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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B104 세포에서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세포고사와 이에 대한 Bcl-2

의 억제효과 기전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독성이나 Bcl-2 의 억제효과의 기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

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독성에 연관되는 세포내 신호전달체계를

신경계 세포인 백서의 신경모세포종 세포주 B104 세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시스프라틴에 노출되면 B104 세포는 세포고사를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p53 과 Bax 단백

질의 축적이 일어났다. 이때 흥미롭게도 세포내의 대표적인 신호전달 물질인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ERK1/2)의 활성도가 p53 과 Bax 의 축적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현저히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선택적으로 ERK1/2 의 바로 윗단계 신호

단백질인 MEK 를 억제시키는 PD98059 처리하여 ERK1/2 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면, 시스프라틴

에 의한 신경세포의 고사의 억제와 더불어 p53 과 Bax 의 축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ERK 가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세포고사 과정에서 p53 의 활성을 매개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독성을 억제하는 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본 방편으로 대표적

인 세포고사 억제 유전자인 Bcl-2 유전자를 B104 세포에 과발현 시켰을 때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독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 때 ERK 의 활성과 이에 의해 매개되

는 p53 의 활성도 억제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시스프라틴은 ERK –

P53 – Bax 로 이어지는 신호전달 체계를 통하여  신경세포고사를 일으키며, Bcl-2 의 시스

프라틴에 의한 신경독성에 대한 세포보호는 ERK 의 윗단계를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핵심되는 말: 세포고사, Bcl-2, 시스프라틴,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p53, B104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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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4 세포에서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세포고사와 이에 대한 Bcl-2 의

억제효과 기전

< 지도 안 용 호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박        선         아

I. 서    론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항암제인 시스프라틴은 세포내 DNA 에 손상을 일으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신경계 부작용은 흔하고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이다. 이독성, 말초신경병증, 뇌신경병증, 그리고 뇌병증 등은 신경독성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다 1,2. 세포수준에서 시스프라틴은 신경세포의 고사를 일으킨다 3-8. 그러나

그 동안 그 기전에 있어서 신호전달체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 단지 몇몇 보고에서 Fas 와 Fas-L 가 신경모세포종 세포에서 6, 그리고 p53 이 마우스

후근신경절 세포-신경모세포의 잡종세포 (hybrid cell)에서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에

관련된다고 하였다 9.

 P53 은 다양한 세포에서 DNA 손상으로 인한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주된 매개체가 된다 10.

P53 이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에도 관련된다는 것은 신경세포외의 다른 종류의 세포주

에서 이미 규명된 바 있다 11,12. 한편,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c-

JUN amino-terminal protein kinase (JNK), 그리고 p38 MAPK 로 구성된 MAPK kinase 경로도

신경세포가 아닌 다양한 암세포에서 DNA 손상으로 인한 세포손상에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

는데 13-17, 최근에 이같은 MAP kinase 들이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손상 모델에서 p53 을 안정

화 시켜 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2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같은 기존의

문헌에 의거하여 MAP kinase 들과 p53 신호전달체계가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세포의 독성

에도 관여되는지 여부를 신경세포인 B104 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Bcl-2 는 대표적인 세포고사 억제 단백질로서 이를 과발현 시키면 다양한 종류의 세포손상

에 대한 세포의 저항력이 증가되는데 이는 신경세포의 경우에도 허혈, 도파민, 베타 아밀

로이드, 그리고 DNA 손상으로 인한 신경세포 소멸에서 규명된 바 있다 22-25. 그리고 신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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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종 세포에서는 Bcl-2 를 과발현 함으로써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를 약화 시켰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3,5. 그러나, 이때 어떠한 세포 신호전달체계를 통하여 Bcl-2 가 시스프라

틴에 의한 세포고사를 방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한가지 가능성은

Bcl-2 같은 세포고사 억제 단백질과 Bax 같은 세포고사 유도 단백질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

여 그 구성 비율에 따라 세포고사에 대한 저항성이나 민감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6. 또한 Bcl-2 는 최근에 DNA 손상으로 인한 세포독성에 있어서 p53 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고사를 억제할 뿐 아니라 p53 에 의해 유도되는 표적유전자의 전사 활성화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7,28. 본 연구에서도 Bcl-2 의 과발현은 이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를 완전히 억제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같은 Bcl-2 의 신경세포

