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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veratrol Upregulates p21, Cell Cycle Regulator, in Gaucher Diseas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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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cher disease (GD) is caused by glucocerebrosidase functional deficiency and the most prevalent
lysosomal storage disorder (LSD), with an incidence of about 1 in 20,000 new births. Resveratrol, one
kind of phytoalexin, is a produced naturally by several plants and has anti-tumor, anti-aging, anti-in-
flammatory and neuro-protective effects. In this paper we provide the cellular protective effect of re-
sveratrol in both type I and type II Gaucher disease cells. Resveratrol treatmen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p21 and p53 mRNA expression level, however expression level of the p21
protein, a cell cycle arrest factor, shows significant increment in both types of Gaucher disease cells.
These cell cycle arrest patterns were confirmed by both MTT assay measurement and microscopy
detection. In comparison, expression level of poly ADP ribose polymerase (PARP), an apoptosis in-
dicator protei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type I and II Gaucher disease cells after treatment with
resveratrol. This result indicates that resveratrol relievescellular apoptotic stress from type I and II Gaucher
disease cells. Therefore, we demonstrate that resveratrol inhibits cell proliferation via p21 activity and acti-
vates cellular repair systems for Gaucher disease cells. Our results provide at least one of the molecular
mechanisms of Gaucher disease and may allow the verification of potential drug targets for therapeutic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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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셔병(gaucher disease, GD)은 세포 내 리소좀에 글루코세

레브로시데이즈 (glucocerebrosidase, GCase)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효소의 기능상실로 발생되는 질환

으로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glucocerebroside)가 비장, 간, 폐,

골수에 많이 저장되며 뇌에서의 축적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간과 비장이 커지고, 피로증상을 동반한 빈혈이 관찰되며, 혈

소판 감소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일반적인 병증과 더불어

과도한 지질 축적으로 인해 뇌세포 손상이 초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는 약 60 kDa의 크기를 지닌 효소

로서 세포내에 존재하는 당지질 물질 중 글루코세레브로사이

드의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β-glycosidic bond)을 가수분해하

여 포도당(glucose)을 분리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효소

의 기능상실로 인해 세포내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를 분해할

수 없게 되고, 분해되지 못한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는 세포

내의 리소좀에 축적 되어 고셔병이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데, 고셔병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전체

고셔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I 형으로, 이는 만성적으로 심

각한 합병증이 동반되며, 혈액응고를 담당하는 세포가 감소되

어 내피세포의 출혈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적혈구 수치 또한

감소되어 만성피로 및 빈혈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간과 비장의 이상비대 현상이 나타나며 경색증,

골격이상, 그리고 폐와 신장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로 II 형은 급성 신경병증형(acute neuropathic form)이라

불리는데, 병증의 진행속도가 빠르며, 생후 1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어 신경계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데, 주로 유아기

및 신생아 시기의 뇌에 글루코세레보르사이드 축적으로 인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특징적으로 수반된다. 생후 6개월 이내에

비장의 비대가 발생되고, 수족 경화증상이 발생하며, 성장이

지연되고, 대부분 3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로 아급성 신경병증형(subacute neuropathic form)으

로 불리는 III 형은 인종에 따른 발병빈도의 특이점은 없으며

대략 50,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한다. 신경계 증상은 II 형

보다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고, 증상의 발현 시기는 매우 다양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난다. 신경학적

합병증으로는 정신지체, 운동능력상실, 간대성 근경련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하기도 한다. II 형과

III 형 모두 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간질과 발작을 일으키

는 특징을 나타낸다[4,7,9].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trans-3,5,4'-Trihydroxystilbene)

은 많은 식물이 곰팡이, 박테리아 감염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생성하는 파이토알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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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alexin)계열의 폴리페놀 물질로서 지방 과산화 억제 및

자유 라디칼 소거 기능과 같은 항산화 작용, cyclooxygenase

저해 등의 항염증 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및 암 예방 효능,

혈소판 응집억제, 심혈관계질환 방지, 신경보호작용 및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포도 껍질,

