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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추 신경계 해마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관여하는 NF-κB 활성화 기전 연구

Zinc는 많은 단백질의 촉매와 구조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신호 전달

자로서 뉴런 활성에 의해 중추 신경 시냅스 부위에서 분비되어지며, 특히 

다른 조직에 비해 뉴런에 고농도로 존재한다. 많은 중추 과분극 시냅스에

서 과량의 zinc 분비는 뉴런에 유입되면서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발하게 

된다. Pyrrolidine dithiocarbamate (PDTC)는 세포 내 zinc의 유입으로 세

포사멸 유도 및 전사 조절 단백 NF-κB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활성을 조절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아 흰쥐의 해마에서 유래된 H19-7 신경 세포주에서 

PDTC와 zinc의 자극에 대한 NF-κB의 활성 기전, 생존 및 사멸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MAPK 활성화 기전, 그리고 zinc에 

의해 유도되는 protein kinase B (PKB/Akt)의 활성 기능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 다. H19-7세포에서 PDTC는 시간 및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사멸

을 유도하 으며, 세포 사멸 시 NF-κB의 활성화는 PDTC 자극에 의해 

증가하 으며, 이러한 NF-κB의 활성도 증가는 세포 내 [Zn
2+
]i 농도 증

가에 의한 세포사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DTC 및 zinc에 

의한 신경 세포 사멸 시 IκB kinase (IKK), casein kinase 2 (CK2),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 Akt,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와 c-Jun N-terminal kinase (JNK)등과 

같은 MAPK, GSK-3β의 활성화 및 β-catenin 단백질 분해가 유도됨을 

확인하 다. PI-3K, JNK 또는 CK2 활성 경로의 봉쇄는 zinc 이온에 의

한 IKK 활성증가 및 IκB 의 인산화 증가를 뚜렷하게 억제하고 세포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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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제한다. 또한 dominant-negative SEK를 H19-7세포에 

transfection 시켰을 때, zinc에 의한 Akt 활성화는 억제시키지 못했지만,  

kinase-inactive Akt의 일시적인 형질전환은 JNK 활성을 봉쇄하여, zinc

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세포 사멸 신호전달 과정에서 Akt가 JNK의 윗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선택적으로 CK2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제는 zinc에 의해 유발되는 JNK 활성을 억제하 지만, 반

면에 JNK 활성 억제는 CK2 활성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하 다. 위와 

같은 결과로 CK2는 zinc 이온에 의한 세포 생존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며, 

CK2-JNK 신호전달 기전은 zinc이온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전달 기

전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Akt의 활성화는 zinc에 의한 

세포 생존율 향에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kt 활성을 유도하는 

threonin 308 과 serine 473 잔기를 돌연변이 시킨 kinase-inactive Akt 

와 PI-3K와 결합을 억제시켜 Akt 활성을 억제시킨 A2-myr-Akt를 일시

적으로 형질전환 시키거나 PI-3K 억제제로 알려진 LY294002를 전처치하

여 H19-7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생존율 편차를 확인 해 본 결과, 

zinc에 의한 세포사멸 발생 시 early-phase에서 세포 사멸률의 감소를 보

다. 또한 Akt의 활성화는 GSK-3β 활성화를 유도하 는데, LY294002 

및 kinase-deficient Akt에 의해 활성이 억제됨을 볼 수 있어서, GSK-3β

의 활성화 기전은 PI-3K/Akt 신호 전달 기전에 의존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GSK-3β의 활성화는 세포 내에서 순차적으로 Tau의 과인산

화와 β-catenin의 분해를 유발하는데,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에서

도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Tau 단백의 과

인산화 및 β-catenin의 분해는 kinase-deficient GSK-3β를 H19-7 세포

에 transfection 시킬 경우, Tau 인산화는 억제하지만, β-catenin 분해는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GSK-3β에 의해 Tau는 의존적으로 인산화되며, 

β-catenin 분해에는 별 다른 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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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요약하면 PDTC는 해마 신경 세포주에서 세포 내로 zinc 이온

의 선택적 유입을 통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 여러 신호 전달

의 활성화를 거쳐 전사조절 단백 NF-κB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Zinc, PDTC, NF-κB, IKK, IκBα,CK2, JNK, MAPK,    

  PKB/Akt, GSK-3β,Tau, β-Catenin,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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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신경계 해마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관여하는  

NF-κB 활성화 기전 연구

<지도교수 이 종 은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민    규

                 Ⅰ. 서  론

신경세포의 사멸은 개체 초기 발생 및 발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

장한 조직의 항상성 유지에도 관여하고, 급성 손상 질환과 만성 퇴행성 

질환, 허혈, 노화시에도 일어난다.
1,2
 이런 신경세포 생존과 사멸은 유기적

으로 잘 조절되는 신호변환기전에 의해서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러 유전

자들의 발현을 통한 단백질 합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신경세포 사멸

의 여러 병리적 요인중 하나인 zinc는 노인성 치매 (Alzheimer's disease)

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최근 낮은 농도의 zinc는 amyloid의 응

집 및 신경세포 사멸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냅스 zinc 분포와 

amyloid plaque 들의 분포가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3
 또한 노인성 

치매의 중요 병리적 변화인 neurofilbrillary tangle의 형성에도 시냅스 

zinc가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neurofilbrillary 분해는 구조 단백의 일종

인 Tau가 비정상적으로 인산화되어 신경세포 내에 축적되는 현상인데, 

zinc와 같은 중금속들이  이러한 구조 단백질들의 변성을 일으킨다는 것

이 알려져 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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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rolidine dithiocarbamate (PDTC)는 전사 조절 단백 NF-κB의 억

제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전 실험을 통해서 PDTC는 bovine 

cerebral endothelial cell과 rat pheochromocytoma PC12 cell에서 세포 내 

zinc 이온 증가를 통해 신경 세포 사멸을 유도함이 알려졌다.
6
 또한 

PDTC에 의한 전사 조절 단백 NF-κB의 활성화에는 zinc 이온이 요구되

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zinc 이온은 전사 조절 단백 NF-κB 활성도에 다

양한 향을 끼침이 알려졌다.
7
 Zinc는 in vitro에서  NF-κB와 DNA 모

티브의 결합에 필요하다는 결과와 반대로 NF-κB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8,9
 NF-κB의 활성도에 대한 zinc 이온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NF-κB는 염증과 면역반응, 세포 생존과 사멸, 종양발생, 형질전환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 조절 단백으로 tumor necrosis 

factor α, cytokine, 성장인자,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등의 세포

분열 물질, 세균 독소, 바이러스 등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여러 종류

의 cytokine, 성장인자, 면역수용체 등의 전사를 조절한다.
10
  NF-κB의 

활성은 IκB kinase (IKK)의 활성 증가로 IκB 단백의 아미노 말단에 

serine잔기가 인산화되고, 연속적으로 IκB의 ubiqutination과 proteasome

에 의한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다. 활성화된 NF-κB는 핵 안으로 

유입, DNA의 κB 모티브와 결합하여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게 된

다.
11,12
 신경세포에서 NF-κB의 생존과 사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사

멸을 유도한다는 설과 생존을 유도한다는 설로 나뉘어져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NF-κB의 활성화가 뇌허혈에서 세포사멸을 촉진하

지만, NF-κB의 활성화 방해가 아 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에 의한 세포사

