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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PPCCC111222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gggllluuutttaaattthhhiiiooonnneeerrreeeddduuuccctttaaassseee억억억제제제제제제로로로서서서
cccaaarrrmmmuuussstttiiinnneee의의의 세세세포포포사사사 유유유발발발기기기전전전

Carmustine은 DNA 가닥의 교차결합을 형성시켜 세포에 영향을 주는 알킬화
제제 항암제로 사용되는 약물의 일종으로서 glutathionereductase(GR)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GR은 세포내에서 산화형의 glutathione
(GSSG)을 환원형의 glutathione(GSH)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로서 활성산소종과
외부 독성물질 등의 작용을 막는데 영향을 미치고,세포내 산화-환원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carmustine에 의해 GR활성이 감소하면 세포내 GSH
양을 줄어들게 하여 세포가 독성 물질에 더 민감해진다.
본 연구는 분화된 PC12세포에서 GR에 대한 carmustine의 영향과 그에 따른 세
포내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carmustine이 농도 및 시간에 비례하여 PC12세포사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또한 carmustine을 처리한 경우에 GR활성을 억제시켜 그에 따른 결
과로 세포내 GSH 수준이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세포내 GSH
수준의 감소로 인하여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축적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M-H2-DCFDA를 세포내 축적시키고 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다. Carmustine
을 처리한 30분부터 활성산소종이 증가되어 1시간 후에 최대에 도달한 후 유지되
었으며,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N-acetyl-L-cysteine(NAC)과 trolox와 세포내 단
백을 환원시키는 DTT를 전처리 한 경우 carmustine에 의한 세포사가 억제되었
다.이는 활성산소종이 carmustine으로 인한 세포사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된다.Carmustine의 세포사 기전으로 caspase-3와 mitogen-activatedprotein
kinases(MAPK)가 관련되었는지를 Westernblotting을 통해 알아본 결과 500 μ

M carmustine처리 1시간 이후부터 caspase-3의 활성화가 관찰되어 3시간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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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되고 MAPK중에 c-JunN-treminalkinase(JNK)가 강하게 활성화되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caspase-3와 JNK의 활성화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NAC에 의해 억제됨을 보였다.MAPK의 인산화가 carmustine에 의한 PC12세포
의 세포사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ERK,JNK,P38을 억제하는 PD98059,
SP600125,SB203580을 사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SP600125를 처리했을
때와 PD98059와 SP600125를 함께 처리했을 때 세포생존율이 증가됨을 보였다.그
러나 p38억제제인 SB203580는 세포생존율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항암제인 carmustine은 PC12세포에서 GR을 억제함으로

써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축적시키고 이로 인해 ERK,JNK 및 p38을 활성화시키는
데,이들 중에서 ERK와 JNK의 활성화가 caspase-3의 활성화를 매개하여 세포사
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Carmustine,glutathione,glutathionereductase,reactiveoxygen
species,ERK,JNK,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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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서정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진 학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암은 전체 사망률의 가장 많은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암은 발암물질에의 노출에 의해 변화된 단일 세포군에서 발현된다.암은 개체의
필요에 따라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증식과 억제를 할 수 있는 정상세포와 달리
조직 내에서 필요한 상태를 벗어나 무제한의 증식을 하는 미분화 세포로 구성되
어 종괴(腫塊)또는 종양을 형성하는 것이다.
암 치료의 대표적 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방사선 조사요법,약물을 이용한 항

암 화학요법 등이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약물치료를 이용한 항암제의 기전으로는
세포분열과 관련,세포주기에 따른 각각의 항암제의 특정한 작용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화학요법은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처럼 국소요법이 아닌 전신요법이기 때
문에 일단 투여된 약물은 암세포 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신
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에 유의해야 한다 (강정완 등,1998). 최근에는 세포 성숙
이나 염증에 저해 효과가 있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항암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효능이 탁월한 항암제 또한 발암기전을 근거로 개발되고
있다.그러나,심각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필요로 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
용하는 항암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항암제는 세포 주기에 따라 세포 주기의 특정기에서 특정과정을 억압하는 약

