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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of capsaicin and gene expression
changes in response to capsaicin treatment in human colorectal HCT116 cells. The results showed that
capsaicin decreased cell viabilities in a dose dependent manner and induced global gene expression
changes. We found that 103 genes were up-regulated more than twofold, whereas 153 genes were
down-regulated more than twofold by 100 μM capsaicin treatment. Among the up-regulated genes,
we selected 4 genes (NAG-1, DDIT3, GADD45A and PCK2) and performed RT-PCR to confirm the mi-
croarray data. We found that 100 μM of capsaicin increased tumor suppressor p53 gene express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NAG-1, DDIT3 and GADD45A expressions were not dependent
on p53 presence, whereas PCK2 ex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to increase our under-
standings of the molecular mechanism of anti-proliferative activity mediated by capsaicin in human
colorectal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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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 생리활성 물질인 capsaicin

(8-methyl-N-vanillyl-6-nonenamide)은 매운맛의 주성분이고

향신료, 식품 첨가물 또는 약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4,

6]. Capsaicin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capsaicin이 신경계, 특

히 통증 전달계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신경

생리학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신경

세포의 capsaicin 수용기인 vanilloid 수용체(VR1)의 활성화로

감각신경과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또한, capsaicin

이 여러 가지 통증성 질환에 진통 효과가 있는 약제로 사용되

고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통 작

용 외에도 체지방을 줄여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파이토케미칼에 의한 화학적 암 예방법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capsaicin에 대한 항암[25], 항염증[23] 및 항돌연변이[24]

활성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capsaicin이 피부

[10], 대장[13], 방광[15], 간[17], 유방[5] 그리고 전립선[20]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서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에는 전립선암 세포주에서 cap-

saicin에 의해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자군을 선별하고, 또한

capsaicin에 의한 세포사멸과 관련된 후보 유전자군을 선별한

보고가 있었다[22].

암 억제유전자인 p53 유전자는 대표적인 전사조절인자로

서 많은 세포성장과정과 세포사멸에 관여하는 중요한 조절자

로 알려져 있다[3,18]. p53은 손상된 DNA 세포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apoptosis를 유도하는 downstream 유전자

의 전사를 활성화 시킨다[8,28]. 또한 resveratrol [11], genis-

tein [7], epigallocatechin-3-gallate [9], caffeic acid phenethyl

ester [29] 등 많은 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이 p53 활성을 조절하

여 세포사멸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p53 유전자의

전사조절을 받는 downstream gene을 확인하는 것은 p53에

의한 세포사멸과 항암기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세포주 모델에서 파이토케미

칼 capsaicin의 항암 기전을 분자생물학적 기전 수준에서 이해

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oligo DNA microarray 실험을

수행하여 capsaicin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 군을 분석하였다.

또한, capsaicin에 의해 과대발현되는 유전자의 발현이 p53 의

존적인지 혹은 비의존적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주 및 파이토케미칼

대장암 세포주 HCT116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에서 구입하였고, p53 null인

HCT116 세포주는 Johns Hopkins 의과대학의 Bert Vogelstein

박사로부터 분양 받았다. 두 종류의 세포주 배양은 10% FBS

(Fetal Bovine Serum, Gibco-BRL, USA), 1% penicilli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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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mycin (WelGene, Korea)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BRL, USA)을 사용

하였다. 파이토케미칼인 capsaicin과 control로 사용된 DMSO

(Dimethyl sulfoxide)는 Sigma사(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세포 생존율 연구

대장암 세포주 HCT116에 capsaicin을 처리하여 세포 생존

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cell viability assay를 수행

하였다. 먼저 96 well plate에 well당 3×10
3
개의 세포를 접종하

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capsaicin을 농도별(0, 25, 50, 100,

200 μM)로 처리하였다. 24시간 처리 후 MTS 용액(Promega,

USA)을 각 well 당 20 μl씩 첨가하고 세포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과정은 이전에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

게 수행하였다[16].