멸이 촉진된다는 보고도 있다.
13

세포 밖의 여러 신호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목표물질로 전달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세포반응을 매개하는 여러 단백질로 구성된 network가 관

여하게 된다. 성장인자 수용체로부터 세포질과 핵 내의 목표물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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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변환기전은 특히 많이 연구되어진 분야로서 성장인자가 막 수용체에 

결합하면 집합적으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신호 전

달 기전이라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들의 연속적인 활성

화가 수반된다. MAPK를 활성화시키는 외부자극들은 성장인자, 호르몬 

이외에도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외부의 여러 스트레스 자극, 독성물질 등

으로 다양하며, 이 MAPK 신호변환경로에 의해서 세포가 성장, 분화, 발

달, 사멸 등의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MAPK 경로가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성장인자에 의해 활성화되는 

extracellu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경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활

성화되는 c-Jun N-terminal kinase (JNK), p38 경로의 균형이 세포의 생

존이나 사멸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14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와 Akt (또는 protein kinase B) 

는 세포대사 뿐만 아니라 세포 분화, 증식, 생존 및 사멸에 관여, 세포 생

존과 사멸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5
 Akt는 

3-phosphoinositide가 활성화된 PI-3K와 Akt pleckstrin homology 

domain의 결합을 통하여  유도될 때 plasma membrane으로 전위되어 활

성화되어지며, 인슐린과 다양한 성장인자에 의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세

포 사멸 시 Akt는 활성을 가짐으로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caspase-9, 

FKHR, Bad 그리고 glycogen synthase kinase-3 (GSK-3) 등 여러 효소

들을 비활성화 시켜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6
 GSK-3

는 PI-3K/Akt 신호 전달 기전의 기질로서 Akt에 의해 GSK-3α의 Ser21 

부분과 GSK-3β의 Ser9 부분이 인산화 되어 활성도가 억제되고, 휴지기 

세포에서는 Tau와 β-catenin을 비활성화 시켜 세포 성장 및 증식에 관

여하며, 세포사멸 시에는  GSK-3가 활성화되어 Tau의 과인산화와 β

-catenin의 불안정화 또는 분해를 유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7
 

Casein kinase 2 (CK2)는 serine/threonine kinase로서 핵과 세포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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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며, 많은 기질들을 인산화하여 세포 내 신호변환기전에서 다양

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
 CK2의 생리적 기능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

지만, 생체내 분화, 발생 및 증식에 관여한다. 또한 많은 신경세포에서 

UV 노출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CK2 활성의 증가가 보고되면서, 세

포 내 CK2는 스트레스의 자극에 의한 세포 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19,20

이상과 같이 zinc 이온에 의한 신경 세포 사멸과 생존에 미치는 NF-

κB의 역할 및 MAPK 활성화 기전에 대한 사실들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세포에서 기원된 H19-7 세포에서 PDTC와 zinc 

자극에 대해서 전사 조절 단백 NF-κB의 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고 생존 및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MAPK, 

CK2, PKB/Akt, GSK-3β, Tau, β-catenin등의 활성화 여부를 살펴봄으

로써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유도 시 세포내 주요 신호 변환 경로가 어떻

게 관여되어 있는가를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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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실험재료

PDTC와 pyrithione은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다. 

Fetal bovine seru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과 

geneticin은 Life Technologies (Grand lsland, NY, USA)에서 구입하 고, 

[γ-
32
P] ATP는 Prekin Elmer Life Sciences (Boston, MA, USA)에서 구

입하 다.  5,6-dichlorobenzimidazole riboside (DRB)은 Calbiochem (La 

Jolla, CA, USA)에서 구입하 다. Dominant-negative SEK1 mutant 

[pSEK(AL)/EE-CMV]와 kinase-deficient MEKK mutant 

[pMEKK-KR-EE-CMV]는 D. Templet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OH, USA]에게 공급받았다. Plasmid encoding 

kinase-deficient Akt 및 A2-myr-Akt, kinase-dead GSK-3β 및 GSK-3

β-S9A를 발현하는 발현벡터는 정종경 박사 (Korea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Taejon, Korea)로부터 제공받았다. 

Kinase-inactive IKKβ [pcDNA3-Flag-IKKβ-K44A]와 recombinant 

GST-IκBα(1-54) fusion 단백을 발현하는 발현벡터는 각각 W.C. 

Green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A, USA) 및 이태호 

박사(Yonsei University, Seoul, Korea)로부터 제공받았다. 다른 모든 시

약들은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다.

2. 세포 배양 및 DNA Transfection 



- 9 -

흰쥐 태아에서 유래된 해마 신경 배양 세포주 (H19-7)는 33℃에서 기

능적으로 활성이 유지되고 39℃에서는 활성이 억제되는 온도에 민감한 

SV-40 T antigen을 발현하는 retroviral vector를 세포 내 transduction함

으로써 만들었다. H19-7 세포주는 T-antigen 기능이 활성화되는 33℃에

서는 EGF에 대해 반응하여 성장하며, T-antigen 기능이 비 활성화되는 

39℃에서는 FGF에 대해 반응하여 분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분화하지 않

고 분열 성장하는 세포는 10% FBS와 50 μM/ml streptomycin, 50 U/ml 

penicilin을 포함하는 DMEM에 200 μg/ml geneticin을 selective 

antibiotics로 사용하 다. Transfection은 LipofecAMINE reagent (Life 

Technologies Inc., Grand Island, NY, USA)를 이용하여 제공된 사용법에 

따라 시행, 24시간동안 배양한 후 transfection한 단백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3.시약 처리 및 MTT 환원 반응에 의한 세포 생존율 측정

5 x 10
5
 개의 세포를 24-well plate에서 24시간 배양 후, 각각의 시약

을 필요한 조건으로 세포에 처리, 배양하고 세포 생존율 측정을 위해 

trypan blue 염색법과 MTT  검사법을 사용하 다. Trypan blue 염색법

은 세포에 0.25% trysin을 37℃에서 5분간 처리하여 배양용기에 붙어있는 

세포를 떼어낸 후 trypan blue 염색액을 첨가하여 염색이 되지 않는 살아

있는 세포의 수를 세었다. MTT를 이용한 세포 생존률 측정을 위해 

24-well culture plate에 H19-7 세포주를 plating 하고 실험군에 따라 

DNA를 transfection하고 일정시간 후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를 최종 농도 1 mg/ml이 되도

록 세포에 넣고 2시간 배양하 다. MTT는 본래 노란색으로서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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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탈수소효소에 의해 환원되어 보라색의 formazan grain을 형성하는

데, 이 양을 정량함으로써 세포 생존율을 가늠할 수 있다. Formazan 

grain을 담고 있는 세포에 세포 배양액과 1:1 부피 비율로 extration 

buffer (20% SDS, 50% dimethylformamide, pH 7,4)를 넣고, 37℃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여 용해시켰다. 용해 액을 250 ㎕ 씩 96-well plate에 옮

겨 Spectra MAX 340 ELISA plate reader를 이용해 570 nm 파장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 다. 시약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생존율을 100%로 하

여 생존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 다. 모든 자료값을 “평균±표준오차

(mean±S.E.)"로서 표현하고, 각 실험군간의 변동 양상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분석법을 시행하 다. 

