, 최근에는 동일한 마우스에서 항 비만 활성이 보

고된 바 있다[7, 13]. 

본 연구에서는 파이토케미칼 CAPE에 의한 항암 활성과 작

용기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항암 유전자인 NAG-1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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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과 발현조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프로폴리스 유

래 파이토케미칼 CAPE에 의한 암 예방활성과 작용기전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  방법

세포주  시약

인간 대장암 세포주 HCT116와 LOVO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 에서 구입하였

고, p53-null HCT116 세포주는 Bert Volgelstein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USA) 박사로부터 제공

받았다. Caffeic acid phenethyl ester (CAPE)는 Calbiochem 

사(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3종류의 NAG-1 

promoter constructs (pNAG-1086/+41, pNAG-474/+41, pNAG- 

133/+41)는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Research Triangle Park, NC, USA)의 Dr. Eling 

group으로부터 제공받았다. ATF3 발현 벡터 (pCG-ATF3)는 

T. Hai 박사(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USA)로 

부터 제공받았고, CREB 발현벡터(pCREB)는 Philip Cohen 박

사(University of Dundee, Scotland, UK)로 부터 제공받았다. 

Western blot analysis

수확한 세포로부터 RIPA 용액(50 mM Tris-Cl (pH 8.0), 150 

mM NaCl, 1% NP40, 0.1% SDS, 0.5% sodium deoxycholate)

을 이용하여 총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총 30 μg의 단백질을 

4-12% 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전기적으로 전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1

차 항체인 ATF3, CREB, ACTIN에 대한 항체와 2차 항체인 

HRP-conjugated rabbit antibody와 HRP-conjugated mouse 

antibody는 모두 Santa Cruz 사(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고, p53과 PARP에 대한 항체는 Cell Signaling사

(Beverly, M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NAG-1 항체는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Re-

search Triangle Park, NC, USA)의 Dr. Eling group으로부터 

제공받았다. 

Transfection과 luciferase assay 

HCT116 세포주를 6 well plate에 well당 1×105 세포를 접종

한 후, 24시간 이후에 3종류의 NAG-1 promoter constructs 

(pNAG-1086/+41, pNAG-474/+41, pNAG-133/+41)를 1 μg, 

그리고 pRL-null (Promega, Madison, WI, USA)을 0.05 μg씩 

Fugene 6 (Roche, Indianapolis, IN, USA)를 이용하여 trans-

fection 하였다. Transfection 24시간 후에 25 μM CAPE와 

DMSO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Dual Luciferase Assay Kit 

(Promega)를 이용하여 luciferase assay를 수행하였다. Co- 

transfection 실험을 위해서는 NAG-1 promoter construct 

(pNAG-1086/+41) 0.5 μg, pRL-null vector를 0.05 μg 그리고 

pCREB과 pCG-ATF3를 각각 주어진 농도조건에 따라 첨가하

고 48시간 동안 transfection 하였다. 이 후 Dual Luciferase 

Assay Kit (Promega)를 이용하여 luciferase assay를 수행하였다.

통계처리

Luciferase assay는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

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결과의 유의성 검

토는 Student’s t-test에 의해 판정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고찰

CAPE에 의한 NAG-1 단백질의 발  증가와 세포 사멸

인간 대장암 세포주 HCT116에서 프로폴리스에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칼인 caffeic acid phenethyl ester (CPAE)의 

처리에 의해 항암 유전자인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activated gene-1 (NAG-1)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

였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PE를 5, 10, 20 μM의 

농도로 24시간 처리한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NAG-1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10 μM의 CAPE를 2, 4, 

6, 8, 24시간 처리한 후 NAG-1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6시간 처리 후부터 NAG-1 단백질의 발현이 확연히 증가되었

고 처리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NAG-1 단백질의 발현이 지속적

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Fig. 1B). 인간 대장암의 다른 세포

주인 LoVo 세포주에 CAPE를 1, 5, 10, 25 μM 농도로 24시간 

처리한 후, NAG-1 단백질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였다(Fig. 1C). 

