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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inarine, a benzophenanthridine alkaloid originally derived from the root of Sanguinaria cana-
densis, has been shown to possess antimicrobial, antioxidant, and anti-cancer properties. Although tu-
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 is known to induce apoptosis in cancer
cells, but not most normal cells and has shown efficacy in a phase 2 clinical trial, development of
resistance to TRAIL by tumor cells is a major roadblock. Our previous study indicated that treatment
with TRAIL in combination with subtoxic concentrations of sanguinarine sensitized TRAIL-mediated
apoptosis in TRAIL-resistant human gastric carcinoma AGS cells; however, the detailed mechanisms
are not fully understood. In this study, we show that sanguinarine sensitizes AGS cells to TRAIL-
mediated apoptosis as detected by MTT assay, agarose gel electrophoresis, chromatin condensation
and flow cytometry analysis. Combined treatment with sanguinarine and TRAIL effectively induced
expression of death receptor (DR) 5 but did not affect expression of DR4 and mitogen activated pro-
tein kinases signaling molecules. Moreover, the combined treatment with sanguinarine and TRAIL in-
creased the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however, N-acetylcysteine, ROS scavenger,
significantly recovered growth inhibition induced by the combined treatment. Taken together, our re-
sults indicate that sanguinarine can potentiate TRAIL-mediated apoptosis through up-regulation of
DR5 expression and ROS generation.

Key words : Apoptosis, death receptor 5, reactive oxygen species, sanguinarine, TRAIL (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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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포막 관통 단백질(transmembrane protein)의 일종인 tu-

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는 apoptosis의 주요 경로 중의 하나인 extrinsic path-

way 활성 매개 인자 중의 하나이다. TRAIL은 세포막에 결합

된 death receptor (DR)와 결합함으로써 세포 내 death do-

main들을 통한 apoptosis 신호를 전달한다[15, 30]. TRAIL의 

apoptosis 유도 작용은 TRAIL receptor와 caspase-8 활성 의존

적으로 일어나며, TRAIL에 의하여 활성화된 caspase-8은 cas-

pase-3 및 -7을 포함하는 effector caspase를 활성화시키는 cas-

pase cascade의 작용을 촉진한다[15, 25]. 그러나 이러한 현상

은 암세포 특이적으로 나타나며, TRAIL이 apoptosis 유도를 

통한 항암효능 증대에 대한 phase 2 clinical trial에 적용되고 

있지만, 많은 암세포들이 이미 TRAIL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

하고 있다는 점에서 TRAIL의 감수성을 탁월하게 높일 수 있

는 물질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4, 31].

Sanguinarine (13-methylbenzodi-oxolo[5,6-]-1,3-dioxolo[4,

5-I] phenanthridinium)은 전통 한의학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

어 온 혈근초(Sanguinaria canadensis) 및 현호색과(Fumaria

species) 식물의 뿌리에 존재하는 benzophenanthridine alka-

loid계열 물질의 일종으로 구조적으로 chelerythrine와 유사하

다[2, 3, 27]. Sanguinarine은 항균, 항염증, 항산화, 항암활성을 

포함한 다양한 약리적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6, 20, 23, 24, 26]. 최근 본 연구실의 결과에 의하면, sangui-

narine은 교아종(glioblastoma) 세포에서 mitogen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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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quences of the primer pairs employed in the RT-PCR reactions

Gene name Sequence of primers

DR4
Sense

Antisense
5'-CAG AAC GTC CTG GAG CCT GTA AC-3'
5'-ATG TCC ATT GCC TGA TTC TTT GTG-3'

DR5
Sense

Antisense
5'-GGG AAG AAG ATT CTC CTG AGA TGT G-3'
5'-ACA TTG TCC TCA GCC CCA GGT CG-3'

GAPDH
Sense

Antisense
5'-CGG AGT CAA CGG ATT TGG TCG TAT-3'
5'-AGC CTT CTC CAT GGT GGT GAA GAC-3'

protein kinases (MAPKs) 신호 전달 분자 중의 하나인 ex-

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와 phosphatidylino-

sitol 3'-kinase (PI3K)/Akt 경로의 차단을 통한 caspase의 활

성과 Bcl-2 family 인자들의 발현 변화를 동반하면서 apopto-

sis를 유발하였으며[11], 인체 혈구암세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12]. 또한 sanguinarine에 의한 인체 유

방암세포의 apoptosis 유발은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 의존적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통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고[7], 인체 유방암세포의 전이 억제는 치밀 결합(tight

junction)의 활성 증가와 matrix metalloproteinase 활성 증가

와 연관성이 있었다[6]. 아울러 인체 방광암과 대장암세포에서 

sanguinarine에 의한 apoptosis 유발은 early growth response

gene-1 전사활성 증대를 통한 ROS 생성 의존적이었음을 보고

한 바 있다[13, 14]. 특히 sanguinarine은 인체 위암세포에서 

TRAIL 매개 apoptosis를 촉진할 수 있음 확인한 바 있는데,

이 과정은 PI3K/Akt 경로 억제 및 caspase-3의 활성 증가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5, 7, 12, 16, 21], 이러한 

TRAIL 감수성 증대는 유방암세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21].