4.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분석

NF-κB 활성화는 젤 지연분석법을 통해 확인하 다. [γ-
32
P]ATP로 

표지한 NF-κB consensus oligonucleotide (5-AGTTGAGGGGA 

CTTTCCCAGGC-3, 0.0175 pmoles)와    1 μg의 poly d(I·C)를 포함한 

20 μl의 binding buffer (10 mM Tris-HCl, pH 7.6, 20 mM NaCl, 1 mM 

DTT, 1 mM EDTA, 5% glycerol)를 5 μg의 핵 단백과 섞어주었다. 상

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반응물을 6% non-denaturing gel에 부하 

하 다. 부하 전 200 V에서 1시간 먼저 전기 동하고, 부하 후 180 V에

서 2시간 전기 동을 시행하 다. 전기 동이 끝나면 gel을 건조시킨 후 

생존율 (%) =
처리군의 흡광도

  X 100
대조군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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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방사법으로 NF-κB 활성화를 관찰하 다. Competition 분석에서는 

labeling이 되지 않은 NF-κB oligonucleotide를 200배 이상 과량으로 넣

어준 후에 반응시켰다. Supershift 분석은 NF-κB 항체 (anti-50 goat 

IgG, anti-p65 goat IgG)를 혼합물에 넣고 30분간 더 반응시킨 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5. Zinc 이온 변동 형광분석

세포 내 zinc 이온 농도의 변동을 Sensi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21
 H19-7 세포를 coverslip위에 부착시켜 배양한 후 세포에 3 μM의 

magfura-2-AM를 30분간 loading하 다. 이 coverslip을 세포 배양 

chamber 바닥에 부착시킨 후 위상차 현미경에 고정시켰다. 세포를 고정

한 coverslip이 바닥을 이루고 있는 chamber에 100 mM NaCl, 4.5 mM 

KCl, 1 mM NaH2PO4, 1 mM MgSO4, 5 mM HEPES-Na, 5 mM 

HEPES, 25 mM NaHCO3, 10 mM D-glucose가 포함된 HEPES 완충용액

을 관류시켰다. 약물은 HEPES 완충용액에 일정 농도로 혼합 관류시킴으

로 처리하 다. Zinc 이온의 증감은 real time spectroflurometer (Photon 

Technology Intermational, Brunswick, NJ, USA)에서 mag-fura-2를 340 

nm와 380 nm 파장에서 excitation 시켰을 때 방출되는 형광신호를 510 

nm 파장에서 측정하 다.

6. Western blotting 분석

혈청이 함유된 배지 혹은 혈청 배제 배지에서 시약을 처리한 후 일정

시간 배양한 다음 단백질을 추출하 다. 세포를 차가운 phosphate-bu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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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e (PBS) 용액으로 한 번 씻은 후 lysis buffer (50 mM Tris, pH 7.2, 2 

mM EDTA, 1.0% Triton X-100, 0.1 mM PMSF, 1 mM Na3VO4, 1 μg/ml 

aprotinin, 1 μg/ml leupeptin)를 넣고 얼음 위에서 10분간 방치하 다. 그

리고 4℃, 1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얻어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정량 하 다. 50 μg 단

백질을 10% polyacrylamide gel에 전기 동하여 단백질을 분리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blotting kit (Bio-Rad)를 이용하여 전이

하 다. Membrane를 5% non-fat dry milk를 함유한 TBST 용액 (10 

mM Tris, pH 7.5, 100 mM NaCl, 0.15% Tween 20)으로 상온에서 2 시

간 동안 blocking 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1차 항체를  4℃에서 overnight 

반응시켰다. Tris-buffered saline (0.1% Tween 20)으로 세 번 세척한 후 

1차 항체의 유래 종에 따라  발색반응을 일으키는 효소가 부착된 2차 항

체를 4℃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Tris-buffered saline (0.1% Tween 

20)으로 세 번 세척하 다. 발색반응은 enhanced chemiluminoscence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 UK)을 이용하고, X-ray 필름에 노출하

여 확인하 다.

Anti-phospho ERK IgG, anti-phospho JNK IgG는 Promega 

(Madison, WI, USA)에서 구입하 으며, anti-phospho Akt (Ser473, 

Thr308) IgG, anti-phospho IκBα (Ser36) 항체는 Cell Signalling 

(Beverly, MA, USA)에서, anti-IKKβ 항체는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 다. Horse radish peroxidase 

anti-rabbit 및 anti-mouse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에서 구입하

다. 

7. In vitro kinas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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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K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in vitro 상에서 kinase 활성도 분석법

을 수행하 다. 혈청이 함유된 배지 혹은 혈청배제 배지에서 시약을 처리

한 후 일정시간 배양한 다음 단백질을 추출하 다. 세포를 차가운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용액으로 한 번 씻은 후 buffer A (20 

mM Tris, pH 7.9, 137 mM NaCl, 5 mM Na2EDTA,  2 mM EDTA, 

1.0% Triton X-100, 0.1 mM PMSF, 1 mM Na3VO4, 1 μg/ml aprotinin, 

1 μg/ml leupeptin)를 넣고 얼음 위에서 10분간 방치하 다. 그리고 4℃, 

1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얻어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정량을 하 다. anti-IKKβ 또는 

anti-Akt 항체를 4℃에서 protein A-sepharose bead (Pharmacia)와 2시

간 동안 결합시킨 후, 200-300 ㎍ 단백을 포함하는 세포 추출물을 혼합하

여 4℃에서 overnight 반응시킨 후, 씻어주었다. 면역침전물을 

recombinant GST-IκBα (1-54)와 혼합하여 reaction buffer (20 mM 

HEPES, pH 7.4, 0.2 mM sodium orthovanadate, 2 mM DTT, 10 mM 

MgCl2, 10μCi[γ-
32
P]ATP, 10 μM ATP)에서 30℃, 30분간 배양하 다. 

인산화 반응을 2X sample buffer를 첨가하여 중지시킨 후, 단백을 

SDS-PAGE에 전기 동하여 분리하고 인산화된 기질을 autoradigraphy

로 측정하 다.  

8. Lipid kinase assay of PI-3K

PI-3K 단백질은 anti-phosphotyrosine 단일 항체 (Upstate 

Biotechology)와 Protein A-Sepharose bead를 사용한 면역 침전법에 의해 

분리하 다. 면역 침전물은 1% Nonidet P-40과 1 mM sodium 

orthovanadate이 포함된 PBS로 2번, 100 mM Tris-HCl (pH 7.5), 500 



- 14 -

mM LiCl,  1 mM sodium orthovanadate가 포함된 buffer로 2번, 마지막

으로 150 mM NaCl, 50 mM Tris-HCl (pH 7.2)이 포함된 buffer로 2번 

씻어 주었다. 씻어준 면역침전물을 kinase buffer (20 mM HEPES, pH 

7.2, 100 mM NaCl, 10 ㎍/ml leupeptin, 10 ㎍ pepstain)와 

phosphatidylinositol/EGTA (1 mg/ml phosphoinositide, 2.5 mM EGTA) 

용액을 섞어준 다음, 상온에서 10 분간 반응시켰다. 20 mM Hepes (pH 

7.4), 5 mM MnCl2, 10 μM ATP, 20 μCi[γ-
32
P] ATP을 혼합하여 30℃

에서 15 분간 반응시켰다. 1M NaCl 용액을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킨 

후, CHCl3를 이용하여 인지질을 추출하 다. 건조시킨 샘플을 얇은 layer 

chromatography로 분리한 후, autoradiography로 활성을 측정하 다.