Oligo DNA microarray

Oligo DNA microarray 실험은 미국 Microarrays사의 48.5

K Human Array-Illumina HEEBO oligo microarray를 사용하

였으며, 지노믹트리사(GenomicTree, Inc, Korea)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결과분석은 Genespring program 7.0 (Agilent,

USA)을 이용하였으며, capsaicin의 처리에 의해 발현이 2배

이상 증가되는 유전자군과 감소되는 유전자군을 분석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Capsaicin을 농도별로(0, 25, 50 ,100 μM) 24시간 동안 처리

한 후, 세포를 수확하였다. 수확한 세포는 RIPA 용액을 첨가하

여 총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protein

assay 용액(Bio-Rad,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0 μg의

단백질을 취하여 4～12% acrylamide gel (Invitrogen, USA)에

서 전기영동 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 (Invitrogen,

USA)으로 electroblotting 하였다. 이후 Western blot 과정은

이전 보고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16]. 본 실험에서 사

용된 1차 항체로는 anti-NAG1, anti-ACTIN 항체가 사용되었

고, 2차 항체로는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

ti-rabbit antibody,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don-

key anti-goat antibody를 사용하였다. NAG-1 항체를 제외한

모든 항체는 Santa Cruz사(USA)로부터 구입하였고, NAG-1

항체는 이전에 보고된 것을 사용하였다[1].

RT-PCR 및 real-time PCR

수확한 세포주로부터 추출한 total RNA 3 μg을 주형으로,

M-MLV reverse transcriptase (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제

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cDNA를 제조하였다. 합성된 cDNA 20

μl에 증류수 60 μl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주형으로 사용하였다. 합성된 cDNA를 주형

으로 하여 유전자 특이적인 oligo primer를 이용하여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과정을 수행하였다. PCR mixture

는 2X PCR master mix (SeeGene, Korea)를 이용하였으며,

PCR 반응은 94
o
C에서 5분 denaturation시키고, 94

o
C에서 30

초, 58
o
C에서 30초, 72

o
C에서 30초의 cycle을 25번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72
o
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PCR product는 전

기영동하여 확인하였다. 정량적 real-time PCR은 ABI Prism

7500 cycler (Applied Biosystem,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 Primer의 각각의 Tm 값은 Primer express 1.5 software

program (Applied Biosystems, USA)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주형으로 사용하는 cDNA는 RT-PCR시 수행한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고, 합성된 cDNA에 DNase-free water 180

μl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사용하였다. PCR mixture는 Power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였으며, 반응 조건은 첫 번째 step으로 50
o
C에서 2분,

95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두 번째 step으로 95

o
C에서 15

초, 54
o
C에서 30초, 72

o
C에서 33초의 cycle을 40번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결과는 ABI Prism 7500 SDS software program

(Applied Biosystems, USA)을 이용하여 분석, 정량 하였으며

분석법으로는 comparative Ct (threshold cycle) method를 이

용하였다[19].

결과 및 고찰

Capsaicin 처리에 의한 대장암 세포주 생존율 감소

파이토케미칼 capsaicin이 대장암 세포주 HCT116의 생존

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0, 25, 50,

100 μM)의 capsaicin을 처리한 후, 세포 생존율 연구를 수행하

였다(Fig. 1). 그 결과, 25 μM와 50 μM의 capsaicin 처리군에서

는 대조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100 μM와 200 μM의 capsaicin을 처리한 경우 각각 76.8%와

13.6%의 생존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포생존율에 근거하

Fig. 1. Effect of capsaicin on HCT116 cell viability.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four different dose of capsaicin for 24

hr. After treatment,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cell

proliferation assay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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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veral up-regulated genes by 100 μM capsaicin treatment

Gene name GenBank Acc. No. Gene description Fold change

SOD1
COBRA1

GDF9
S100P

DENND1C
NAG1
PCK2

CDKN2B
DDIT3

GADD45A
TNFRSF10B

BAD

NM_000454

NM_015456

NM_005260

NM_005980

NM_024898

NM_004864

NM_004563

NM_078487

NM_004083

NM_001924

NM_003842

NM_004322

Superoxide dismutase 1, soluble

Cofactor of BRCA1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9

S100 calcium binding protein P

DENN/MADD domain containing 1C

NSAID activated gene-1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 2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 2B (p15, inhibits CDK4)

