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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note

AGS 세포주에서 트랜스 신남알데하이드의 세포 사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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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ans-Cinnamaldehyde (TCA), as one of the active ingredients in cinnamon, has been reported to

have antiviral,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effects as well as anti-cancer effects in several cancer cell lines. However,

reports of TCA in gastric cancer are rare, and its mechanism is unclea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prolif-

erative effect of TCA and its mechanism in gastric cancer AGS cells. TCA dose-dependently inhibited the cell viabil-

ity of AGS cells. Our results suggested that TCA induces apoptosis through changes in cell morphology. To elucidate

its mechanism, we investigated the expression level of apoptosis-related proteins. TCA induced the expression of p53

and Bax proteins, and then increased the cleaved caspase 9 and cleaved PARP.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CA trig-

gers apoptosis via p53 pathway in AGS cells. Our results suggested that TCA might be a new anticancer drug candi-

date for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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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위암의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발생률 및

사망률이 높은 암종이다1). 2018년 보고에 따르면, 위암은

세계에서 5번째로 빈번하게 발병하는 암이며, 주요 암 사

망 원인으로 3위에 해당하였다2). 따라서, 위암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항암요법으

로는 수술,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등이 개발되었으나3), 각

각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특히, 화학적 약

물 치료는 구토발생, 구내염, 시각변화, 메스꺼움, 피부 반

응 및 변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환자의 삶

의 질을 낮추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4). 따라서, 부작용을

경감시키면서 항암작용을 갖는 천연유래 물질에 대한 평

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랜스 신남알데하이드(trans-cinnamaldehyde, TCA) (Fig.

1)는 계피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

동안 요리 및 산업에서 천연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다. TCA

는 계피 특유의 향을 나타내는 물질로, 계피 잎에서 1-5%,

껍질에서 65-80%를 차지하고 있다. TCA의 생리활성으로

는 항바이러스, 항균 및 항진균 작용있으며5,6) 항균작용으로

위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Helicobacter pylori에 대한 항

균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되어있다7). 또한, 항산화 작용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TCA는 유방암 MDA-MB-

231 세포에서 항산화 작용5), 간암 세포주에서 JAK2-STAT3/

STAT5신호전달8), 비소세포폐암 세포주에서 Wnt/β-catenin

경로 조절9), 대장암 세포주에서 PI3K/Akt 신호전달10)을 통

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Milani 등11)의

연구에서 TCA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의 병용처치가 세포생존율을 감소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TCA가 위암 AGS 세포주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 작용

을 평가하고, 그 작용 기전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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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세포 배양

인간 위암 AGS세포주(KCLB No. 21739)는 한국세포주

은행에서 분양받았다. AGS세포주는 RPMI-1640배지

(GenDEPOT, Katy, TX, USA)에 10% FBS (GenDEPOT),

1% penicillin-streptomycin (GenDEPOT)을 첨가한 혼합 배

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MTT assay

96-well plate의 각 well에 5 × 103-1 × 104 개의 AGS세포

를 접종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단계 희석한 TCA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24 및 48 시간 동

안 세포에 처리한 후, MTT 시약(Sigma-Aldrich) 10 µL를

첨가하고 37oC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지는 버리

고 DMSO (Sigma-Aldrich) 100 µL를 첨가하여 차광한 상

태로 37oC에서 30 분간 처리하였다.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TECAN, Zurich, Switzerland)를 이용

하여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생존율을 다

음과 같이 계산하였다12). 

Cell morphology

AGS세포에 100 μM TCA를 처리 또는 용매만 처리(대

조군)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PBS (Gibco, Grand

Island, NY, USA)로 치환하고 바로 세포 형태의 변화를

현미경(Nikon ECLIPSE TS 100, Nikon Corporation,

Tokyo,  Japan) 40배율로 관찰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AGS세포를 TCA (100 µM)로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

양한 후, protease inhibitor (GenDEPOT)와 phosphatase

inhibitor (Roche, Basel, Switzerland)를 넣은 RIPA 완충액

(GenDEPOT) 처리하여 4oC에서 15 분 동안 반응시킨 후

cell scraper (SPL life science, Pocheon, Korea)를 사용하

여 용해된 세포를 모았다. 용해된 세포는 4oC 원심분리기

(Labogene 1730R, Seoul, Korea)에서 14,000 rpm, 15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했다. 총 단백질은 BCA

assay kit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을 이용

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10-12% SDS-PAGE로 단백질을

분리하고, semi-dry electro blotter (Peqlab, Erlangen,

Germany)를 이용하여 PVDF membrane (Millipore,

Burlington, MA, USA)에 옮긴 후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5% blotting-grade blocker (Bio-Rad, Hercules, CA, USA)

로 blocking하였다. 검출하고자 하는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1차 항체와 함께 4oC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1차

항체는 항 p53항체(Millipore), 항 caspase 9 항체(Cell

Signaling Technology, Boston, MA, USA) 및 항 PARP 항

체(Cell Signaling Technology)은 1:1000, 항 Bax 항체(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는 1:2000, 항 β-actin 항