그러나 sanguinarine의 TARIL 감수성 증대에 대한 자세한 기

전은 여전히 많이 알려진 바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AIL 저항성이 확인된 바 있는 인

체 위선암(gastric adenocarcinoma) AGS 세포[19]를 이용하여 

sanguinarine의 TRAIL 감수성 증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sanguinarine과 TRAIL의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은 DR5의 발현 증가 및 ROS 생성 의존적임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AGS 위암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37℃, 5%

CO2 조건에서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Gaithersburg, MD, USA)과 1% penicillin-strep-

tomycin (Gibco-BRL)이 혼합된 RPMI-1640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Sanguinarine과 TRAIL의 처리 및 MTT assay

Sanguinarine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methanol을 이용하여 10 mM

농도의 stock 용액을 만들었으며, 이를 배지에 적절히 희석하

여 처리하였다. TRAIL은 KOMA Biotech Co. (Seoul, Republic

of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증류수에 희석하여 100 μg/ml

농도의 stock 용액을 만들어 처리하였다. AGS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sanguinarine과 TRAIL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3-(4,5-dimethyl-2 thiazolyl)-2,5-diphnyl-2H-tetrazolium bro-

mide (MTT, Sigma-Aldrich)가 미토콘드리아 효소에 의하여 

MTT-formazan을 형성하는 원리에 기반을 둔 MTT assay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6].

Agarose gel 전기영동에 의한 DNA fragmentation

Apoptosis 유발의 대표적인 증거인 DNA 단편화 현상의 

분석을 위하여 준비된 세포에 lysis buffer [5 mM Tris-HCl

(pH 7.5), 5 mM EDTA, 0.5% TritonX-100]를 첨가하여 상온에

서 1시간 동안 lysis 시켰다. 회수된 상층액에 proteinase K

solution (Sigma-Aldrich)을 처리한 후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 혼합 용액(25:24 :1, Sigma-Aldrich)을 첨가

하고 적정 시간 반응시켰다. 여기서 얻어진 상층액에 iso-

propanol (Sigma-Aldrich)과 5 M의 NaCl를 첨가하여 4°C에

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DNA pellet

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를 gel loading dye (Bioneer,

Daejeon, Republic of Korea)와 섞은 후 1.0% agarose gel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ethidium bromide (EtBr, Sigma-Aldrich)

로 염색하여 DNA 단편화 현상을 확인하였다[5].

DAPI 염색에 의한 핵 형태의 변화 관찰

Apoptosis가 유발되었을 경우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핵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준비된 세포를 37% form-

aldehyde 용액과 PBS를 1:9의 비율로 섞은 fixing solution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를 cytospin하여 slide glass

에 부착하고 slide glass를 PBS로 2∼3회 정도 세척하고 0.2%

의 Triton X-100 (Amresco, Solon, OH, USA)을 첨가하여 상온

에서 10분간 고정한 후 2.5 mg/ml 농도의 4',6-diamidino-2-

phenylindole (DAPI, Sigma-Aldrich) 용액을 처리하여 상온

에서 15분간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후 DAPI 용액을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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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nergistic inhibition of cell proliferation by combined

treatment of sanguinarine with TRAIL in AGS human

gastric adenocarcinoma cells. Cells were seeded at 1×10
6

cells/ml and then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

trations of sanguinarine, TRAIL, or both sanguinarine

and TRAIL for 24 hr. Cell proliferation assays were done

using MTT assay.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5 versus untreated

control).

게 세척하고 mounting solution을 처리한 후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400배의 배율로 각 농도에 따른 암세포 핵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13].

Flow cytometry에 의한 apoptosis 정량적 분석

Sanguinarine과 TRAIL의 단독 또는 복합 처리에 따른 AGS

세포의 apoptosis 유발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48시간 동안 처리된 세포들을 모은 다음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

를 이용하여 고정 및 염색을 하여 4oC,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을 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를 35-mm mesh를 이용하여 단

일세포로 분리한 후 FACSCalibur (Becton Dickinson)를 적용

시켜 형광반응에 따른 cellular DNA content 및 histogram을 

CellQuest software 및 ModiFit LT (Becton Dickinson)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sub-G1기에 해당되는 세포의 빈도를 

측정하였다[14].