물인 주기 특이성 약물과 특정기에서 작용하지 않고 여러기 또는 모든 세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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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 작용하는 세포 주기 비특이성 약물로 구분할 수 있다.또한 작용부위에 따
라 항종양 알킬화제제 (alkylatingagents),항대사제,호르몬 작용제 및 길항제 그
리고 기타 작용약물로 나눌 수 있다.항종양 알킬화제제는 6개의 주요 화학적 군
으로 구성되는데,(1)nitrogenmustard,(2)alkylsulfonate,(3)ethylenimine,(4)
triazine,(5)tetrazine,(6)nirosourea등이다.알킬화제제는 세포 대사 및 단백 합
성에 필수적인 단백뿐만 아니라 DNA와 RNA 같은 핵산과도 작용하여,DNA 가
닥과 교차-결합 (cross-linking)하여 세포 분열을 방해한다.알킬화제제는 세포가
빠르게 분열을 시도할 때만 세포를 죽일 수 있지만 세포 주기에 특이적이지는 않
다.
Carmustine {1,3-bis[2-chloroethyl]-1-nitrosourea (BCNU)}은 알킬화제제

(DNA-alkylating과 DNA-cross-linkingagent)에 속하며 뇌종양 (braintumors),
임파종 (lymphomas),백혈병 (leukemias),악성 흑색종 (malignantmelanoma)과
다른 종양 (neopasmas)에 대항하여 활성을 가지는 세포증식 억제제 (cytostatic
drug)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알려진 carmustine의 작용 기전은 DNA
가닥의 교차-결합의 형성이다 (Colvin등,1976;Erickson등,1980).이는 DNA
수리계 (repairsystem)가 교차 결합된 DNA에 대해서는 잘 교정하지 못하기 때문
에 세포의 생존에 큰 타격을 준다.일차적으로 carmustine의 제한적인 문제점은
위장관계에서의 세포독성이다 (Weiss등,1981).Carmustine에 의한 세포독성의
제안된 기전은 DNA 손상,염증 생성과 면역반응 (immuneresponse),그리고
glutathione 감소 (glutathione depletion)를 포함한다 (Martin,1987).세포내
glutathione감소는 glutathione대사과정에서 주요 효소인 glutathionereductase의
carmustine에 의한 억제 결과이다 (Frischer와 Ahmad,1977).
Glutathione(L-γ-glutamyl-L-cyteinyl-glycine,GSH)은 모든 조직에 있는 세

포 내 thio이다.GSH (reducedglutathione)와 GSSG (oxidizedglutathione)는 세
포에서 주요 thiolredox system을 구성하고 GSH와 GSSG의 산화-환원 상태
(redoxstatus)는 세포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Brigelius,1985).Glutathione은 자
유 라디칼 (freeradicals)과 직접 반응,GSH peroxidase와 GSH transhydrogenase
에 대한 반응 물질로 제공,그리고 GSSG (oxidizedglutathione)를 형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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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제 (antioxidant)로써 역할을 한다. Carmustine에 의한 glutathione
reductase억제는 다수의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의 폐,간,신장,골수,뇌와 혈액
세포를 포함한 모든 연구된 조직에서 관찰되었다. 따라서 glutathionereductase
억제에 의한 세포독성 유발기전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 carmustine
투여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xidativestress는 활성산소종 (reactiveoxygenspecies,ROS)을 세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정 수준이하로 유지시키는 세포내 항산화 작용이 불충분할
때의 상황이다.이 현상은 ROS의 과도한 생성,glutathionereductase억제와 같은
항산화 작용의 감소,또는 둘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Schulz 등,2000).
Oxidativestress는 효소 활성,세포 신호 전달과정 (cellsignaling),세포반응
(cellular responses)과 같은 세포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Oxidativestress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소 중에서 caspase와 mitogen-activated
proteinkinases(MAPK)는 세포 독성을 유발하고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중요한 활
성산소종의 표적이다.
Caspase는 세포사멸 유발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단백으로서

caspase-1부터 caspase-14까지 존재하며 한 caspase활성은 다음 단계의 caspase
관련 단백분해과정을 일으킨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caspase가 활성화되면 세포내
다양한 단백이 절단되게 되며 이로 인해 세포사멸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된다.세
포사멸을 유발하는 주요 caspase로는 caspase-2,-3,-7,-9등이 잘 알려져 있으
며 특히 caspase-3는 신경세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MAPK는 항산화작용 반응에서 아래 단계의 반응이다.MAPK는 세 가지의