DNA-damage-inducible transcript 3

Growth arrest and DNA-damage-inducible, alpha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superfamily, member 10b

BCL2-antagonist of cell death

12.08

11.75

6.60

5.71

4.91

3.93

3.11

3.05

2.49

2.39

2.29

2.07

여 대조군에 비해 76.8%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100 μM의 농도

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Oligo DNA microarray를 이용한 유전체 전체 수준에서

의 유전자 발현 분석

Capsaicin에 의한 차별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군을 선별하

기 위하여, HCT116 세포주에 100 μM의 capsaicin을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oligo DNA microarray 실험을 수행하였다.

Capsaicin의 처리에 의해 발현되는 유전자 분석 결과, 2배 이

상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는 103개, 2배 이상 발현이 감소되는

유전자는 153개로 선별되었다(data not shown). 발현이 2배

이상 증가되는 유전자 중 일부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발현

이 2배 이상 증가되는 유전자 중 4개의 유전자(NAG-1, DDIT3,

GADD45A, PCK2)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NAG-1 유

전자는 Baek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된 항암유전자로서, 여러 가

지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와 파

이토케미칼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어 여러 가지 생리활성 기능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30]. 그러나 capsaicin에 의한

NAG-1 유전자의 발현 및 발현조절에 관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DDIT3와 GADD45A 유전자는 nonivamide (pseudocap-

saicin)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고, DDIT3 유전자는 세포

사멸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27]. 마지막으로 PCK2

유전자는 gluconeogenesis에 관련한 효소로서, 아직까지 cap-

saicin에 의한 발현과 조절에 대한 보고는 없다.

RT-PCR과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한 microarray

실험 결과의 검증

DNA microarray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배 이상

증가되는 유전자 중 4개(NAG-1, DDIT3, GADD45A, PCK2)를

선택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유전자의 발현이 100 μM의 capsaicin에 의해 up-regu-

lation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control로 사용한

Fig. 2. Gene expression changes in capsaicin-treated HCT116

cells.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100 μM of cap-

saicin (CPS) or vehicle (VEH, DMSO). Total RNA was

prepared for RT-PCR with gene specific primers.

GAPDH 유전자의 발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Capsaicin에 의한 NAG-1의 발현을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

하고자, 대장암 세포주 HCT116에 capsaicin을 농도별(0, 25,

50, 100 μM)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한 샘플에서

NAG-1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NAG-1 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capsaicin의

처리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NAG-1 단백질의 발현이 농도 의

존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Capsaicin에 의한 tumor suppressor gene p53의 발현

대장암 세포주에서 capsaicin에 의한 전사조절인자인 p53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고, 또한 p53 유전자의 조절 하에 있는

전사조절 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p53의 세포사멸과 capsaicin

에 의한 항암 기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Capsaicin에 의한 p53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

장암 세포주 HCT116에 capsaicin을 농도별(0, 25, 50,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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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AG-1 protein expression by capsaicin.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0, 25, 50, 100

μM) of capsaicin for 24 hr. Total proteins were prepared

from treated cell and used for Western blot analysis.

NAG-1 antibody was treated followed by Actin

antibody.

(A)

(B)

Fig. 4. p53 gene expression by capsaicin.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three different doses of capsaicin. (A) Total

RNA was prepared from treated cells and used for

RT-PCR with p53 gene specific primers. (B) Total RNA

was prepared from treated cells and used for real-time

PCR with p53 gene-specific primers.