체(Sigma-Aldrich)는 1:50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다음

날, 실온에서 3 시간 동안 2차 항체와 함께 배양하였다. 2

차 항체는 Anti-mouse IgG (H+L)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와 Anti-rabbit IgG (H+L)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 (Bio-Rad)을 각각 1:30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였다. 이후, chemiluminescent 용액으로 반응시켜

FluorChem E (Proteinsimple, San Jose, CA, USA)으로 확

인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고, 통계적 유의

성은 GraphPad Prism v7.0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및 Tukey’s post host test) 및 Student t-test를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TCA에 의한 위암 세포의 생존 억제 

AGS 세포주는 위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위

선암(gastric adenocarcinoma) 세포주이며, 항암치료를 받

은 적이 없는 환자로부터 분리된 세포주이다13). 따라서, 항

암효능 평가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세포주이다. 본 연구에

서는 AGS세포주에서 MTT assay를 통해 TCA의 항암효

과를 평가하였다. TCA를 AGS세포주에 24 시간 및 48 시

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의 생존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

도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율이 감소하였다(Fig. 2). TCA

처리 48시간에서 IC50은 92.69 μM이었다. 또한, 25 µM

TCA부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농도로 갈수록

시간에 따라 세포 생존 억제능의 차이가 커졌다. 이와 같

은 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유방암 세포주, 간암 세포

Cell viability

(%)
=

(TCA를 처리한 세포의 흡광도 - blank)
×100

(대조군 세포의 흡광도 - blank)

Fig. 1. Chemical structure of trans-cinna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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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소세포폐암 세포주, 대장암 세포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5,8-10). 아직까지 TCA가 위암세포주

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

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GS 세포에서 TCA처리에 의한 세포사멸 유도

TCA에 의해 세포 생존율 감소가 세포사멸에 의한 것인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0 μM의 TCA를 24 시간 처리한

조건에서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TCA에 의한 AGS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TCA를 처리한 세포

에서는 대조군 세포에 비하여 수적으로 감소되었을 뿐 아

니라 정상세포의 모습과는 다르게 수축되어 있으며 수포

처럼 보이는 세포들이 관찰되었다(Fig. 3A). 이는 전형적

인 세포사멸의 형태학적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14,15).

이에 대한 분자학적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사

멸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내재적 세

포사멸 경로에서 작용하는 단백질인 p53, Bax, caspase 9

및 PARP의 발현 변화를 조사한 결과(Fig. 3B), TCA에 의

하여 p53의 발현양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단백질 p53

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세포주기, DNA 복구, 복제 노화

및 세포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6,17),

세포사멸 과정에 있어서 Bax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6,18). 본 연구 결과에서도 p53과 마찬가지로 Bax

의 발현이 TCA에 의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성

화된 Bax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비된 cytochrome c에 의

하여 caspase 9을 활성화시키고, PARP도 활성화시킴으로

써19), 활성화된 이들 분자가 세포사멸을 초래한다고 알려

져 있다20). TCA를 처리한 세포에서도 caspase 9과 PARP

의 활성형인 cleaved caspase 9및 cleaved PARP의 밴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세포사멸이 유도되었음을 보여준다.

AGS 세포주에서 신남알데히드(cinnamaldehyde)가 NF-

κB활성 억제를 통해 H.pylori에 의한 염증을 저해한다21)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로부터 AGS 세포주에서

TCA의 항암작용이 있음을 새로이 확인하였다. 또한, TCA

Fig. 2. TCA inhibits cell viability in AGS cells.

TCA was treated in AGS cells for 24 h or 48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showed as the mean ± SD (n=8). *P < 0.05; **P < 0.001

(one-way ANOVA).

Fig. 3. TCA induced apoptosis via p53 pathway.

TCA (100 µM) was treated in AGS cells for 24 h. (A) Morphol-

ogy of AGS cells treated by TCA. The cells were observed using

microscopy (× 40). (B) Induction of apoptosis-related protein

expression by TCA. Protein expression levels were detected using

western blot analysis. Protein expression levels (Expression of

proteins, x axes) were calculated to the ratio of target protein to β-

actin using ImageJ software (three repeats). Data presented as the

mean ± SD. *P < 0.01 (Student t-test).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poptosis by TCA in AGS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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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암작용은 p53 경로를 통한 세포사멸을 유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Fig. 4). 기존에 보고된 타 암종

뿐 만 아니라 위암세포에서도 TCA가 항암효과를 보였기

에, 천연 유래 항암물질로서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AGS 세포주 이외의 위암세포주에서의

실험 및 in vivo 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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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트랜스 신남알데하이드(TCA)는 계피의 활성성분 중 하

나로 알려져 있으며, 항바이러스, 항균, 항진균 뿐 아니라

일부 암세포주에서 항암 작용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위암세포주에서의 보고는 미비하며 그 작용기전

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 AGS

세포주에 대한 증식 억제작용 및 그 기전을 살펴보았다.

TCA는 농도의존적으로 AGS 세포의 생존율을 억제하였다.

AGS 세포 형태로 보아 TCA에 의한 세포사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사멸 관련 단

백질의 발현양을 조사한 결과, TCA는 p53과 Bax의 단백

질 발현을 증가시켰다. 또한, 분절된 caspase 9 및 PARP

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부터 TCA가 AGS 세포주의 세

포사멸을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TCA가 위암에 대한 항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

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항암제 후보물질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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