9. CK2 assay

In vitro에서 casein kinase 2의 활성도 측정을 위해 12 ㎍의 단백질을 

buffer A (100 mM Tris, pH8.0, 20 mM MgCl2, 100 mM NaCl, 50 mM 

KCl, 100 μM Na3VO4), 5 μCi[γ-
32
P]ATP와 1μg/μl CK2 peptide 

(synthetic 12-mer peptide substrate, RRREEETEEE, Promega, Medison, 

WI, USA)와 섞은 후 30℃에서 15분간 반응시킨다. 15분간의 반응 후에 

10 mM cold ATP와 0.4 M HCl로 반응을 멈추게 하고 각각의 샘플을 

P81 Whatman filter 종이에 spotting하고, 150 mM H3PO4을 5분간, 4번, 

acetone으로 한 번 씻은 후, automatic sacintillation counter로 활성도를 

측정한다.

10. GSK-3β activity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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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3β 활성화는 면역침전 반응물을 이용하여 정량화된 kinase 

assay를 수행하 다. 세포 lysate는 Western blot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 다. 200 μg 단백질 추출물을 Protein G-Sepharose bead 

(Sigma)와 결합한 1μg의 anti-GSK-3β antibody와 섞어주어 4℃에서 

3-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면역침전물을 50 mM Tris, pH 7.5, 0.5 M 

LiCl, 1 mM DTT가 혼합된 buffer로 2번 씻어준다. Kinase assay는 

Wang등의 방법으로 100 mM Tris, pH 8.0, 20 mM MgCl2, 100 mM 

NaCl, 50 mM KCl, 100 μM Na3VO4, 5 μCi[γ-
32
P]ATP이 혼합된 

kinase buffer에 GSK-3β의 기질인 phospho-peptide, 

KRREILSRRS(P)YR을 최종 농도가 25 μM 되게 넣어준 후, 30℃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22
 각각의 샘플을 P81 Whatman filter 종이에 spotting 

한 후, 150 mM H3PO4을 5분간, 4번을 씻은 후, acetone으로 한 번 씻고, 

말린 후에 automatic sacintillation counter로 활성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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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PDTC에 의한 H19-7 세포의 사멸 유도 분석. 

PDTC가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 농도의 PDTC를 

시간대 별로 처리하거나, 다양한 농도의 PDTC를 2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MTT 분석법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100 μM 

PDTC를 처리 할 경우 시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이 증가하 고, 24시간

에서 40% 세포사멸이 발생하 다 (그림 1A). PDTC의 다양한 농도에 의

한 세포 생존율 변화를 측정한 결과 100 μM에서 40-50% 정도 세포가 

죽고, 100 μM PDTC 이상에서는 비슷한 독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B).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100 μM PDTC을 이후 실험에서 세포사멸

의 유도 농도로 결정하 다. 

그림 1. PDTC의 시간대별과 농도 변화에 의한 세포사멸의 증가. (A) 세포에 PDTC 

100μM을 시간대별로 처리한 후 세포의 생존율을 MTT 방법으로 측정하 다. 

(B) PDTC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MTT 분석법을 이용하여 세포 사멸 정도를 확

인하 다. 데이터 값은 평균±표준편차 (n=3) (* p<0.05 vs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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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inc이온의 세포 내 유입에 의한 H19-7 세포 생존률 분

석 

PDT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과 금속이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Zn-EDTA, Ca-EDTA, ZnCl2, pyrithione등을 이용하 다. EDTA는 

calcium과 zinc를 포함하는 많은 2가 및 3가 금속의 chelator로서 작용하

며, 금속 이온이 포화된 EDTA는 자신의 금속을 방출하고 다른 금속을 

chelation 할 수 있다.
24
 그러므로 배지에 Ca-EDTA 또는 Zn-EDTA를 처

리하면 각각 Ca과 Zn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PDTC는 이전 보고

에 의하면 zinc와 copper 이온의 ionophore로서 작용함이 밝혀졌다.
25,26
  

100 μM PDTC와 다양한 2가 금속이온을 세포에 단독 또는 동시 처

리한 후 MTT 환원반응을 이용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 다. PDTC 

단독의 세포독성으로 인하여 세포 생존률이 약 70%로 감소하 으나,   

PDTC와 Ca-EDTA 또는 Zn-EDTA를 동시에 처리하 을 때 Zn-EDTA

에서는 세포 생존이 40%정도로 크게 감소하 다. PDTC와 Ca-EDTA를 

같이 처리한 경우에는 PDTC의 단독효과보다 세포 사멸을 억제하 으며, 

Ca-EDTA또는 Zn-EDTA의  단독 처리에서는  세포 사멸이 보이지 않았

다. Zinc ionophore인 pyrithione을 처리할 경우에도 30% 이상의 세포 사

멸을 확인하 다 (표 1). 이와 같은 PDTC와 zinc의 향은 trypan blue 

염색법 또는 LDH assay를 통한 살아있는 세포 수의 측정에 의해서도 같

은 비율로 세포사멸이 일어남을 확인하 다. 이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PDTC에 의한 H19-7 세포의 사멸은 calcium 보다는 zinc와 더욱 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PDT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을 zinc의 세포 내 

유입으로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을 간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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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zinc이온에 의한 세포사멸의 증가. 10% FBS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H19-7 세포에 PDTC 100μM, Zn-EDTA 10μM, Ca-EDTA 10μM, Pyrithione 

10μM를 각각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MTT 방법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

다. 데이터 값은 평균±표준 편차 (n=3).

3. Zinc 이온에 의한 H19-7 세포 사멸 시 발생하는 NF-κB

의 활성화 분석

PDTC와 H19-7 세포 사멸 시 NF-κB 활성과 세포 생존율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DTC, Zn-EDTA, Ca-EDTA, 

pyrithione 등을 일정 농도, 일정 시간으로 처리한 후에 겔 지연 분석 방

법을 통해서 NF-κB의 활성도를 분석하 다. 그림 2A에서와 같이  

PDTC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 NF-κB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한다. NF-

κB를 나타내는 띠의 결합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동위 원소

를 붙이지 않은 wild-type NF-κB oligonucletide (wκB)와 mutant NF-

κB oligonucleotide (mκB), AP-1 oligonucletide를 100배 이상 사용하여 

competition 분석법을 수행하 다. 과량의 wt NF-κB oligonucletide에 

 

Treatment MTT Reduction 
(% Value) SD (N=3) 

Control 
 

PDTC 100 µM 
             + Zn-EDTA 10 µM 
             + Ca-EDTA 10 µM 
 
 Zn-EDTA  10 µM 
 Ca-EDTA  10 µM 
  
Pyrithione  10 µM 

100 
 

71.9 
43.7 
79.6 

 
96.3 
88.5 

 
68.2 

1.58 
 

1.28 
6.31 
1.81 

 
1.08 
0.9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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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는 띠가 사라졌지만, 동일 양의 mt-κB oligonucletide와 AP-1 

oligonucletide에 의해서는 띠가 사라지지 않음으로서 NF-κB의 특이 결

합이 형성됨을 확인하 다. 각 띠가 어떤 NF-κB 아형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upershift 분석을 시행한 결과, anti-p65에 의해서 위 