블루베리, 땅콩 등에서 발견된다. 레스베라트롤은 cis- 구조와

trans- 구조로 분류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레스베라트롤의

경우 trans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3,5]. 기존의 연구를 통해 레

스베라트롤이 지닌 항산화 및 혈소판 응집억제 효과가 보고되

었고, 손상을 받은 세포에 레스베라트롤 투여시 세포주기(cell

cycle)억제를 통한 세포 복구기작이 수행된다는 사실이 보고

된 바 있다[6]. p21은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cyclin- 의존성 키

나아제를 억제하는 단백질로 주로 p53의 활성에 의해서 유도

되지만, p53 독립적인 활성경로도 보고되고 있으며, DNA 손

상시 세포주기의 G1기에서 S 기로 가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세포분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일부 리소좀저장병(lysosomal storage disease, LSD)에서

산화스트레스 및 신경계 침범 현상이 보고되었으며[12] 적절

한 폴리페놀계 물질의 투여가 병증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고셔병에서 레스베라트롤을 통

한 병증완화 효과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작이 명확히 밝혀지

지 않은 바, 레스베라트롤이 지닌 세포주기 억제를 통한 세포

복구 효과 및 이를 통한 세포사멸 억제 기작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형 I, II 고셔병 환자의 세포

를 통하여 레스베라트롤의 세포보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Cell culture

유형 I과 유형 II 고셔병 환자의 fibroblast (Coriell,

Camden, NJ, USA, Gaucher type I: GM#10915, Gaucher type

II: GM#08760) 세포를 20% Fetal bovine serum (Thermo

Scientific, South Logan, UT, USA)와 1% pen-

icillin-streptomycin solution (Thermo Scientific) 및 1% so-

dium pyruvate, 100 mM (Thermo Scientific)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Thermo

Scientific)를 사용하여 37
o
C 95% air 및 5% CO2 incubator

(Thermo Scientific) 내에서 배양하였다.

Chemical treatment

Resveratrol (Sigma, Saint Louis, MO, USA)을 dimethly

sulfoxide (Sigma, Saint Louis, MO, USA)에 10 mM 되게 용해

시킨 뒤, serial dilution을 통해 1 mM 과 0.1 mM로 만든 후에

이를 각각 100 mm dish에 최종 농도가 10 uM, 1 uM, 0.1 uM

이 되도록 사용하였으며, 24시간과 48시간의 간격으로 세포를

노출 시킨 후 사용하였다.

MTT assay

Trypan blue (Invitrogen, Carlsbad, CA, USA) 를 이용해

cell counting 을 수행하여 세포의 생장율을 측정한 뒤,

96-well plate에 1×10
4
이 되도록 세포를 분주한다. 각 well당

최종 100 ul가 되게 세포 배양액을 첨가하고 CO2 incubation

에서 24시간 배양시킨 뒤 다양한 농도의 레스베라트롤 용액

을 각 well에 첨가한다. 이후 24시간과 48시간 동안 37oC

CO2 incubator에서 반응시킨다. EZ-cytox MTT assay kit

(Daeillab service, Seoul, Korea)을 10 μl를 각 well에 분주한

뒤, 2시간 정도 37
o
C CO2 incubation에서 반응시킨 뒤,

420~480 nm 사이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얻어진 결과는

densitometry 분석을 통해 양적 차이를 검증 하였다. 각각 3

회의 반복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통하여

실시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

다고 판단하였다.

RNA isolation 및 quantitative RT-PCR 분석

유형 I 과 II 각각의 Gaucher disease fibroblast 세포를 배양

한 후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여

RNA를 분리하였고, 이 중 100 ng의 RNA를 역전사효소로

cDNA 전환하여 quantitative RT-PCR의 주형으로 사용하였

다. Quantitative RT-PCR을 위해 Accupower PCR PreMix

(BIONEER, Daejeon, Korea)와 p53 primer와 p21 primer를

각각 주형과 함께 혼합하고 PCR을 통해 mRNA의 양적 변화

를 확인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densitometry 분석을 통해 양적

차이를 검증 하였다. 각각 3회의 반복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통하여 실시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Primer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p53-forward : TAA CAG TTC CTG CAT GGG

CG. p53-reverse: GAC CCT TTT TGG ACT TCA GG.

p21-forward : GAT GTC CGT CAG AAC CCA TG. P21-re-

verse: AGA AGA TCA GCC GGC GTT TG.