보호효과의 작용 부위가 세포신호전달체계의 어느 단계에서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시스프라틴은 Sigma 사 (St. Louis, MO, USA)로부터, PD98059 는 Calbiochem (La Jolla,

CA, US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Phospho-ERK 특이 항체, 총 ERK 에 대한 항체, phospho-JNK

항체,  총 JNK 항체, phospho-p38 항체, 총 p38 항체는 New England BioLabs 사 (Beverly,

MA,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고, p53 에 대한 항체는 Calbiochem 사(La Jolla, CA,

USA)로부터, Bcl-2, Bax, Fas 그리고 p21 에 대한 항체는 Santa Cruz Biotech 사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reagents 는

Amersham 사 (Arlington heights, IL,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백서의 신경모세포종 세포주인 B104 세포를 5% 우태아혈청과 5% 마혈청이 첨가된 DMEM 배

지에서 5% CO2, 37°C 조건하에서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 MTT (3-(4,5-Dimer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

 시스프라틴 처치 후 pyridine nucleotide redox 상태를 지표로 세포의 생존능력을 측정하

는 MTT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세포사멸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 × 105 개의 세포가 100 µL

의 배지에 포함되도록 분주하여 96 well-plate 에서 배양한 후 PD98059 전처치 후 혹은 전

처지 없이 계획된 시간 동안 시스프라틴에 노출시켰다. 그 후 10 µL 의 MTT 용액을 (5

mg/ml in phosphage-buffered saline (PBS))을 각각의 well 에 첨가 하였고 그 후 plates

를 37°C 세포배양 인큐베이터에 3 시간 방치하여 반응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Dimethyl

sulfoxide (Sigma, St. Louis)로 착색된 물질이 유출되게 한 후 570 nm 파장에서 630 nm 를

참고치로 하여 dual beam microtiter 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absorbance 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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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echst 33258 을 이용한 핵염색

 B104 세포를 coverslip 에 얹어 배양시킨 후 계획된 시간동안 시스프라틴에 노출시킨 후

4% paraformaldehyde (ph 7.4)에 10 분간 고정하고, PBS 로 3 차례 조심스럽게 세척한 후 10

µg/mL 의 농도로 PBS 에 녹인 Hoechst 33258 (Sigma, St Louis, USA)에 10 분간 반응시키고

다시 세척한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핵 모양을 관찰하였다.

5. DNA 분절화 분석

 계획된 시간동안 시스프라틴에 노출된 B104 세포의 총 DNA 를 추출하여 DNA 의 분절화 형태

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포를 0.5% Triton X-100, 5 mM Tris (pH 7.4), 그리고 20 mM EDTA

가 포함된 용액에서 용출하였다. 용출액을 모아, 흔든 후 4°C, 16,090 g 에서 15 분간 원심

분리를 하였다. 상층액을 모아 phenol:chloroform:isoamylalcohol (25:24:1)로 추출한 후

300 mM 의 sodium acetate 를 함유한 ethanol 에서 침전시킨 후 Tris-EDTA buffer (pH 7.4)

에 다시 녹였다. 이 상태의 DNA 를 1.2% agarose gel 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6. TUNEL assay 및 세포고사 평가

 B104 세포를 coverslip 에 분주하여 시스프라틴에 노출되기 전 1 일 동안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그 후 원하는 시간동안 시스프라틴이 함유된 배지에 노출시킨 후 4%

paraformaldehyde (pH 7.4)에 10 분간 고정 후, 제작사에서 권유한 방법대로 TUNEL assay

kit (Roche Molecular Biochemicals)를 이용하여 TUNEL 염색을 실시하였다.