signaling pathway로 구성된다;extracellularsignal-regulated protein kinases
(ERK), c-Jun N-terminal kinase 또는 stress activated protein kinases
(JNK/SAPK),p38kinase.MAPK signalingcascade는 전사 인자 (transcription
factor)와 같은 핵 단백들을 인산화시킴으로써 세포 증식,분화와 사멸을 조절한다.
ERK pathway는 주로 세포 증식의 조절에 관련하고 JNK와 p38은 oxidative
stress에 반응하여 AP-1transcriptionfactorsc-Jun과 ATF-2를 조절한다고 알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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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caspase와 MAPK가 oxidativestress와 관련된 세포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화된 PC12세포에서
carmustine에 의해 glutathionereductase가 억제된 후 세포가 사멸되는 과정에 이
들 인자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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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료료료
PC12(ratpheochromocytoma)세포는 ATCC(Manassas,VA,USA)에서 구입하
여 배양하였다.Fetalbovine serum (FBS),Horse serum (HS),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low glucose), antibiotics는 Invirogen
(GIBCO,GrandIsland,NY,USA)에서,MouseNervegrowthfator2.5S(NGF)
는 Alomonelabs에서 (Jerusalem,Islael)에서 구입하였다.Collagen typeⅠ은
Upstate(LakePlacid,NY,USA)에서,Carmustine(BCNU),N-acetyl-L-cysteine
(NAC),Dithiothreitol(DTT),trolox,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Triton X-100, β-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reduced (NADPH), Glutathione (oxidized, GSSG),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DTNB)는 Sigma-aldrich (St.Louis,MO,
USA)에서 구입하였다. Anti-ERK, anti-phospho-ERK, anti-JNK,
anti-phospho-JNK,anti-p38,anti-phospho-p38,anti-cleavedCaspase-3는 Cell
signalingtechnology(Beverly,MA,USA)에서,5-(and-6)-chloromethyl-2',7'-
dichlorodihydrofluoresceindeacetate,acetylester(CM-H2-DCFDA)는 Invirogen
(Molecular probes,Eugene,OR,USA)에서,PD98059,SP600125,SB203580,
Glutathioneassaykit은 Cabiochem (LaJolla,CA,USA)에서 구입하였다.그 외
시약들은 Sigma-aldrich(St.Louis,MO,USA)에서 구입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가가가...세세세포포포배배배양양양

분화하지 않은 PC12세포를 10% HS와 5% FBS를 포함한 DMEM (low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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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를 사용하여 5% CO2가 존재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PC12세포는
NGF(50ng/ml)를 7일 동안 처리하여 콜라겐으로 코팅된 세포 배양 접시에서 분
화를 유도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나나나...MMMTTTTTT rrreeeddduuuccctttiiiooonnnaaassssssaaayyy

실험에 필요한 각각의 약물을 세포에 처리한 후,20 μl의 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5mg/ml)용액을 넣고 5% CO2
가 존재하는 37℃ 배양기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５00 μl의 solublizing
solution(50% dimethylformamide와 20% sodium dodecylsulfate,pH 4.7)을
넣고 37℃ 배양기에서 8시간 이상 반응 시킨 후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어느 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여 각각의 실험군에서 상대적인
값을 얻었다.

다다다...세세세포포포 수수수 측측측정정정

항산화제와 MAPK 억제제를 처리한 실험에서의 세포 생존율은 trypanblue용액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PC12세포를 7.5×104cells농도로 30mm dish에 배양
하고 각 약물을 처리하였다.약물처리 후 세포를 얻어 차가운 PBS용액으로 씻고
실험동안 얼음에 넣어두었다.세포를 trypanblue용액과 섞은 다음 현미경을 통
해 세포의 염색으로 생존을 확인하고 전체 세포수에 비례하여 살아있는 세포수를
세었다.어느 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살아 있는 세포수를 100%로 하고
각각의 실험군에서 상대적인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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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활활활성성성산산산소소소종종종 측측측정정정

Carmustine약물 처리에 의한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를 2.5×
105cells농도로 60mm dish에 7일간 배양하고 시간별로 500 μM carmustine을
처리하였다. 배양시간 후 세포를 얻어 PBS로 두 번 세척하고 20 μM 

5-(and-6)-chloromethyl-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eacetate, acetyl 

ester (CM-H2-DCFDA)로 5분 동안 37 ℃에서 빛을 차단하여 반응시켰다. 반응

이 끝난 세포는 Flow Cytometry (BD Calibur, Beckman Coulter)로 분석하였다.

세포내의 ROS 생성은 CM-H2-DCFD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M-H2-DCFDA

은 빠른 시간에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고 세포 내의 esterase에 의해 가수 분해

되어 CM-H2-DCF로 되는 안정한 화합물이다. 세포에서 생성된 hydrogen 

peroxide와 같은 ROS는 DCHF를 산화시켜 형광을 띠는 2',7'-dichlorofluorescein
(DCF)가 된다. 형광은 488-nm excitation과 525-nm (FL1-H)emission파장이 되
도록 하였다.