부분의 띠가 사라짐을 확인하여 p65 단백이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PDTC에 의한 NF-κB 활성 증가가 zinc 농도와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Ca-EDTA 또는 Zn-EDTA를 전처치한 후 PDTC를 처리하여 

NF-κB 활성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Zn-EDTA에서는 NF-κB 활성이 

증가하 지만, Ca-EDTA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zinc 이온 

ionophore인 pyrothione을 처리하 을 때 NF-κB 활성도가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에서 언급한 PDTC가 zinc을 매개로 하여 유도하는 

세포 사멸률과 유사한 결과이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PDTC에 의한 

NF-κB 활성도의 증가는 zinc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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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NF-κB DNA 결합 활성도의 변화. (A) 

혈청이 함유된 배지에서 H19-7 세포에 PDTC (100μM), Zn-EDTA (10μM), 

Ca-EDTA (10μM), Pyrithione (10μM)을 단독 혹은 같이 처리하여 33℃에서 1

시간 동안 배양한 후 EMSA를 수행하여, NF-κB의 DNA 결합 활성도 변화를 

측정하 다. (B) NF-κB 결합 복합체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NF-κB 결합 

복합체의 분석을 위해 competition 분석법에서는 cold nucleotide (wild type or 

mutant NF-κB 또는 wild type AP-1)를 100배 이상 과량으로 넣어주었으며, 

supershift 분석법에서는 anti-p50 또는 anti-p65 IgG를 넣어주었다 (▲; specific 

NF-κB complexes, △; nonspecific band). 

4. H19-7 세포에서 PDTC에 의한 세포 내 zinc 이온 농도 

변화 분석

   PDTC에 의한 세포 내 zinc 이온의 농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세포 

내 zinc 탐침 형광물질인 magfura-2-AM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3 μM 

ZnSO4만을 처리할 경우 H19-7 세포에서의 zinc 이온의 농도변화는 일어

나지 않으나, 100 μM PDTC를 처리할 경우 8분 후부터 형광물질의 신

호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림 3A). 또한 이러한 PDTC에 

의한 zinc 이온 농도의 증가는 세포막 투과성을 갖는 zinc 이온 특이 

chelator인 TPEN에 의해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PDTC에 의

한 zinc 이온의 농도변화가 과연 zinc를 매개체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a-EDTA 및 Zn-EDTA를 각각 전 처리한 후 PDTC를 처리하

여 세포 내 zinc 이온 농도변화를 살펴보았다.   Zn-EDTA를 전처리한 

후 PDTC로 자극을 주었을 때, 세포 내 zinc 이온의 농도는 증가하 으

나, Ca-EDTA로 전 처리한 세포에서는 PDTC에 의해서 zinc 이온 농도

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3B).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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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fura-2-AM이 Ca
2+
와 Mg

2+
등의 금속 이온들을 탐지할 수도 있지만,  

3 μM Zn
2+
와 100 μM PDTC를 동시에 처리했을 경우 zinc 이온 탐지 

형광물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PDTC에 의한 세포 독성 

변화는 세포 내의 zinc 이온 농도의 증가로 매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앞의 결과에서와 같이 PDTC에 의한 세포 내 zinc 이온의 농도 증가

로 인한 H19-7 세포 사멸의 증가 및 세포 사멸 시 발생하는 NF-κB의 

활성화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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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19-7 세포에서 PDTC에 의한 세포 내 zinc 이온 농도의 증가.  (A) 

PDTC의 zinc 이온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 H19-7 세포에 magfura-2-AM (3 μ

M)을 흘려준 뒤, 위에서 언급한 시간에 ZnSO4 (10μM) 또는 PDTC (100μM)을 

처리하여 형광물질의 비율을 측정하 다. (B) Ca-EDTA와 Zn-EDTA 처리에 의

해 세포 내 zinc 이온 농도 변화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a-EDTA (10μM) 

또는 Zn-EDTA (10μM)을 전처치한 후 100 μM PDTC 을 처리하 다. 그리고 

난 후 10μM TPEN 을 처리하여 zinc 이온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 다. 세포 내 

zinc 이온 농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ratiometric fluorescence recording 

technique을 이용하 다. 각각 그림은 세 번의 독립적인 실험을 통하여 얻었다.

5. H19-7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발생하는 

IKK 활성화와 IκB의 인산화 분석 

휴지기 세포에서 NF-κB는  IκB 억제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질에 

위치한다.  다양한 자극에 의하여 IκB는 두 개의 아미노산 말단

의 serine 잔기 부위에 인산화가 일어나고, ubiquitin-proteasome 신호 

전달 기전에 의하여 빠르게 분해되고, NF-κB는 핵 안으로 이동, 활성도

가 증가한다. 이러한 NF-κB 활성도의 증가는 zinc에 의해서 유도된다는 

보고를 토대로 H19-7 세포에서 PDTC에 의해 IκBα의 인산화의 증가를 

Western blot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100 μM PDTC를 

H19-7 세포에 자극을 주었을 때, 30분부터 인산화가 증가하고 3시간까지 

IκB 인산화가 유지되었다 (그림 4A). 다음으로 IKK가 PDTC와 zinc 이

온에 의하여 활성화가 유도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In vitro에서 GST-Iκ

Bα를 기질로 하여 IKK kinase 분석법을 수행한 결과, PDTC 또는 zinc

와 pyrithione을 같이 처리할 경우 IKK 활성이 증가한다 (그림 4B). IKK 

활성도와 세포 생존율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H19-7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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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ase-inactive IKKα 또는 IKKβ mutant 발현벡터를 발현시킨 후, 100 

μM PDTC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 다. 그림4C

에서와 같이 kinase-inactive IKKα 또는 IKKβ 단백을 일시적으로 발현

시킨 H19-7 세포에서 PDTC에 유도되는 세포 사멸을 뚜렷하게 억제하

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H19-7 세포에서 PDTC와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 시 IKK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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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19-7 세포에서 zinc 이온에 의한 IKK 활성 유도와 IκBα의 인산

화. (A) 혈청이 함유된 배지에서 H19-7 세포에 PDTC 100μM (A) 또는 10 μ

M ZnCl2와 10 μM pyrithione (B)를 그림에서 언급한 시간동안 처리한 후 

Western blot 방법을 이용하여 IKKβ (B)와 phospho-IκBα (Ser32) (A)의 양 

변화를 확인하 다. (B) 200 μg 단백질 추출물에 IKKβ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

침전반응 시켰다. 면역침전물을 IKK의 기질인 GST-IκBα (1-54)와 섞어 in 

vitro에서 IKK 활성도를 측정하 다. (C) 위의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5 ㎍

의 kinase-inactive IKKα 또는 IKKβ DNA를 각각 trasnfection 시킨 후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PDTC 100 μM를 24시간동안 처리하여 MTT 분석법을 통

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 다. (** p<0.01 vs Vehicle).