1 μM 처리군부터 NAG-1 단백질의 약한 증가를 보이면서, 

10 μM 처리군부터 농도의존적인 증가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결과는 CAPE에 의한 NAG-1 단백질의 발현 증가가 HCT 

116 세포주에 특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장암 세포주 HCT116에서 CAPE의 처리는 β-catenin 경

로를 저해하면서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된바 있

으나[26, 28], 아직까지 항암 유전자인 NAG-1 발현과의 연관

성이나 기전을 연구한 논문은 전혀 없다. 본 연구에서는 HCT 

116 세포주에서 CAPE에 의한 apoptosis가 일어나는지 규명하

기 위하여 poly (ADP-ribose)-polymerase (PARP) 단백질의 

cleavage를 확인하였다. PARP 단백질은 116 kDa의 apoptosis 

지표 단백질 중 하나로서 세포 내에서 apoptosis가 일어나면 

89 kDa과 24 kDa으로 cleavage가 일어난다[24]. 10 μM의 

CAPE를 처리한 경우 약한 PARP cleavage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20 μM의 CAPE를 처리한 경우 cleaved PARP가 확연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Fig. 1D). 또한, 20 μM의 CAPE를 24시

간 동안 처리한 후 DAPI 염색을 하여 핵을 관찰한 결과 apop-

tosis의 특징인 핵의 fragmentation과 condensation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이러한 결과는 CAPE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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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G-1 induction by CAPE in human colorectal cancer cells. (A) HCT116 cells were 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CAPE for 24 hr. Thirty micrograms of total protein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done using NAG-1 

and ACTIN antibodies. (B)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10 μM CAPE and then cells were harvested at indicated time 

points after treatment. Total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with using NAG-1 and 

ACTIN antibodies. (C) LOVO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CAPE for 24 hr. Total protein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done using NAG1 and ACTIN antibodies. (D) HCT116 cells were 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CAPE for 24 hr. Thirty micrograms of total protein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done 

using PARP and ACTIN antibodies.

에 의해 HCT116 세포주에서 apoptosis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

사한다. 

CAPE에 의한 NAG-1의 발  증가는 p53 비의존 으로 

일어남

몇 종류의 파이토케미칼 처리에 의한 NAG-1의 발현 증가

가 전사조절인자 p53을 통해 조절된다는 보고가 있었다[8, 9, 

27]. CPAE에 의한 NAG-1의 조절 또한 p53에 의해 이루어지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53 null HCT116 세포주를 이용하여 

CAPE의 처리에 의한 NAG-1의 발현 유무를 확인하였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구에 비해 p53 null HCT116 세포

주에서 NAG-1의 발현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p53 null 

HCT116 세포주에서도 CAPE에 의한 NAG-1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APE에 의

한 NAG-1의 발현증가가 전사조절인자 p53이 아닌 다른 전사

조절인자에 의해서도 발현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운 NAG-1의 전사조절인자를 검색하기 위하여 3가지의 NAG- 

1 promoter construct (pNAG-1086/+41, pNAG-474/+41, 

pNAG-133/+41)을 이용하여 promoter assa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CAPE에 의한 NAG-1의 발현에 관련된 cis-element는 

NAG-1 promoter의 -474에서 -1,086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Fig. 2B). 이러한 NAG-1 promoter 부위에 작용하는 새로운 

전사조절인자를 검색하기 위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CAPE에 의한 NAG-1의 발 은 ATF3를 통하여 유도

Baek, et al. [4]의 보고에 의하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 중 하나

인 ECG에 의한 NAG-1의 발현증가가 ATF3에 의해 일어나며,  

A

B

Fig. 2. P53 dependency on NAG-1 up-regulation by CAPE. (A) 

HCT116 cells or p53 null HCT116 were treated with in-

dicated concentrations of CAPE for 24 hr. Total cell ly-

sate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

formed using NAG-1 and ACTIN antibodies. (B) HCT 

116 cells were co-transfected with three different NAG-1 

promoter constructs and pRL-null vector whereas pGL3- 

Basic vector (Basic)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After 

24 hr of transfection,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25 

μM CAPE for 24 hr.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lucifer-

ase activity was determined using the Dual Luciferase 

Assay Kit. Bars are mean values ± SD from 3 in-

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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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TF3 (μg)

CREB (μg)

ATF3 ATF3 Fig. 3. Involvement of ATF3 in NAG-1 induction by CAPE. 