RNA의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전사수준에서 DR4 및 DR5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적정 조건에서 배양된 세포들의 RNA를 RNeasy kit (Qiagen,

La Jolla, CA, USA)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AMV reverse tran-

scriptase (Amersham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DR4 및 DR5에 적절한 primer

(Table 1)를 이용한 PCR은 Mastercycler (Eppendorf, Ham-

burg, Germany)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CR 반응 산물을 

1% agarose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EtBr 염색을 실시한 후 발

현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단백질 분리 및 Western blot analysis

특정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 변화 분석을 위한 총 단백질은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thyl-

endiaminetetra acetic acid, 1% nonidet P-40, 0.1 mM sodium

orthovanadate, 2 μg/ml leupeptin 및 100 μg/ml phenyl-

methylsulfonyl fluoride가 함유된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분

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들의 농도를 측정한 후, Western blot

analysis를 위해 동량의 단백질들을 sodium dodecyl sulfate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하여 분리

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 Schuell, Keene,

NH, USA)으로 전이시켰다. 각각의 membrane을 적정 항체 

및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 용액을 이용하여 단백질들의 발

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1차 항체들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및 Calbio-

chem (Cambridge, M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2차 항체들

은 Amersham Corp.에서 구입하였다[5].

세포 내 ROS 생성량의 측정

세포 내에 축적된 ROS의 양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준

비된 세포들을 PBS로 수세 후 fluorescent probe인 2',7'-di-

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H2DCFDA, Molecular

Probes, Leiden, Netherlands) 10 μM로 20분간 염색 후 DNA

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

다. ROS 생성 억제를 위한 ROS scavenger인 N-acetylcysteine

(NAC, Sigma-Aldrich)의 처리는 sanguinarine 및 TRAIL를 처

리하기 1시간 전처리하였다[13].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Plot

(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얻었다.

결 과

Sanguinarine과 TRAIL의 단독 및 복합처리가 AGS 세

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Sanguinarine에 의한 TRAIL 감수성 증대 가능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sanguinarine과 TRAIL 단독 및 복합 처리 24시간 

후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Fig.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0.5 μM의 sanguinarine과 100 ng/ml의 TRAIL 단독 처리군에

서는 유의적인 증식억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1.0 μM의 

sanguinarine 및 200 ng/ml의 TRAIL 단독 처리군에서는 

AGS 세포의 증식이 다소 억제되었다. 그러나 sanguinarine과 

TRAIL을 복합 처리할 경우,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한 증식억제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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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Synergistic induction of apoptosis by combined treatment with sanguinarine and TRAIL in AGS cells. (A) To analyze the

DNA fragmentatio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sanguinarine, TRAIL or both sanguinarine and TRAIL for 24 hr. Fragmented

DNA was extracted and analyzed on 1.0% agarose gel containing EtBr. (B) The apoptotic bodies were examined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x400) by DAPI staining. (C) The apoptotic sub-G 1 cell population was analyzed by a flow cytometer.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A

     B

Fig. 3. Induction of DR5 expression by combined treatment with

sanguinarine and TRAIL in AGS cells. (A) After treat-

ment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sanguinarine,

TRAIL or both sanguinarine and TRAIL for 24 hr, total

RNAs were isolated and reverse-transcribed. The result-

ing cDNAs were then subjected to PCR with indicated

primers and the reaction products were separated in

1.0%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B) The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equal amounts of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olyacrylamide gels,

transferred, and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and actin were used as internal controls for the RT-PCR

and Western blot assays, respectively.

Sanguinarine과 TRAIL의 복합처리에 의한 AGS 세포의

apoptosis 유발

이상에서 관찰된 sanguinarine과 TRAIL의 복합처리에 따

른 세포증식 억제 상승효과가 apoptosis 유발과 연관성이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poptosis가 유발된 세포에서 관찰되

는 몇 가지 apoptosis marker를 조사하였다. 먼저 agarose gel

전기영동에 의한 DNA fragmentation 생성 여부의 결과에서,

1.0 μM의 sanguinarine 및 200 ng/ml의 TRAIL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복합처리군에서 DNA fragmentation 현상이 더욱 증

가되었으며, DAPI staining에 의한 염색질 응축 현상도 복합

처리군에서 현저히 증가되었다(Fig. 2A & B). 이들 결과는 

sanguinarine과 TRAIL의 복합처리에 단독 처리군보다 apop-

tosis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apoptosis 유발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flow

cytometry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 μM의 sanguinarine 및 200

ng/ml의 TRAIL 단독 처리군에서 apoptosis가 유발된 세포의 

빈도를 의미하는 sub-G1기 세포의 빈도가 각각 7.19% 및 

5.35%였음에 비하여, 복합 처리군에서는 40.14%로 나타났다.