6. Zinc에 의한 MAPK family인 ERK, JNK의 활성도 분석 

Zinc에 의한 MAPK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H19-7 세포에 zinc와 

pytithione을 각각 10 μM 씩 시간 별로 처리하고 각각의 활성화된 ERK

와 JNK 항체를 이용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 다. 그 결과 ERK, 

JNK는 zinc에 의해 인산화가 일어나고 (그림 5A), p38은 활성화가 일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MAPK 인산화 과정이 세포사멸에 향을 끼

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p38 kinase, MAPK의 화학적 억제제인 30μ

M SB203580 , 50μM PD98059 를 각각 전처치한 후 MTT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ERK 및 p38 kinase의 화학적 억제제는 별다른 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5B). 이러한 결과 등으로 보아 zinc에 의한 세

포사멸 유도 시 ERK는 활성화되지만 세포사멸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JNK 활성화가 IκB 인산화에 관여한다는 사

실을 Western blot을 통한 phosphp-IκB를 사용하여 MAPK 경로상 

JNK의 상위 부위에 존재하는 SEK와 MEKK의 kinase-inactive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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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현하는 vector를 세포에 일시적으로 발현시켰을 때, IκB의 인산화

가 대조군보다 훨씬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C).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zinc에 의한 NF-κB의 활성화에 JNK가 관

여하지만 ERK 또는 p38은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Zinc에 의한 H19-7 세포의 MAPK 활성화와 세포사멸, IκBα 인산

B

Treatment
Control PDTC P + MI P + mS P + SB

Vi
ab

le
 C

el
ls

40

60

80

100

120

*** **

***

*

pJNK

300 90 120 18060 Time (min)

pERK 44kDa 
42kDa 

54kDa  
46kDa  

Zn + Pyr

JNK

ERK

pJNK

300 90 120 18060 Time (min)

pERK 44kDa 
42kDa 

54kDa  
46kDa  

Zn + Pyr

JNK

ERK

A

C

pIκB

No T mMmSCCNo T

Zn + Pyr

PD SB

Zn + Pyr

pIκB

No T mMmSCCNo T

Zn + Pyr

PD SB

Zn + Pyr



- 26 -

화에 미치는 향. (A) Zinc (10 μM)와 Pyrithione (10 μM)를 동시에 시간별

로 처리한 후, phospho-ERK, wild-ERK, phospho-JNK, wild-JNK 항체를 사용

하여 MAPK의 활성도를 측정하 다. (B,C) 세포에 PD98059 (50 μM, MI), 

SB203580 (30 μM, SB)를 1시간동안 전처치한 후 PDTC 또는 zinc 와 

pyrithione을 함께 처리했을 때, 그리고 mSEK 발현벡터를 transfection 후 

PDTC로 자극을 주었을 때 세포 생존률에 미치는 향을 MTT assay를 통하여 

확인하 다. 또한 IκBα의 인산화 변화는 Western blot 분석법을 통하여 확인하

다 (* p<0.05 vs. Control, ** p<0.01, *** p<0.001).

7. Zinc에 의한 H19-7 세포에서의 PI-3 kinase와 Akt 활성

화 유도 분석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발생하는 PI-3 kinase와 Akt의 활성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PDTC 단독 혹은 zinc와 pyrithione을 같이 처리한 후 

PI-3K의 활성도 및 phospho-Akt 항체(Ser473, Thr308)를 이용한 

Western blot 분석과 in vitro에서 GST-CREB을 기질로 하여 kinase 활

성도를 측정하 다. PDTC에 의해 PI-3K의 활성도는 증가하며, 억제제인 

LY294002에 의해서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PDTC에 의해서 PI-3K

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A). 또한 zinc와 pyrithione

을 같이 처리한 후 Akt의 활성화를 Western blot 및 kinase assay를 시

행한 결과, 3 시간정도까지 지속적으로 Akt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그림 6B, C), LY294002에 의하여 Akt의 활성이 억제됨을 확인

하 다(그림 6D) 이러한 PI-3K와 Akt의 활성화는 zinc에 의한 세포사멸

에 관여함을 억제제를 전처치하거나 kinase-inactive Akt를 transfection 

시키고 난 후 zinc에 의한 세포 사멸률을 측정한 결과, 세포 생존율의 증

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E, F). 이러한 PI-3K/Akt의 신호 변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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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억제는 phospho-IκB의 인산화 억제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phospho-IκBα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

다 (그림 6G). 이러한 일련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PI-3K/Akt 신호변

환기전은 zinc에 의한 세포사멸 시 발생하는 NF-κB의 활성화에 관여하

며, 특이한 것은 Akt의 비활성화는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과정 중 

early-phase에서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킴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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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19-7세포에서 zinc에 의한 PI-3K와 Akt의 활성화와 PI-3K에 의

한 세포 생존률과 IκBα 인산화에 미치는 효과. (A) H19-7 세포에 LY 

294002 (10 μM)를 전처치한 후 PDTC (100 μM)로 자극을 주어 PI-3K 활성도

를  측정하 다. (B,C) zinc (10 μM)와 pyrithione (10 μM)을 시간대별로 세포

에 처리한 후, phospho-Akt (T308, S473) antibody를 이용하여 Akt의 활성도를 

측정하 으며, 200 μg의 단백 추출물을 Akt와 면역침전 시킨 후, GST-CREB을 

기질로 하여 in vitro 상에서 kinase assay를 수행하 다. (D) LY294002 (10 μM)

를 1 시간 동안 전처치한 후 zinc (10 μM)와 pyrithione (10 μM)을 위에 언급

한 시간별로 처리한 다음 Western blot을 시행하여 phospho-Akt의 항체를 이용

하여 Akt의 활성도를 확인하 다.  (E) LY294002 (10 μM)를 1 시간 동안 전처

치한 후 zinc (10 μM)와 pyrithione (10 μM)을 12시간 동시에 처리한 후 MTT 

방법으로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 다. (F) Kinase-deficient Akt와 A2-myr-Akt 

발현벡터를 각각 transfection 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zinc와 pyrithione을 

각각 10 μM씩 시간별로 처리한 후 MTT 분석을 시행하 다. (* p<0.05 vs. 

Con, ** p<0.01, *** p<0.001) (G) H19-7 세포에 LY294002 (10 μM)를 30 분간 

전 처리한 후, zinc와 pyrithione을 동시에 10 μM 씩 처리하 다. 추출한 50 μg

의 세포 단백질을 전기 동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에 transfer하고 

phospho-IκBα antibody를 이용,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8. Zinc에 의한 Casein Kinase 2 (CK2) 활성화 유도 

PDTC와 zinc가 H19-7 세포에서 직접적으로 CK2 활성을 유도하는지 

알아보았다. 합성 펩타이드 기질을 사용하여 CK2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

과, PDTC에 의해서 CK2 활성도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

성도 증가는 CK2의 화학적 억제제인 DRB와 Heparin에 의해서 억제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7A). 또한 이러한 CK2 활성이 IκB 인산화 및 세포 

생존률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 확인해 본 결과, PDTC에 의한 세포 사

멸 및 IκB 인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7B, C). 이러한 실

험 결과 등으로 CK2 또한 zinc에 의한 세포사멸 시 활성화는 신호전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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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일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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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19-7세포에서 zinc에 의한 CK2 활성화, CK2 억제제가 미치는 세

포 생존률, 그리고 IκBα의 인산화에 미치는 향. (A,B) 해마세포에 CK2 억

제제인 5,6-dichlro-1-β-D-ribofuranosylbenzimidazole (DRB, 100 μM) 와 

heparin (HEP, 100 μM)를 전처치 한 후 PDTC (100 μM)를 자극을 주었다. 단

백질을 추출한 다음, CK2 분석법을 통하여 CK2 활성도 및 MTT 분석법으로 세

포 생존률을 확인하 다(* p<0.01 vs. Con, *** p<0.001). (C) 5,6-dichlro-1-β

-D-ribofuranosylbenzimidazole (DRB, 100 μM)와 heparin (HEP, 100 μM)을 

각각 전 처리한 후 IκB 인산화 여부를 phospho-IκBα 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통하여 확인하 다.