  마마마...GGGllluuutttaaattthhhiiiooonnneee측측측정정정

세포내 환원형 glutathione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7.5×105cells를 100mm dish
에 배양하였다. 500 μM carmustine을 3시간 처리한 세포를 얻어 차가운
phosphate완충용액 (PBS)용액으로 씻어준 후 5% metaphosphoricacid(MPA)
용액을 넣어 균질화하였다.30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에 상층액만 얻어서 얼
음에 넣어두고 1시간 이내에 glutathione양을 측정하였다.이후 방법은 시약 설명
서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다.Kit시약인 S3용액에 200 μl상층액를 넣고 차례대로
50 μlR1,50 μlR2시약을 섞어주었다.실온에서 빛을 가리고 10분 동안 반응을
시킨 후 4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어느 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
으로 하여 실험군에서 상대적인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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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GGGllluuutttaaattthhhiiiooonnneeerrreeeddduuuccctttaaassseee활활활성성성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세포를 PBS용액에 씻은 다음 0.1% TritonX-100용액 200 μl로 세포를 터트린
후 phosphate완충용액 (0.1M,1mmol/LEDTA,pH 7.0)700 μl을 넣고 섞은 후
cuvette으로 옮겨서 20μlDTNB(최종농도 30μg/ml)용액을 첨가하고 412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분이 지나 세포내에 있던 glutathione과 NADPH가 모
두 소진되고,더 이상의 흡광도 변화가 없어지면 NADPH (최종농도 100 μg/ml)와
GSSG (최종농도 300 μg/ml)용액을 첨가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계산함으로써 GSSG reductase의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Wilhelm 등,
2001).

사사사...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분분분석석석

500 μM carmustine을 3시간 처리한 세포에서 MAPK와 caspase-3단백의 활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Westernblotting실험을 하였다.세포를 차가운 PBS용액
으로 씻은 다음 10mM Tris-HCl(pH 7.5),150mM NaCl,1% TritionX-100,
0.5% NonidetP-40,1mM EDTA,1mM EGTA,1mM PMSF,1㎍ leupeptin,
1㎍ apotinin/㎖ 이 포함된 용액으로 세포를 터트려 단백을 얻었다.단백은 BCA
reagent로 정량하여 같은 양을 10~12% SDS-polyacrylamidegels로 전기영동하였
다.Gel에서 분리된 단백을 nitrocellulosemembrane으로 transfer시켰다.Blot은
5% non-fatdried milk가 포함된 TBST (20 mM Tris-HCl,150 mM NaCl,
0.1% Tween20,pH 7.5)용액에 1시간동안 처리한 후에 anti-ERK,anti-pERK,
anti-JNK,anti-pJNK,anit-p38,anti-pp38,anti-cleavedcaspase-3antibody가 희
석된 blockingsolution으로 4℃에서 12시간이상 반응시켰다.TBST 용액으로 3번
씻어내고 각각의 일차 항체에 반응하는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또는 -rabbitIgG antibody로 1시간동안 반응시켜 ECL detection
system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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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Studentt-test를 실시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p<0.05일 때 유의성 있는
차이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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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PPPCCC111222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시시시간간간 및및및 농농농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cccaaarrrmmmuuussstttiiinnneee의의의
세세세포포포사사사멸멸멸 유유유발발발효효효과과과

농도 및 시간에 따른 carmustine의 세포사 유발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먼저 carmustine0,100,300,500,1000 μM을 3시간 동안 분화된 PC12세포에
처리하고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그 결과 그림 1A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사가 유발됨을 확인하였는데 이 실험결과를 근거로 이후 실
험에서 500 μM의 carmustine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또한 PC12세포에 500 μM의
carmustine을 30분,1시간,2시간 및 3시간 처리하고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는데
그림 1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사가 증가하여 3
시간 후에 최고에 도달하였다.