7. Immunoblotting

 세포를 PBS 에 세척한 후 얼음 위에서 RIPA buffer (5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NP-40, 0.5% sodium deoxycholate,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를 함유

한 0.1% sodium dodecylsulfate (SDS), 1 µg/mL pepstatin A)에 15 분간 녹였다. 용출액을

18,890 g 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한 후 침전액은 버리고, Bio-Rad protein assay 를 이용하여

40 µg 의 단백질을 정량하여 얻은 후 12% acrylamide sodium dodecylsulfate-denaturing

gel 에 전기영동하였다. Gel 을 immobilon membrane (Millipore, Bedford, MA, USA)에

transfer 시킨 후 원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제작사에서 권유한 방법대로 반응을 시켰다. 항

체와 반응한 특이 단백질의 detection 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 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8. Bcl-2 를 과발현하는 세포주의 생산

 Full-length bcl-2 cDNA 를 포함한 vector 를 이용하여 B104 세포를 형질전환 시킨 후

puromycin (5 µg/mL)을 이용하여 3 주간 형질전환된 세포를 selection 하였다. 빈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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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형질전환한 세포도 만들어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그 후 선택된 세포군의 Bcl-2 의

발현을 Western blot analysis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III. 결    과

1.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

 시스프라틴에의한 신경독성에 연관된 세포내 신호전달체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백서의 중

추신경계의 신경원세포로부터 기원한 B104 세포주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29. B104 세포에

시스프라틴을 처치하면 세포수축과 함께 apoptotic bodies 와 같은 형태학적인 변화를 일으

키며 (그림 1A) 염색질 응결 (chromatin condensation) 과 분절화가 Hoechst 33258 로 핵염

색 시 확인되었고 (그림 1B) 180-200 base pair 간격의 DNA  분절화가 관찰되어 (그림 1C)

세포고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MTT 환원반응에 따라 세포독성은 10 µL 의 시스프라틴

에  노출된지 12 시간 후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D).

2.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p53 의 축적과 ERK 의 활성화

 최근에 본 연구자는 p53 이 마우스 후근신경절 세포-신경모세포의 잡종세포에서 시스프라

틴에 의한 세포고사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9. 본 연구에서는

B104 세포를 이용하여 p53 의 발현과 이에 의해 발현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표적 단백질의

변화 여부를 세포고사 동안 관찰하였다. 시스프라틴 노출 후 p53 의 발현은 서서히 증가하

여 24 시간 후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Bax 의 증가도 p53 의 축적과 더불어 관찰되었다. 그

러나 다른 p53 유도 단백질인 Bcl-2, p21, Fas 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2A). 다음

단계로 시스프라틴의 신경세포고사에서 MAP kinase 들의 발현에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였

다. 세 종류의 MAP kinase 의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인산화된 형태의 MAP kinase

들의 변화를 Western blot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RK 의 활성화는 시스프라틴에 노출된

지 1시간이 지난 초기부터 현저하게 증가되기 시작하여  지속되었다. 그러나 총 ERK 의 양

에는 변화가 없어 확실히 ERK 의 활성화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B). 반면,

JNK 나 p38 의 활성화는 B104 세포에 총 JNK 양이나 p38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프라틴

에 노출된 기간동안 관찰되지 않았다.

3. ERK 의 활성화 억제를 통한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 방지

 ERK 가 활성화 됨을 확인한 후 이러한 증가가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세포고사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알기 위하여 다음단계의 연구를 시행하였다. 선택적으로 ERK 의 바

로 윗단계인 MEK 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PD98059 를 전처치하면 TUNEL 염색이나, DNA 분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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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확인되었던 세포고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3A 와 3B). 이같은 PD98059 의 세

포고사 억제 효과는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C). 이 같은 실

험결과를 통해 볼 때, ERK 가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시간적으로 시스프라틴에 노출된 후 ERK 의 활성화는 p53 의 축적이나 Bax 의 활성화보다

선행함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그림 2A 와 2B), ERK 가 직접적으로 시스프라틴에 의한 p53

경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50 µM 의 PD98059

를 처리 후 Western blot 으로 활성화된 ERK 의 발현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시스프라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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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splatin induces apoptosis in B104 cells. B104 cells and B104 cells treated with 10

µM cisplatin for 16 hr were collected for analysis. A: The changes of cellular morphologies.

Cells were observed by phase contrast microscopy (magnification, ×200). B: Chromatin

condensation and DNA fragmentation in cisplatin-treated B104 cells. Cells were stained with

Hoechst 33258 and observed by fluorescence microscopy (magnification, ×400). Arrows indicate

the condensed and fragmented nuclei. C: DNA fragmentation following cisplatin treatment.