9. Zinc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PI-3K, Akt, JNK, CK2의 상

호 신호 전달 기전 연관성 분석 

H19-7 세포에 zinc 자극으로 일어나는 IκB 인산화가 PI-3K, Akt, 

JNK, CK2 활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서 

dominant-negative SEK mutant를 transfection 시킨 후 24 시간동안 배

양한 세포와 PI-3K 또는 CK2의 화학적 억제제를 각각 전 처치한 세포에 

zinc로 처리를 하 다. 그리고 난 후 Akt, JNK, CK2의 활성도를 각각 측

정하 다. 실험 결과, LY294002 (10 μM)를 전처치한 후 zinc 자극을 주

었을 때 JNK의 활성도는 감소하 으며, dominant-negative SEK는 Akt

의 활성화를 억제하지 못하 다 (그림 8A). 또한 kinase-deficient Akt 

mutant를 transfection 시킨 세포에서는 zinc 자극에 의한 JNK의 활성도

가 감소하 다 (그림 8B). CK2의 화학적 억제제인 DRB, heparin을 각각 

전처치 한 후 Akt와 JNK의 활성도를 Western blot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Akt의 활성도는 변화가 없었으며, JNK의 인산화는 뚜렷하게 감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8C). CK2의 활성도는 

dominant-negative SEK나 kinase-deficient Akt에서 둘 다 뚜렷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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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림 8D). 따라서 zinc에 의한 H19-7 세포사멸 

시 유도되는 신호전달기전은 Akt와 CK2는 각각 독립적으로 활성화가 이

루어지며, 이러한 분리된 신호전달기전은 JNK의 활성화에 향을 끼친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IκB의 인산화 및 NF-κB의 활성이 유도되

는 과정에서 PI-3K/Akt와 CK2는 JNK의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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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Zinc에 의한 JNK, PI-3 kinase, CK2의 상호 신호 전달 기전 연관성 

분석. (A,B,D) H19-7세포에 각각 mSEK와 Akt-KD를 각각 transfection 시킨 

후, PDTC (100 μM)와 zinc 와 pyrithione를 각각 10 μM씩 시간대별로 처리하

다. 단백질 추출물을 얻은 다음, 전기 동하여 phospho-Akt(T308), 

phospho-JNK의 활성도 변화를 Western blot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 CK2 활성

정도를 측정하 다. (C) CK2 억제제인 DRB (100 μM) 또는 heparin (100μM)

을 각각 전처치한 후 zinc로 자극을 주었을 때, JNK의 활성도 변화를 

phospho-JNK antibody를 이용한 Western blot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 p<0.001 vs. Control).

 

10. H19-7 세포에서 Zinc에 의한 GSK-3β의 활성화 분석

GSK-3는 Akt의 기질로 활성화된 Akt에 의해 인산화되어 비활성화되

며, 세포 사멸 시에는 활성화되어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H19-7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GSK-3 활성도가 어떻

게 관여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Zinc와 pyrithione을 H19-7 세포에 시간대

별로 처리하 을 때, GSK-3α/β의 Ser9/21 잔기의 인산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A). 그러나 Ser21/9 잔기의 인산화는 세포의 생

존시 Akt에 의해 GSK-3β의 비활성화될 때 관찰되고, 세포 사멸 시에는 

tyrosine 부위의 인산화로 활성을 가지게 됨이 알려져 있다.
27,28
 Zinc에 의

해 GSK-3β 활성도 변화를 알기 위해 세포에 zinc 자극을 준 후, 추출 

단백질을 phospho-tyrosine 항체를 이용 면역 침전시킨 후, GSK-3β 

antibody로 blotting을 해 본 결과, GSK-3β의 tyrosine 인산화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 으며, in vitro에서 펩타이드를 기질로 하여 GSK-3β의 

활성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법으로 증가함을 확인하 다 (그림 

9B&C). 또한 GSK-3β 활성도 증가가 세포 사멸에 미치는 향을 알기

위해 kinase domain을 돌연변이 시킨 kinase-dead GSK3β, 비활성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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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mutation 시킨 S9A-kinase dead GSK-3β들을 H19-7 세포에

transfection 시킨 후 zinc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MTT 분석으로 확인하

다 (그림 9D). GSK-3β 활성이 없어진 각각의 돌연변이 벡터의 발현으

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률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GSK-3β의 활성도는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시 증가하며, 이러한 

GSK-3β의 활성도 증가는 zinc에 의한 신경 세포 사멸 시 관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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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Zinc에 의한 신경 세포 사멸시 유도되는 GSK-3β의 활성화 분석. 

(A) H19-7 세포에 zinc와 pyrithione을 각각 10μM씩 시간대별로 처리하여 추출 

단백질을 얻은 다음, phospho-GSK-3α/β (Ser9/21), GSK-3β antibody를 이용

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B) 세포에 zinc와 pyrithione을 처리한 후, 200 

μg의 추출 단백질을 PY20 antibody로 면역 침전시킨 후, membrane에 transfer

하고 GSK-3β antibody로 blotting 하 다. (C) Zinc와 pyrithione 자극을 준 후 

단백질을 추출하 다. 추출한 단백질 200 μg을  GSK-3β antibody와 Protein 

G-Sepharose bead와 섞어 면역침전 반응을 시킨 후, 씻어주었다. 씻고 난 면역

침점물에 kinase buffer와 GSK-3β 기질 펩타이드를 섞고 난 후, 30℃, 30 분간 

반응하여 P81 Whatman paper에 spotting 한 후 automatic sacintillation counter

로 활성도를 측정하 다. (D) Kinase-dead GSK-3β, S9A-kinase dead GSK-3

β를 각각 transfection 하여 24 시간동안 배양한 후, zinc와 pyrithione은 각각 

10μM 씩 시간대 별로 처리하여 MT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

인하 다. (** p<0.01 vs. Con, *** p<0.001) 

11.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시 유도되는 GSK-3β의 

활성화 기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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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에 의해 유도되는 GSK-3β의 활성화와 PI-3K/Akt 신호 변환 기

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H19-7 세포에 각각 PI-3K 억제제로 알

려진 10μM LY294002을 1시간 동안 전처치 하거나, 또는 kinase-deficient 

Akt, A2-myr-Akt 발현벡터를 각각 transfection 시키고 난 후, zinc에 의

한 GSK-3β의 인산화 및 활성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LY294002와 

kinase-inactive Akt는 뚜렷하게 GSK-3α/β의 Ser21/9 인산화를 억제하

으며 (그림 10A&B),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유도되는 GSK-3β의 

활성화 증가를 억제하 다 (그림 10C).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포 

사멸 시 유도되는 GSK-3β의 활성화 증가는 PI-3K/Akt 신호변환기전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포 사멸 시 GSK-3β의 활