222...CCCaaarrrmmmuuussstttiiinnneee의의의 gggllluuutttaaattthhhiiiooonnneeerrreeeddduuuccctttaaassseee억억억제제제효효효과과과

PC12세포에서 carmustine이 glutathionereductase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500 μM carmustine을 3시간 처리한 세포와 처리하지 않은 세포
에서 glutathionereductase활성도를 측정하였다.그 결과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glutathionereductase활성도가 500 μM carmustine3시간 처리에 의해 약
80% 정도 억제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그림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포내
환원형의 glutathione양이 500 μM carmustine3시간 처리에서 약 30% 감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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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1.  1.  1.  1.  Concentration- Concentration- Concentration- Concentration- and and and and time-dependent time-dependent time-dependent time-dependent PC12 PC12 PC12 PC12 cell cell cell cell death death death death induced induced induced induced by by by by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Cultures that had been differentiated into a neuron-like 

phenotype by treatment with NGF (50 ng/ml) were exposed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carmustine for 3 hr (A) or to 500 μM carmustine for 

indicated times (B).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the MTT reduction 

assay.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of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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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2.  2.  2.  2.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of of of of glutathione glutathione glutathione glutathione reductase reductase reductase reductase activity activity activity activity and and and and reduction reduction reduction reduction of of of of 

glutathione glutathione glutathione glutathione content content content content by by by by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in in in in PC12 PC12 PC12 PC12 cells. cells. cells. cells. PC12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M carmustine for 3 hr and the glutathione reductase activity and 

the reduced glutathione content were measured. Note that carmustine 

induced a decrease in glutathione reductase activity (A) and the 

intracellular content of reduced glutathione (B).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of six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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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CCCaaarrrmmmuuussstttiiinnneee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활활활성성성산산산소소소종종종 생생생성성성

Carmustine에 의해 활성산소종이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M-H2-DCF

DA를 처리한 PC12세포에 500 μM carmustine을 넣고 30분,1시간,3시간 후에
활성산소종 생성 여부를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rmustine처리 30분부터 활성산소종이 증가하여 1시간
후에 최대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carmustine에 의
한 활성산소종의 생성 및 이에 의한 세포내 단백의 산화가 세포사멸의 원인이 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NAC과 trolox,그리고 세포내 단백
의 sulfhydryl기를 환원시키는 DTT를 전처치한 후 500 μM carmustine를 투여
하여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는지 보았다.그림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C과
DTT는 carmustine에 의한 세포사를 거의 완벽하게 억제하였으며 trolox는 약
60%의 세포생존율을 보여 이들 약물이 carmustine에 의한 세포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444...CCCaaarrrmmmuuussstttiiinnneee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aaassspppaaassseee---333활활활성성성화화화

Carmustine이 세포사를 유발할 때 caspase가 활성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절된 procaspase-3및 actin의 항체를 사용하여 Westernblot을 시행하였다.그
림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μM carmustine 처리 1시간 이후부터
procaspase-3의 분절이 나타나서 3시간째에 뚜렷하게 확인되어 carmustine에 의
해 caspase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이와 같은 procaspase-3의 분절은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NAC에 의해 억제되므로 (그림 4B)carmustine에 의한
caspase의 활성화는 활성산소종의 생성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14

Fig Fig Fig Fig 3.  3.  3.  3.  Generation Generation Generation Generation of of of of reactive reactive reactive reactive oxygen oxygen oxygen oxygen species species species species by by by by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in in in in PC12 PC12 PC12 PC12 cells. cells. cells. cells. 

After treatment with carmustine for indicated times, PC12 cells were 

loaded with 20 μM CM-H2-DCFDA and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Blue line histograms correspond to control cells while red line 

histograms represent carmustine-treated cells. The x-axis shows log FL-1 

fluorescence intensity and the y-axis indicates the cel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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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4.  4.  4.  4.  Scavengers Scavengers Scavengers Scavengers of of of of reactive reactive reactive reactive oxygen oxygen oxygen oxygen species species species species and and and and a a a a reducing reducing reducing reducing agent agent agent agent 

prevent prevent prevent prevent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ell cell cell cell death death death death in in in in PC12 PC12 PC12 PC12 cells. cells. cells. cells. PC12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M carmustin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NAC, 

trolox, and DTT for 3 hr and the glutathione reductase activity and the 

reduced glutathione content were measured. The scavengers of reactive 

oxygen species, such as NAC and  trolox, and the reducing agent DTT 

prevented carmustine-induced PC12 cell death.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of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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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5.  5.  5.  5.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activation activation activation activation of of of of caspase-3 caspase-3 caspase-3 caspase-3 and and and and its its its its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by by by by 

NNN---aaaccceeetttyyylll---LLL---cccyyysssttteeeiiinnneee(((NNNAAACCC)))    in in in in PC12 PC12 PC12 PC12 cells. cells. cells.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M carmustine for the indicated times and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with specific antibodies to cleaved caspase-3 or actin. 