Sanguinarine과 TRAIL의 복합처리에 의한 DR5 발현의 증가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발 신호의 개시는 일반적으로 

extrinsic pathway를 경유하며, TRAIL은 다양한 DR 중에서 

DR4 또는 DR5와의 결합을 통하여 apoptosis 신호를 촉진한다

[15, 25]. 따라서 sanguinarine과 TRAIL의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 신호에 미치는 DR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sangui-

narine 및 TRAIL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복합처리군에서 DR5

의 발현이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모두 증가하였다(Fig. 3).

그러나 DR4의 발현은 sanguinarine 및 TRAIL의 단독 처리군

과 복합처리군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MAPKs 신호 전달계에 미치는 sanguinarine 및 TRAIL

복합처리의 영향

최근 apoptosis 유발에 다양한 세포 내 신호계의 활성 변화

가 동반됨이 보고되어 있다. 교아종 세포를 이용한 본 연구실

의 선행 연구에서 sanguinarine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ERK

가 관여하고 있었음을 관찰되었기에[11], AGS 세포에서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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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sanguinarine and TRAIL on the phosphor-

ylation of MAPKs in AGS cells. After treatment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sanguinarine, TRAIL or

sanguinarine and TRAIL for 24 hr, the cell lysates were

prepared. Equal amounts of total cell lysates were sub-

jected to SDS-polyacrylamide gels, transferred, and then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for the Western blot analysis.

A

B

Fig. 5. Effects of ROS scavenger on the generation of ROS and

cell viability in sanguinarine and TRAIL-treated AGS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sanguinarine and

TRAIL for 24 hr after 1-h pre-treatment with NAC (10

mM), a ROS scavenger. (A) The medium was discarded

and cells were incubated at 37°C in the dark for 20 min

with new culture medium containing 10 μM H2DCFDA

and then used to evaluate ROS generation by flow

cytometry.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of two in-

dependent experiments. (B) Cell proliferation assays

were done using MTT assay.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

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5

versus untreated control).

guinarine과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에 MAPKs 신

호전달계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Fig. 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anguinarine 및 TRAIL의 단독 처리군과 복합처리

군에서 ERK 뿐만 아니라, JNK 및 p38 MAPK 인산화의 특별

한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물론 이들 신호계

의 제어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지만, sanguinarine과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MAPKs의 관련성

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Sanguinarine 및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

발에서 ROS의 역할

다음은 유방암세포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sanguinarine

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ROS의 생성이 필수적으로 동반된

다는 보고[7, 13, 14, 16, 21, 24]를 바탕으로, sanguinarine과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AGS 세포의 apoptosis 유발에서도 

ROS 생성이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Fig. 5A에 

나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anguinarine과 TRAIL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복합처리군에서 ROS의 생성이 매우 증가되

었지만, ROS scavenger인 NAC 전처리에 의하여 ROS의 생성

이 현저하게 차단되었다. 따라서 NAC 전처리에 의한 AGS

세포의 증식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NAC 처리에 의한 

ROS의 생성 차단으로 sanguinarine과 TRAIL 복합처리에 의

한 증식 억제가 유의적으로 회복되어(Fig. 5B) 두 화합물의 복

합 처리에 의한 증식억제에 ROS 생성이 필수적으로 관여함을 

보여주었다.

고 찰

특정 항암제의 항암활성 측면에서 apoptosis 유도는 암세포

의 증식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Sanguinarine이 암세포에서 apoptosis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

구는 인체 상피성 세포암(epidermoid carcinoma)에서 처음 보

고[1]된 후 다양한 암세포에서도 apoptosis를 유발할 수 있음

이 밝혀지고 있다[3, 7, 11, 12-14, 16, 20, 21, 24]. 이러한 sangui-

narine의 항암활성은 세포주기 arrest 비의존적으로 암세포에

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최근 많은 연구 그룹에 의하여 다양한 암세포에서 TRAIL이 

apoptosis를 유도함이 알려진 바 있다[15, 25, 30]. TRAIL에 

의한 caspase의 활성을 통한 apoptosis 유도는 암세포의 종류

에 따라 다르지만, caspase-3과 같은 effector caspase의 활성을 

직접 촉진하는 미토콘드리아 비의존성인 경로와, caspase-9 활

성을 촉진시키는 미토콘드리아 의존성인 경로로 대별된다[10,

17, 22, 25]. TRAIL은 정상세포에서는 apoptosis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암세포 사멸을 위한 항암활성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AGS 위암세포를 포함한 많은 암세포는 