(A) HCT116 cells were incubated with indicated con-

centrations of CAPE for 24 hr. Total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done using 

ATF3, CREB, NAG-1 and ACTIN antibodies. (B) 

HCT116 cells were transfected with pCG-ATF3 or 

pCREB. After 48 hr of transfection, the expression of 

ATF3 and CREB was detected with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TF3 and CREB antibodies. (C) For 

co-transfection experiment, 0.5 μg of pNAG-1086/+41 

construct and indicated amounts of pCG-ATF3 and 

pCREB were transfected with 0.05 μg of pRL-null 

vector. After 48 hr of transfection, the cells were har-

vested and luciferase activity was determined using 

the Dual Luciferase Assay Kit. Bars are mean values 

± SD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Fig. 4. Summarized schematic diagram on NAG-1 induction by 

various chemo-preventive chemicals.

NAG-1 프로모터의 -955와 -948사이에 ATF3 결합부위(5’- 

TGACGTCA-3’)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CAPE에 의한 NAG-1의 발현증가가 전사인자인 ATF3

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CAPE에 의한 

ATF3 단백질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ATF3 단백

질은 CAPE의 처리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발현이 증가되었다

(Fig. 3A). 한편 ATF3와 결합부위를 공유하는 전사인자 CREB 

단백질의 발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3A). ATF3 유전

자와 CREB 유전자를 transient transfection 시켜서, ATF3와 

CREB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다음(Fig. 3B), ATF3와 CREB 

유전자를 농도별로 pNAG-1086/+41 construct와 co-trans-

fection 시키고 promoter assay를 수행 한 결과, ATF3의 농도

가 증가됨에 따라 luciferase 활성이 증가되었으나, 이에 반해 

co-transfection한 CREB의 농도 변화는 luciferase 활성의 변화

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C). 이러한 

연구결과는 CAPE에 의한 NAG-1의 발현증가는 주로 전사조

절인자인 ATF3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ATF3는 

ATF/CREB 가계의 전사조절인자로서 대장암 세포주 모델에

서 다양한 천연물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며, 이러한 ATF3의 

발현증가와 apoptosis 유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

었다[16, 17, 22]. 

지금까지 보고된 파이토케미칼이나 일부 NASID에 의한 

NAG-1의 발현 조절기전을 정리하면 Fig. 4와 같다. 파이토케

미칼 resveratrol (RES), genestein (GEN), diallyl disulfide 

(DADS)에 의한 NAG-1의 발현 증가는 전사조절인자 p53에 

의해 조절되고[8, 9, 27], NSAID의 하나인 sulindac sulfide 

(SS)에 의한 NAG-1의 발현은 전사조절인자 EGR-1을 통해 이

루어지며[5], 녹차의 카테킨 성분 중 하나인 ECG에 의한 

NAG-1의 발현 증가는 전사조절인자인 ATF3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보고 되었다[4]. 본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에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칼인 CAPE에 의해 NAG-1 단백질의 발현이 

증대되고, 이는 전사조절인자인 ATF3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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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ATF3를 통한 caffeic acid phenethyl ester에 의한 NAG-1 유 자의 발  증가 

박민희1․정정욱1․이성호2․백승 3․김종식1*

(1국립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 2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영양식품과학과, 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NAG-1 단백질은 TGF-β superfamily 유전자로서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고 항암 활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 유래의 파이토케미칼 CAPE (caffeic acid phenethyl ester)에 의한 

항암유전자 NAG-1의 발현과 발현조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간 대장암 세포주 HCT116에서 CAPE의 처리에 의

해 농도의존적, 시간의존적으로 NAG-1의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다른 대장암 세포주인 LOVO 세

포주에서도 농도의존적으로 NAG-1의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p53-null HCT116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CAPE에 의한 NAG-1의 발현은 전사조절인자인 p53에 의존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3가지 종류의 NAG-1 

프로모터 construct를 이용한 실험에서, cis-element 후보가 -474와 -1,086사이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CAPE에 의해 

전사조절인자인 ATF3와 CREB의 발현이 변화되는 지를 확인한 결과, CREB은 전혀 발현이 증가되지 않는 반면 

ATF3는 CAPE 처리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CG-ATF3와 pCREB의 co- 

transfection 실험에서 CREB은 NAG-1의 발현에 영향을 못 미치는 반면, ATF3의 과대발현에 의해 NAG-1의 발현

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CAPE에 의한 NAG-1의 발현은 주로 전사조절인자인 ATF3를 경유하여 일

어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