(B) Cells were exposed to 500 μM carmustin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 mM NAC for 3h and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with specific anti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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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CCCaaarrrmmmuuussstttiiinnneee에에에 의의의한한한 MMMAAAPPPKKK 활활활성성성화화화

Carmustine이 MAPK를 활성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500 μM carmustine
을 30분,1시간,3시간 처리한 후 ERK,JNK,p38의 인산화 양상을 Westernblot
으로 확인하였다.그림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ERK의 경우 carmustine에 의해
인산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JNK의 경우에는 30분부터 인산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인산화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38인 경우
에는 30분에 인산화가 강하게 나타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인산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MAPK의 활성화가 활성산소종의 생
성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NAC을 전처치하고 500 μM
carmustine을 3시간 처리한 후 JNK의 인산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JNK의 인산화
가 NAC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B).

666...MMMAAAPPPKKK 봉봉봉쇄쇄쇄제제제의의의 세세세포포포 보보보호호호 작작작용용용

Carmustine이 MAPK를 활성화시키므로 MAPK의 활성화가 carmustine에 의
한 PC12세포의 세포사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ERK,JNK,p38을 억제하는
PD98059(20 μM),SP600125(40 μM),SB203580(10 μM)을 사용하여 세포생존율
을 측정하였다. 그림 6A에 나타난 바와 같이 ERK 억제제인 PD98059는
carmustine에 의해 약 20%로 감소된 세포생존율을 약 40%로 증가시켰고 JNK 억
제제인 SP600125는 약 58%로,PD98059와 SP600125를 함께 처리했을 때에는 약
72%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다.그러나,p38억제제인 SB203580는 세포생존율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하였다.이와 같은 MAPK의 세포사 억제 효과가 caspase의 활
성화를 억제하여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APK 억제제들을 처리한 세포에
500 μM carmustine을 투여하고 procaspase-3의 분절 정도를 확인한 결과 그림
6B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SP600125가 procaspase-3분절을 뚜렷하게 억제하였고
PD98059와 SB203580은 억제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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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6.  6.  6.  6.  Activation Activation Activation Activation of of of of MAPK MAPK MAPK MAPK by by by by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carmustine in in in in PC12 PC12 PC12 PC12 cells. cells. cells.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M carmustine for the indicated times and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with specific antibodies to phospho-ERK, 

ERK, phospho-JNK, JNK, phospho-p38 or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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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7. 7. 7. 7. Involvement Involvement Involvement Involvement of of of of MAPK MAPK MAPK MAPK in in in in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armustine-induced cell cell cell cell death death death death and and and and 

caspase-3 caspase-3 caspase-3 caspase-3 activation activation activation activation in in in in PC12 PC12 PC12 PC12 cells.  cells.  cells.  cells.  PC12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M 

carmustin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20 μM PD98059 (PD), 40 μM
SP600125 (SP), and 10 μM SB203580 (SB) for 3 hr and the cell viability 

(A) and the caspase-3 activity (B) were determined by MTT assay and 

immunoblot analysis, respectively.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 ± SD of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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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현재 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 조사

요법, 약물을 이용한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다. 암조직을 외과적으로 절제해내는 

방법인 수술요법은 작은 크기의 초기암일 경우에는 완치율이 높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어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되면 치료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 방사선 요

법의 경우 활발한 성장기의 종양세포는 성숙한 정상세포보다 방사선에 더 민감하

게 손상을 받는 특징이 있다. 종양세포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활발하게 성장하는 

종양세포는 즉각적으로 또는 지연적으로 사멸하거나, 다시 증식되는 것이 억제된

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은 면역요법과 함께 암정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암치료 방법이다 (강정완 등, 1998).  

Carmustine은 DNA 알킬화에 의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약물로서 뇌종양,임파
종,백혈병,악성흑색종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다른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carmustine도 위장계 독성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낸다 (Weiss등,1981).
Carmustine에 의해 세포독성이 나타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glutathionereductase의 억제에 의한 세포내 GSH의 감소도 정상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Frischer와 Ahmad,1977).따라서 glutathione
reductase의 억제제로서 carmustine이 어떤 기전으로 세포에 독성을 미치는지 체
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정상세포에 대한 carmustine의 독성 유발 기전을 이해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신경세포로 분화시킨 PC12세포를 사용하여 고농도의 carmustine을 처리하
고 glutathionereductase가 억제되는지 확인한 후 어떤 기전으로 세포사가 유발되
는지 연구하였다.
본 실험에서 carmustine은 PC12세포의 glutathionereductase를 억제하였으며