Genomic DNAs were extracted from cells treated with 10 µM cisplatin for 16 hr and 24 hr. D:

MTT reduction assay following cisplatin treatment. Cells were treated for the indicated time

points. Viability of B104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Values from each treatment group

were expressed as a percentage relative to the untreated matching contro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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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ERK 의 활성화가 완벽하게 억제되었다 (그림 3D). 이같은 조건하에서는 시스프라틴에

의한 p53 의 축적 뿐 아니라 Bax 단백질의 활성화 또한 억제되었고, Bcl-2, Fas 그리고 p21

의 발현은 PD98059 전처치 여부에 상관없이 변화가 없었다 (그림 3D). 따라서 이러한 결과

들을 통해 볼 때 ERK 는 시스프라틴에 의한 B104 세포의 사멸에 있어서 p53 을 매개함으로써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4. Bcl-2 과발현 시 시스프라틴에 의한 ERK 의 활성화 억제

 신경모세포종에 Bcl-2 를 과발현 시키면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가 억제되지만 3,5, 그

그림 2.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the gene products involved in p53 signaling pathway and the activities

of MAP kinases in B104 cells treated with 10 µM cisplatin. A total of 40 µg of cell extracts was resolved

by SDS-PAGE and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A: A gradual accumulation of p53 protein was observed after

cisplatin treatment. Of the tested candidate p53-downstream target proteins, induction of Bax was noted

from 16 hr. In contrast, the expression of Bcl-2, Fas, and p21 was not altered throughout the exposure to

cisplatin. B: Changes in the activities of ERK1/2, JNK, and p38 MAPK after treatment of cisplatin. Western

blot analysis using the phospho-specific antibodies to detect the activated form of MAPKs was performed.

Significant activation of ERK was noted from 1 hr of cisplatin treatment. In contrast, activation of JNK

and p38 was barely detected. Immunoreactive ERK, JNK, and p38 were also probed by immunoblotting with anti-

ERK, anti-JNK, and anti-p38 antibody, demonstrating no significant changes in protein levels during the

treatment with cisplatin. Similar results were achieved in three separate experiments with comparabl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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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

에 대한 Bcl-2 의 억제작용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Bcl-2 과발현 세포를 만들어 실험을 시

작하였다 (그림 4A). B104 세포에 Bcl-2 를 과발현시키면 시스프라틴에 대한 세포독성이 현

저히 감소한다는 기존의 보고를 재확인 하였다 (그림 4B-D). 그런데 흥미롭게도 Bcl-2 과

발현 세포에서는 시스프라틴에 의한 ERK 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음이 확인 되었다. 게

다가 시스프라틴의 세포고사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p53 과 Bax 의 발현 역시 억제됨이 관찰

되었다 (그림 4E). 이러한 결과는 Bcl-2 가 시스프라틴에 의한 ERK 활성화와 이로 인한 p53

그림 3. Treatment of PD98059 blocks cisplatin-induced apoptosis of B104 cells suppressing the

accumulation of p53 and Bax. A: B104 cells were pretreated with 50 µM PD98059 for 30 min and

further treated with 10 µM cisplatin for 24 hr. Cisplatin-induced DNA fragmentation as assessed

by TUNEL assay was not detected in B104 cells preincubated with PD98059. B: Gel electrophoresis

of genomic DNAs demonstrating anti-apoptotic effect of PD98059 in cisplatin-induced cell death

of B104 cells. C: The cyto-protective effect of PD98059 was dose-dependent, when the viability

of B104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p < 0.05 compared with the group treated with

cisplatin only. D: Effect of PD98059 (50 µM) treatment on the expression of the gene products

involved in p53 signaling pathway. Treatment of PD098059 (50 µM) completely blocks ERK

activation in cisplatin-treated (10 µM) B104 cells. Accumulation of p53 and Bax is inhibited by

the combined treatment of PD98059 (50 µM) and cisplatin while the expression of Bcl-2, Fas, and

p21 was not altered by the same treatment. M, marker; Con, control; Cis, cis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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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verexpression of Bcl-2 blocks cisplatin-induced apoptosis of B104 cells suppressing ERK activation

and the subsequent accumulation of p53 and Bax. A: Western blot analysis of Bcl-2 protein expression in the