이미 TRAIL 저항성이 획득되어 있어[5, 19, 29], 암세포 증식 

제어를 위한 활용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TRAIL 저항성 암세포에서 TRAI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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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 그 중 

한 방법이 항암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TRAIL과의 복합 처리함

으로서 TRAIL 감수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항암

활성이 낮은 조건에서 TRAIL과의 복합 처리로 감수성을 높인

다는 점이다[8, 9, 17, 18, 21, 28]. 이는 TRAIL 저항성을 가지는 

세포 특이적으로 apoptosis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한 방법으로 TRAIL 감수성을 높이는 후보 물질 발굴은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sanguinarine은 TRAIL 저항성

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 항암물질임이 본 연구실을 포함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고된 바 있다[5, 16, 21].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sanguinarine은 TRAIL과

의 복합처리에 의하여 AGS 세포에서 apoptosis가 미토콘드리

아 활성 의존적 경로를 통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고[7],

유방암세포에서는 ROS의 생성과 anti-apoptotic Bcl-2 및 

c-FLIP 발현 저하를 통하여 apoptosis를 유발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러나 sanguinarine과 TRAIL의 혼합 처리

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여전히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AGS 위암세포에서 san-

guinarine과 TRAIL 복합처리에 따른 apoptosis 감수성의 증

대에 미치는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sanguinarine과 TRAIL 혼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 기전은 ROS의 생성(Fig. 5)과 DR5의 발현 증대(Fig. 3)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ROS의 생성은 NAC의 처리에 의하여 

완벽하게 차단되었으며(Fig. 5), AGS 위암세포의 유의적인 증

식억제 회복 효과가 관찰되어 sanguinarine의 apoptosis 유발

에서 superoxide radical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다[7, 13, 14, 16, 21, 24]. Sangui-

narine과 TRAIL의 혼합 처리에 의한 DR5의 발현 증가는, DR5

가 caspase-8의 활성을 통하여 extrinsic pathway를 활성화시

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sanguinarine은 TRAIL과의 

복합처리에 의한 AGS 세포의 apoptosis 유발에는 Bcl-2 fam-

ily 단백질들의 변화와 Bid의 truncation이 증가되었다는 점[5]

은 TRAIL에 의한 extrinsic pathway의 활성이 촉진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DR5를 매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비록 MAPKs 경로의 관련성과 연관되어서는 추

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TRAIL

저항성을 지니는 암세포의 증식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sanguinarine의 활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주

는 결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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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GS 인체 위암세포에서 DR5의 발현 및 ROS 생성의 증가를 통한 sanguinarine과 TRAIL

혼합처리의 apoptosis 유도 활성 촉진

이택주1․임용균1․최우영2․최성현3․황원덕1*․최영현4*

(
1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구조의학부,
3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시스템관리과,
4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화학교실, 항노화연구소 및 블루바이오소재개발센터)

혈근초(Sanguinaria canadensis) 뿌리에서 유래된 benzophenanthridine alkaloid의 일종인 sanguinarine은 항균,

항산화 및 항암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TRAIL이 암세포에서는 apopto-

sis를 유도하지만 정상세포에서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큰 장점으로 제 2 임상 단계에서 유의적인 성과

를 이루었지만, TRAIL 저항성을 극복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남아있다. 본 연구실에서는TRAIL이 세포독성을 나타

내지 않는 범위의 sanguinarine과 혼합처리에 의하여 TRAIL 저항성 AGS 위암세포에서 apoptosis를 유발하였음

을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sanguinarine의 TRAIL 저항성 관련 극복에 대한 추가적인 기전 연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sanguinarine과 TRAIL의 혼합처리는 각각의 단독 처리에 비하여 AGS 세포의 

증식억제 및 apoptosis 유도의 상승 효과가 있었으며, 이를 MTT assay, agarode gel 전기영동, 염색질 응축 현상 

및 flow cytometry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sanguinarine과 TRAIL의 혼합처리는 DR5의 발현을 증가시켰

으며, ROS의 생성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동일 조건에서 MAPKs 신호 전달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ROS 생성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였을 경우, sanguinarine과 TRAIL의 혼합처리에 의한 생존도 저하가 유의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anguinarine과 TRAIL이 DR5의 발현 증가와 ROS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서 apopto-

sis 신호를 활성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TRAIL 저항성 극복을 위한 sanguinarine 활용의 유용성을 보여주

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