Western blot 분석

유형 I 과 II 고셔병 환자 fibroblast 세포에서 용해액을 추출

하기 위해 RIPA buffer를 사용하여 세포를 용해 하였고, 각

단계별로 protease-inhibitor cocktail (Sigma, Saint Louis,

MO, USA)을 섞어 세포의 용해액을 추출하였다. 각 시료별로

30 μg의 단백질을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

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Bio-Rad,

Hercules, CA, USA) 실시하였고, 전기영동을 통해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 (Bio-Rad, Hercules,

CA, USA)에 단백질을 이동시켜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단백질을 보유한 membrane은 5% skim milk (Bi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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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cules, CA, USA)를 통해 blocking 시킨 후 p21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PARP (Abcam,

Cambridge, MA, USA), 그리고 β-actin (Sigma, Saint Louis,

MO, USA) 1차 항체를 처리하였고, anti-rabbit 및 anti-mouse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2차 항체

를 사용하였으며, Supersignal West Pico Luminal / enhancer

solution (Pierce, Rockford, IL, USA)을 통해 단백질 밴드를

확인하였다. 모든 western blot 결과는 3회의 반복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고, 얻어진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

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통하여 실시

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증감양상 관찰

세포배양용 cell culture dish에 유형 I 과 II 고셔병 환자

fibroblast 세포를 넣고 CO2 incubation에서 24시간 배양시킨

뒤, 0.1 uM, 10 uM 농도의 레스베라트롤 용액을 각 plate에

첨가한다. 이후 24시간과 48시간 동안 37oC CO2 incubator에

서 배양한 뒤 Olympus CKX41현미경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세포를 촬영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셔병은 세포내의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 결핍으로 인

하여 리소좀 내의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가 분해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 축적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4]. 그 동안의 연구

를 통해 다수의 리소좀저장병들이 산화 스트레스 및 신경퇴행

성 질환이 동반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11,12], 리소좀저장병

중 하나인 고셔병의 경우도 유형 별로 산화 스트레스 및 신경

퇴행이 유발 된다고 보고 되어 있다[10]. 레스베라트롤은 항산

화 효과 및 신경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불어 최근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6] 항암제 또는 기타 다양한 질병에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리소좀저장병에서 레스베라트롤의 활용도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 고

셔병에서 레스베라트롤을 처리 시 세포내의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의 발현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형 I과 유형 II형의

고셔병 환자 fibroblast 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각각 0.1 uM,

1 uM, 10 uM 이 되도록 처리 하였으며, 24시간 48시간 단위로

세포주기조절자의 변화양상에 대해 알아 보았고 또한 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Quantitative RT-PCR을 이용한 p21과 p53의 발현 수

준 확인 및 세포주기 조절자인 p21의 단백질 및 PARP 발현

양상 확인

많은 연구를 통해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에 대한 다양

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중 특히 p21은 DNA 손상 시

세포주기의 G1기에서 S기로 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세포 분

화의 억제 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세포를 복구하는 기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1]. 고셔병에 있어

레스베라트롤이 이 같은 p21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

기 위해 고셔병의 fibroblast 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0.1 uM,

1 uM, 10 uM 처리하여 24시간, 48시간 경과 후 세포의 세포주

기 조절자인 p21과 p21의 상위 조절자인 p53의 발현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유형 I, II 고셔병 세포의 p53의 mRNA

발현양상을 확인한 결과 p53의 발현 양상은 레스베라트롤의

농도증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형 I, II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또한 p21의 결과 p53과 동일하게 레스베라트

롤의 농도증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형 I, II 고셔병 세포에

서 mRNA 발현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 이는 레스

베라트롤이 고셔병 세포에서 p53과 p21의 유전자상 발현양상

의 변화를 초래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통해 다수의 단백질들에서 mRNA의 발현양상이 단백