stably transfected B104 cells. V1 and V2, B104 sublines transfected with pcDNA3; B1 and B2, B104 sublines

transfected with bcl-2 gene. Loading of equal amount of the proteins in each lane was confirmed by Western

blot analysis of Cdk2. B, C and D: The cell survival of the B104 cells overexpressing Bcl-2 (B1) and

control cells (V1: the cells stably transfected with pcDNA3) were compared at 24 hr after treatment with

cisplatin (10 µM) by phase contrast microscopy (B), gel electrophoresis (C), and MTT assay (18 hr and 24

hr). *p < 0.05 compared with V1 (D). E: Effect of Bcl-2 overexpression on cisplatin-induced ERK activation

and the subsequent accumulation of p53 and Bax. Cisplatin-induced ERK activation and accumulation of p53

and Bax were suppressed in Bcl-2 overexpressing cell lines. M, marker; Cis, cisplatin; 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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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세포고사 억제 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IV. 고    찰

 본 연구자는 B104 신경모세포종을 이용하여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독성에 관련되는 세포

내 신호전달체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ERK 가 시스프라틴의 세포독성에 있

어서 세포고사로 유도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ERK 는 시스프라틴에 노출

후에 현저히 증가하였고, 선택적인 억제제로 ERK 활성화를 막은 경우에는 시스프라틴에 의

한 세포사멸이 일어나지 않음이 관찰 되었다. 최근 Wang 등은 Hela 세포에서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에 있어서 ERK 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30,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그 밖에 ERK 는 몇몇 특수한 상황 - asbestos, hyperoxia 또는 cytokine 에 의한 -

에서 세포고사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31-33. 그러나 ERK 는 그 동안 많

은 연구를 통하여 신경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에서 여러가지 자극에 의한 - oxidative

stress, tumor necrosis factor-α, growth factor deprivation, 그리고 pro-apoptotic

drugs - 세포고사에 대항하는 세포보호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알려져 왔다 30,34-38.

또한 다양한 세포성장인자나 호르몬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어서 세포의 증식이나 분화에 있

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39,40. 즉, 세포고사에 있어 ERK 의 역할에 대한 다

수의 결론은 세포보호 작용이 있는 ERK 의 활성화가 억제됨으로써 세포사멸이 이루어 진다

는 것이었다.

 Goillot 등은 최근에 MAP kinase 가 Fas 에 의한 SHEP 신경모세포종 세포의 고사에 관여한

다는 보고를 하였다 41. 그러나, 본 연구에서 Fas 의 발현은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 과

정에서 변화가 없었고, Fas 활성제를 처리하여 Fas 경로를 활성화 시켰을 때에도 시스프라

틴에 의한 B104 세포에서의 세포고사의 정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스프라틴에 의한

ERK 의 활성화는 Fas 경로와는 무관하게 세포고사를 일으킴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본 연구자는 p53 경로가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각신경원세포의 잡종세포를 이용하여 밝힌 바가 있다 9. 본 연구에 따르면 B104

세포에서도 시스프라틴 노출 후에 p53 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것은 Bax 의 활성화를 수반

하였다. 그리고 선택적인 억제제를 이용하여 ERK 의 활성화를 억제 시키면 p53 과 Bax 의 활

성화도 더불어 억제되었다. 이같은 실험결과는 p53 이 시스프라틴의 세포고사 경로에 있어

서는 ERK 의 조절을 받는 downstream 이 된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논문을 준비하

고 있던 중, Persons 등이 시스프라틴에 의한 난소암 세포에서 p53 이 ERK 에 의해서 안정

화되고 활성화된다고 발표하였다 42. 그들은 p53 의 전사작용을 이로 인한 p21 과 mdm2 의 활

성화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PD98059 를 사용하여 시스프라틴에 의해 유도되는 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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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를 억제한 후에는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독성이 증가됨을 관찰하여 이 세포독성

모델에서는 ERK 가 세포생존 인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이러한 차이의 기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기존의

문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p53 에 의해 매개되는 p21 의 활성화는 세포고사가 아닌 세포보

호작용으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참고로 생각해 볼 때 10, p53 에 의해 활성화되는 다음단