로 처리한 후, RT-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5 μM와 50

μM capsaicin의 처리에 의해서는 p53 유전자의 발현이 보이지

않았고, 100 μM capsaicin의 처리에 의해서만 p53 유전자가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A). 또한 capsaicin에 의한

p53의 발현 증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5 μM와 50 μM capsaicin의 처리

에 의해서는 p53 유전자의 발현량이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은 반면, 100 μM capsaicin을 처리하면 3.1배의 발현량을

보였다(Fig. 4B).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최근 Mori 등은 전립

선암 세포주에서 capsaicin의 처리에 의해 세포사멸이 유도되

고, 더불어 p53, p21 등의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의 과대발현을

보고한 바 있다[21]. 또한, 이 결과는 cell viability assay에서

Table 2. Sequences of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for RT-PCR

and real-time PCR

Gene
name

GenBank
Acc. No.

Sequence

NAG-1 NM_004864 F: 5'-CTCTCAGATGCTCCTGGTGT-3'

R: 5'-GAATATTCCCAGCTCTGGTT-3'

DDIT3 NM_004083 F: 5'-CATTGCCTTTCTCCTTCGGG-3'

R: 5'-TGCTGGTTCTGGCTCCTCCT-3'

PCK2 NM_004563 F: 5'-ACACGGTACAACTCCCGCCT-3'

R: 5'-ATACGCATGCTTGCCACCAC-3'

GADD45A NM_001924 F: 5'-TGCGAGAACGACATCAACAT-3'

R: 5'-TCCCGGCAAAAACAAATAAG-3'

p53 NM_000546 F: 5'-CTCACCATCATCACACTGGA-3'

R: 5'-GAGAGGAGCTGGTGTTGTTG-3'

GAPDH NM_002046 F: 5'-CTGACCTGCCGTCTAGAAAA-3'

R: 5'-GAGCTTGACAAAGTGGTCGT-3'

세포사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100 μM의 capsaicin을 처리할

때인 점을 생각해 보면, capsaicin에 의한 세포사멸은 p53 유전

자의 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전자 발현의 암 억제유전자 p53 의존성 검증

Capsaicin에 의한 p53 유전자의 발현 증가를 RT-PCR과 re-

al-time PCR로 확인한 결과, 100 μM capsaicin 처리에 의해서

만 p53 유전자가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capsaicin에 의한 세포사멸은 p53 유전자의 발현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capsaicin 처리에 의한

유전자의 발현이 p53 의존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은

capsaicin의 항암 활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에서 발현의 증가를 확인한 4개

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p53 유전자 null인 HCT116 세포주를

Fig. 5. Effect of p53 on gene expression by capsaicin. p53-null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100 μM capsaicin for 24

hr and then RT-PCR was performed using gene-specific

pr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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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이들 유전자 발현의 p53 의존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G-1, DDIT3, GADD45A

유전자는 p53 유전자의 존재와 관계없이 발현이 up-regu-

lation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해 PCK2 유전자의

발현은 p53이 존재해야만 up-regulation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사조절인자인 p53에 의해 PCK2 유전자

의 발현이 조절된다는 보고는 없어서, 이 두 유전자간의 조절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capsaicin에 의한

항암 활성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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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간 대장암 세포주에서 capsaicin 처리에 의한 차별적인 유전자 발현의 p53 의존성 분석

김효은․장민정․임승현․김효림․김순영․이건주․김종식*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세포주 모델에서 파이토케미칼 capsaicin에 의한 항 생장 활성과 유전체 수준에서의 유전

자 발현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처리한 capsaicin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cap-

saicin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유도하였다. DNA microarray 실험결과 100 μM capsaicin의 처리에 의해

2배 이상 증가되는 유전자 103개가 확인된 반면, 2배 이상 발현이 감소되는 유전자 153개가 확인되었다. 발현이

증가되는 유전자 중 4개(NAG-1, DDIT3, GADD45A 그리고 PCK2)를 선택하여 RT-PCR을 수행한 결과, DNA mi-

corarray 실험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100 μM capsaicin의 처리에 의해 암 억제유전자인 p53의 발현이 증가

됨을 RT-PCR과 real-time PCR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게다가, NAG-1, DDIT3 그리고 GADD45A 유전자는 p53의

존재에 관계없이 발현이 증가되는 반면, PCK2 유전자는 반드시 p53에 의해 발현이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장암 세포주에서 capsaicin에 의한 항암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