질의 발현양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이 보고된 바[8], 세포

주기의 직접적인 조절자로 알려진 p21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형 I, II 고셔병

세포에서 p21이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백

질 발현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A). 이를 통해 이전에 carcinoma 세포를 통해 연구된 레스베

라트롤과 p21의 상관관계가 고셔병에서도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1]. 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p21이 증가는 세포 생

Fig. 1. Expression levels of p53 mRNA in the Gaucher disease

patient’s fibroblast cells. (A) Gaucher type I patient’s

(GD I). (B) Gaucher type II patient’s (GD II). White bar:

24 hr after treated. Gray bar: 48 hr after treated. In the

fold change, the untreated samples are marked as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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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ression levels of p21 mRNA in the Gaucher disease
patient’s fibroblast cells. (A) Gaucher type I patient’s (GD
I). (B) Gaucher type II patient’s (GD II). White bar: 24
hr after treated. Gray bar: 48 hr after treated. In the fold
change, the untreated samples are marked as value 1.

Fig. 3. Western blot analysis of p21 and PARP in the Gaucher
disease patient’s fibroblast cells with resveratrol
treatment. (A) Expression level of p21 by Gaucher pa-
tient’s. (B) Expression of PARP by Gaucher patient’s. GD
I: Gaucher disease type I, GD II: Gaucher disease type
II. The fold change in the ratio of both p21/β-actin and
PARP/β-actin are shown as graphically by densitometric
analysis on the below of images, *p<0.05.

A

B

Fig. 4. MTT assay of resveratrol treatment in the Gaucher pa-

tient’s cells. White bar: 24 hr after treated. Gray bar: 48

hr after treated. In the fold change, the untreated samples

are marked as value 1. GD I: Gaucher disease type I,

GD II: Gaucher disease type II.

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사멸의

최종단계에 발생되는 poly ADP ribose polymerase (PARP)

을 확인해 보았다. 고셔병 세포 유형 I, II 의 경우 레스베라트

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ARP의 양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B). 그러나 세포 생장정도를 확인 하기 위하

여 MTT assay를 통해 세포의 증식률을 확인한 결과 레스베라

트롤의 투여가 세포의 증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4). 위상차 현미경을 통한 세포관찰 실험에서

도 레스베라트롤의 투여에 따른 세포 증감의 차이가 크게 발

생하지 않음이 관찰되어 레스베라트롤의 세포주기 억제효과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이는 리소좀 내에 과도한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의 축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

던 고셔병 세포가 레스베라트롤의 투여를 통해 p21을 통한

세포주기 억제 단계를 활성화 시키게 되고, 고셔병 세포는 증

식 보다는 복구기전이 활성화 되면서 세포의 손상을 치유하

고, 이로 인해 세포사멸의 표지인자 단백질인 PARP가 감소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폴리페놀계 천연물인 레스베라트롤이

고셔병에서 세포 손상을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세포사멸을 억

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경구투여가

가능한 레스베라트롤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치료제 후보물

질로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고셔병에서 레스베라트롤의 세포 치유 효과에 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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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micrographs (×200) of Gaucher patient cells after

treated with resveratrol. GD I: Gaucher disease type I,

GD II: Gaucher disease type II.

작동기전이 발굴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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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Gaucher병에서 resveratrol의 세포주기 조절자 p21을 통한 세포보호 효과 연구

김동현
1
․허태회

2
․김준범

3
․김성조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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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3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고셔병은 세포내의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의 결핍으로 인하여 리소좀 내의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가 분해되

지 못하고 축적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형의 종류에 따라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항산화 효과 및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을 고셔병 환자의 fibroblast 세포에 투여하여 세포 생존율 변화 여부 및 세포주기 조절에

관하여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셔병 세포의 p21의 mRNA 발현 수준과 단백질 발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 mRNA 상의 정량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단백질 발현수준은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포사멸의 표지 인자 단백질로 알려진 PARP의 변화양상을 확인한 결과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폴리페놀계 천연물인 레스베

라트롤이 고셔병에서 세포 손상을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질환에서 병증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