세포내에서 환원형의 glutathione양을 감소시켰다.이러한 결과는 세포내 활성산
소종의 축적으로 이어졌으며 항산화제와 단백환원제가 세포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활성산소종의 증가가 세포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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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ustine에 의한 glutathione reductase 억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Frischer와 Ahmad,1977).특히 PC12세포에서도 carmustine이 세포사를 유발한
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들 논문에 의하면 carmustine이 glutathionereductase를 억
제하여 세포 외부의 칼슘을 세포내로 유입시킴으로써 세포사를 유발한다고 하였
다 (Doroshenko와 Doroshenko,2003;2004).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증가는 다양한 기전에 의해 세포 독작용을 나타낸다.특히

많은 종류의 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이 MAPK를 활성화하여 세포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Lander,1997).본 연구에서도 carmustine은 PC12세포에서 MAPK
family인 ERK,JNK,p38MAPK을 모두 인산화시킴을 확인하였다.그러나 ERK,
JNK,p38의 활성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어서 ERK와 p38은 carmustine처리 30분
에 인산화가 최고였다가 그 이후 유지되거나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JNK는 시간이 갈수록 인산화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APK는
ERK,JNK,p38MAPkinase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ERK 신호계는 주로
세포 증식과 분화의 조절에 관련하고 (Xia등,1995;Derkinderen등,1999)JNK
와 p38는 세포사멸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Xia등,1995;Verheij등,1996;
Basu와 Kolesnick,1998).그러나 ERK,JNK,p38의 역할이 항상 이와 같이 구분
되는 것은 아니며 ERK도 신경세포의 사멸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Murray
등,1998;Runden등,1998).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ERK,JNK,p38의 활성화가
세포사에 원인인지 아니면 세포사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RK,JNK,p38의 억제제들을 사용하여 각각의 MAPK를 억제하였을 때 세포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ERK와 JNK의 억제로 세포사가 부분적으로 억
제되며 ERK와 JNK를 동시에 억제할 경우 세포사 예방 효과가 증가됨을 확인하
였다.그러나 p38의 억제제는 carmustine에 의한 세포사를 억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carmustine에 의해 p38이 인산화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세포사를
유발하는 기전은 아니며 아마도 세포사 과정에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JNK가 활성산소종에 의한 세포사에 관여한다는 보고는 이미 다양한 세포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JNK가 U937,HL-60,PC12세포에서 daun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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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세포사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ng 등,1998;
Mansat-deMas등,1999;Shiah등,1999).ERK 또한 신경세포 및 신경교세포에
서 glutamate에 의한 산화성 독성 (Stanciu등,2000)과 아연에 의한 산화성 독성
(Seo등,2001)에 관여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ERK는 일시적으로 활
성화될 때 세포의 증식을 (Fukunaga와 Miyamoto,1998),지속적으로 약하게 활성
화될 때 세포의 분화를 (Marshall,1995),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활성화될 때
세포사를 (Seo등,2001)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에서도 ERK가 초반
에 활성화된 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마도 ERK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세포사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MAPK 외에도 세포사멸 유발과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대표적인 단백

으로 caspase가 있는데 이 효소는 활성화되면 세포내 다양한 단백을 절단함으로
써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spasefamily는 다양한 약물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단계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이 효소와 MAPK가 상호 영향을 미치
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MAPK와는 별개로 활성화되기도 한다.본 연구에서도
carmustine에 의해 caspase-3가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 활성산소종이 관여하는 것
을 확인하였는데,특히 carmustine에 의한 세포사에 가장 영향력이 큰 MAPK인
JNK를 억제하는 경우 caspase-3의 활성화가 봉쇄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MAPK
가 caspase-3의 상위에 존재하는 신호임을 알 수 있었다.
DNA 알킬화약물인 carmustine은 DNA에 대한 손상과 더불어 glutathione
reductase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glutathionereductase에 대한
억제 효과가 암세포 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미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
및 독작용을 나타낸다.본 연구는 carmustine이 glutathionereductase를 억제한
후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기전의 일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즉,
carmustine이 glutathionereductase를 억제함으로써 세포내 GSH 양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활성산소종이 축적되면 MAPK 특히 JNK와 ERK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caspase-3를 활성화함으로써 세포사를 유발함을 밝혔다.향후 이러한
세포사 유발 기전이 carmustine의 부작용 유발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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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의 개
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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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분화된 PC12세포에서 carmustine에 의해 glutathionereductase가 억제된 후
세포가 사멸되는 과정의 기전으로 caspase-3와 MAPK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1.PC12세포에서 carmustine은 농도 및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사를 유발하였
다.