계의 신호가 예를 들어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Bax 단백질인지, 혹은 세포보호작용을 하는

p21 인지에 따라서 ERK 에 의한 p53 활성화로 인한 세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신경모세포종에 Bcl-2 를 과발현 시키면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가 억제된다 3,5. 그러

나 그동안 Bcl-2 에 의한 이같은 시스프라틴에 대한 세포보호 효과의 구체적인 기전은 연구

된 바가 없었다. 최근에 Bcl-2 가 다른 종류의 DNA 손상시에는 p53 안정화와 이로 인한

GADD45, p21, 그리고 Bax 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27,28. 게다가 몇몇 보고에

서는 다른 종류의 세포고사 모델에서 Bcl-2 가 JNK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세포고사 억제작용

을 한다고 밝혔다 30,43-45. 본 연구에서 다른 MAP kinase 의 활성화는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

고사 과정에서 연관되지 않았고 ERK 만이 의미있게 연관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활성화는

Bcl-2 의 과발현에 의해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의 억제와 p53 과 Bax 의 활성화 소실과

더불어 완전히 억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Bcl-2 의 신경세포 보호 작용부위가 p53 을 활

성화 시키는 ERK 보다 윗단계임을 알게 해 준다.

V. 결     론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에 연관되는 신호전달체계를 밝히고 이를 이용한 향후 치료적

방법 모색을 위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시스프라틴에 노출 후 신경모세포종 세포인 B104 세포는 세포고사의 특징적인 변화를 보

이며 사멸된다.

2. MAP kinase 들 중에서 ERK 가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 세포의 사멸의 초기에 현저히 증

가하여 지속된 활성화를 보인다.

3. 시스프라틴에 의한 신경 세포 사멸과정에서 시간적으로 ERK 의 활성화에 뒤이어 p53 과

Bax 의 활성화가 관찰된다.

4. ERK 의 활성화를 선택적인 억제제로 막으면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고사가 자체가 억제

된다. 따라서 이때 ERK 가 신경세포 사멸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

다. ERK 의 활성화가 억제되면 p53 의 안정화와 축적, 그리고 이로 인한 Bax 의 활성화

또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p53 경로가 ERK 의 활성화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고, ERK – p53 – Bax 로 이어지는 신호전달 체계가 신경세포에서의

시스프라틴의 독성작용의 주된 경로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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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cl-2 의 시스프라틴에 의한 세포독성 억제 효과는 ERK 의 활성화 단계를 억제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Bcl-2 의 과발현은 ERK 활성화와 이에 뒤이은 p53 과 Bax 의 활성화 역시

억제함으로써 시스프라틴에 대한 탁월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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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chanism of cisplatin-induced neuronal apoptosis and

protective effect of Bcl-2 in B104 cells

Sun Ah Park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 Ho Ahn)

Bcl-2 has been reported to inhibit neurotoxicity induced by cisplatin. However,

neither the mechanism of cisplatin-induced neurotoxicity nor the mechanism by which

Bcl-2 confers neuroprotection is clear. In this study, the signaling pathways

involved in cisplatin-induced neurotoxicity were examined using a rat neuroblastoma

cell line, B104. Treatment of B104 cells with cisplatin induced apoptosis,

accompanying the accumulation of p53 and Bax protein. Interestingly,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ERK1/2) activities of MAP kinases were markedly

enhanced prior to cisplatin-induced accumulation of p53 and Bax. Moreover,

inhibition of ERK1/2 activities using PD98059, a selective MEK inhibitor, blocked

the apoptotic cell death preventing cisplatin-induced accumulation of p53 and Bax.

Furthermore, we confirmed that overexpression of Bcl-2 in B104 cells resulted in the

complete resistance to cisplatin-induced apoptosis. This neuroprotective effect of

Bcl-2 was accompanied by the suppression of ERK activation together with inhibition

of p53 and Bax accumulation. In conclusion,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ERK

mediates cisplatin-induced p53 activation to trigger apoptosis in B104 cells. And

Bcl-2 exerts its cytoprotective effect through the inhibition of cisplatin-induced

ERK activation and the subsequent signaling pathway of p53.

Key words: apoptosis; Bcl-2; cisplatin;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p53;

B104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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