2.PC12 세포에서 500 μM carmustine을 3시간 처리한 결과 glutathione
reductase 활성도가 약 80% 정도 억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포내 환원형의
glutathione(GSH)양이 약 30% 감소하였다.

3.PC12세포에 500 μM carmustine을 넣고 활성산소종 생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carmustine을 처리한 30분부터 활성산소중이 증가하여 1시간 후에 최대에 도
달한 후 유지되었으며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NAC과 trolox,그리고 세포내 단백
을 환원시키는 DTT를 전처치 한 경우 carmustine에 의한 세포사가 억제되었다.

4.500 μM carmustine처리 1시간 이후부터 caspase-3의 활성화가 관찰되어 3
시간째에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caspase-3의 활성화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NAC에 의해 억제되었다.

5.Carmustine은 ERK,JNK,p38등 모든 MAPK를 인산화시켰는데 특히 JNK
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인산화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활성산소종을 제
거하는 NAC을 전처치하고 500 μM carmustine을 3시간 처리한 후 JNK의 인산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JNK의 인산화가 NAC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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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APK의 인산화가 carmustine에 의한 PC12세포의 세포사 원인인지 확인
하기 위하여 ERK,JNK,P38을 억제하는 20 μM PD98059,40 μM SP600125,10
μM SB203580을 사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ERK 억제제인 PD98059는
carmustine에 의해 약 20%로 감소된 세포생존율을 약 40%로 증가시켰고 JNK 억
제제인 SP600125는 약 58%로 그리고 PD98059와 SP600125를 함께 처리했을 때에
는 약 72%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다.그러나 p38억제제인 SB203580는 세포생
존율을 거의 증가시키지 못하였다.또한 ERK 및 JNK 억제제인 PD98059와
SP600125는 caspase-3활성화를 억제하였으나 p38MAPK 억제제인 SB203580는
억제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항암제인 carmustine은 PC12 세포에서 glutathione
reductase를 억제함으로써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축적시키고 이로 인해 ERK,JNK
및 p38를 활성화시키는데,이들 중에서 ERK와 JNK의 활성화가 caspase-3의 활
성화를 매개하여 세포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결과는 carmustine
사용으로 나타나는 비특이적 세포 독성의 유발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러한 비특이적 세포 독성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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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mustine-inducedcelldeathmechanisminPC12cells
asaglutathionereductaseinhibitor

JinHakRhie

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eongTaegSeo)

Carmustine is one of the alkylating anti-cancer drugs that exert
theircytotoxiceffectsbycrosslinkingthestrandsofDNA.However,it
has also been documented that glutathione reductase (GR) is very
susceptibletoinactivationbycarmustine.GRisacriticalenzymein
thehomeostasisofintracellularconcentrationsofglutathione(GSH).
GSHistheprimarylineofdefenseformanytoxicinsults,including
reactiveoxygenspeciesandxenobiotics,andisalsoinvolvedinother
redoxpathways.Therefore,itispossiblethatdecreasedGRactivity
couldfacilitatethecytotoxicityofcarmustinenotonlyincancercells
butalsoinnonneoplastictissues.Infact,therearewell-documented
harmful consequences of a systematic depression of GR activity,
particularlyinpulmonarytissueaswellastheintestine,liver,and
kidney, where an environment of depleted GSH renders these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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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ensitivetotoxicinsults.
Therefore,inthepresentstudy,weaimedtoinvestigatetheeffectof
carmustine on GR inhibition and the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leadingtocelldeath.
CarmustineinducedPC12celldeathinadose-andtime-dependentmanner.
CarmustinealsoinducedaninhibitionofGRactivityandadecreasein
intracellularGSHlevel.ThedepletionofGSHledtotheproductionof
reactiveoxygenspecies(ROS)andtheanti-oxidantsandreducingagent
preventedPC12celldeath,suggestingthatROSplayedamajorrolein
carmustine-induced cell death. Carmustine induced the activation of
capase-3 and two members of MAPKs, ERK and c-Jun N-treminal kinase
(JNK).Thecelldeathandtheactivationofcaspase-3werepreventedby
ERKandJNKblockers,indicatingthatERKandJNKwereinvolvedinthe
carmustine-inducedcelldeathpathway.
Inconclusion,asaGRinhibitor,carmustineinducescelldeathprobably
via activation of ERK, JNK, and caspase-3 through the increased
accumulationofROS,resultingfromthedepletionofGSHinPC12cells.

Key Words : Carmustine, glutathione, glutathione reductase, reactive
oxygenspecies,JNK,ERK,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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