성화는 kinase-inactive Akt mutant에 의해 억제됨을 확인함으로써, Akt

의 기능은 GSK-3β의 활성화를 조절함으로써 신경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생존률의 억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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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Zinc에 의한 신경 세포 사멸시 유도되는 GSK-3β의 활성화 기전 

분석. (A) H19-7 세포에 각각 LY294002 (10 μM), 1시간 전처치 하거나, 

kinase-deficient Akt와 A2-myr-Akt mutant 발현벡터를 transfection한 후 24 

시간동안 배양한 후, 시간별로 zinc에 대한 자극을 주었다. zinc와 pyrithione을 

각각 10μM 씩 시간대별로 처리하여 추출 단백질을 얻은 다음, phospho GSK-3

α/β (Ser9/21)을 이용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하 다. 각각의 Akt mutant 발

현벡터를 transfection 시킨 후 24시간 배양한 후, zinc와 pyrithione으로 자극을 

주어 단백질을 추출하 다. (B) 70 μg의 추출 단백질을 10 % SDS-PAGE에 전

기 동한 후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 다. (C) 추출 단백질 300 μg을  

GSK-3β antibody와 Protein G-Sepharose bead와 섞어 면역침전 반응을 시킨 

후, 씻어주었다. 씻고 난 면역침점물에 kinase buffer와 GSK-3β 기질 펩타이드

를 섞고 난 후, 30℃, 30 분간 반응하여 P81 Whatman paper에 spotting 한 후 

automatic sacintillation counter로 활성도를 측정하 다.

12.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시 유도되는 Tau 단백질

의 인산화 기전 분석

Time (min)

G
SK

-3
β 

ac
tiv

ity
 (c

pm
; x

10
5 )

No tf 
KD-Akt 
A2-myr-Akt 

0 5 10 30
2

3

4

5

C



- 38 -

Tau 단백질은 신경 세포 사멸 시 과인산화가 되어, 세포질 내에서 

tangle을 형성하며, 이는 노인성 치매에 중요한 병인으로서 작용한다.
28
 이

러한 Tau 단백의 과인산화와 zinc에 의한 세포 사멸과의 연관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 zinc와 pyrithione을 같이 처리한 후, phospho Tau (T212) 

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 다. 신경 세포 사멸 

시 과인산화가 이루어지는 Tau는 zinc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도 인산화

되고 (그림 11A), 이러한 과인산화에 의한 Tau의 의한 세포사멸은 

wild-type Tau와 caspase-3에 의해서 잘려진 부분이 없어진 mutant Tau 

(ΔTau)를 각각 transfection 시킨 후, zinc를 처리하여 MTT 분석 방법을 

통해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해 본 결과, wild-Tau는 세포 사멸률을 증가

시켰으며, ⊿Tau은 zinc에 의한 세포 사멸률을 감소 시켰다. 또한 Tau는 

휴지기 세포에서 GSK-3β가 비활성을 띠면 인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포사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된 GSK-3β에 의해 인산화가 이루어진다

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29
 이러한 신호 변화 기전이 zinc에 의한 

H19-7 세포에서도 유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kinase-deficient 

GSK-3β 또는 kinase-deficient GSK3β-S9A를 각각 transfection 시킨 

후, zinc를 2시간 처리한 후 Tau의 인산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Tau 인

산화는 kinase-deficient GSK-3β와 kinase-deficient GSK3β-S9A에서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로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 시 Tau의 과인산화는 GSK-3β 활성화에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zinc에 의한 GSK-3β의 활성화는 신경 세포 사멸을 유도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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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시 유도되는 Tau 단백질의 과인산화. 

(A) 혈청이 포함된 배지에서 H19-7 세포에 zinc와 pyrithione을 각각 10μM 씩 

시간대별로 처리하고 난 후, 추출 단백질을 얻어서 phospho Tau (T212)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B&C) Wild-type 또는 ΔTau-1 발현벡터

를 세포에 각각 transfection 하여 배양한 후, zinc와 pyrithione을 각각 10 μM 

처리하고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 MTT 분석법을 통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

다 (*** p<0.001 vs. Con, ** p<0.01). (D) Kinase-deficient GSK-3β 또는 

S9A-GSK-3β 발현벡터를 transfection 시킨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하여 zinc와 

pyrothione을  처리하고, phospho Tau (T212)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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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시 유도되는 β-catenin

의 분해 기전 분석

중추 신경계 해마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β-catenin의 안

정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zinc와 pyrithione을 H19-7 세포에 시간대별로 

처리하고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anti-β-catenin 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실험 결과 β-catenin은 zinc에 의한 세포 사

멸시 시간에 따라 분해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A). β

-catenin 분해와 zinc에 의한 세포 사멸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wild-type β-catenin (wt-cat) 과 β-catenin의 인산화  부위를 돌연변이 

시킨 dessomal plaque β-catenin DNA (DP-cat)을 각각 transfection 시

킨 후 zinc와 pyrithione을 10 μM 씩 시간별로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MTT 분석법을 통하여 확인하 다 (그림 12B&C). 실험결과 β-catenin 

분해는 zinc에 의한 세포 사멸에 별 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고 GSK-3

β의 활성에 비 의존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D).

B

0 1 2 3 246 12 18 48

86 KDa
78 KDa

β-catenin

Time (hour)

Zinc + Pyrithione
0 1 2 3 246 12 18 48

86 KDa
78 KDa

β-catenin

Time (hour)

Zinc + PyrithioneA



- 41 -

그림 12. H19-7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유도되는 β-catenin의 

분해. (A) H19-7 세포에 zinc (10 μM)와 pyrithione (10 μM)을 동시에 각각 

처리한 후, 50μg의 추출 단백질을 SDS-PAGE로 분리하여 anti-β-catenin 

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 다. (B, C) wild-type β

-catenin과 DP-β-catenin 발현벡터를 각각 H19-7세포에 transfection한 후, 24

시간동안 배양하 다. zinc와 pyrithione을 각각 처리한 후, 시간대별로 MTT 분

석법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 다(* p<0.05 vs. Con). (D) H19-7 세포

에 각각 wild-type GSK3β, kinase-deficient GSK3β, 또는 

S9A-kinase-deficient GSK3β 발현벡터를 transfection 시킨 후 24시간동안 

배양하 다. Transfection 시킨 H19-7 세포를 각각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거나, 

zinc와 pyrithione을 10 μM 씩 2시간동안 동시에 처리한 후 추출 단백질을 얻고 

anti-β-catenin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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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해마에서 유래된 신경 세포주 (H19-7)를 모델로 하여 

pyrrolidine dithiocarbamate 및 zinc를 처리하 을 때 세포 내 zinc 이온 

유입으로 인한 세포 사멸 시 NF-κB의 활성화 신호 전달 기전과 세포골

격 단백질인 Tau의 과인산화 기전을 살펴보았다.   Zinc는 신경계 질환에

서의 역할 가능성이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1,2
 대외피질 신

경세포 배양체를 과다한 zinc에 노출시키면,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한 신

경세포 사멸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zinc의 농도는 실제 동물의 뇌에서, 

경련이나 허혈의 경우에서 방출되는 아연의 세포 외 액 농도와 거의 비슷

한 수준이고, 따라서 zinc 이온의 방출은 신경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된

다. Zinc에 의해 매개되는 신경세포 사멸은 calcium 이온 통로룰 통하여 

zinc가 과다하게 신경 세포 내로 유입되어 일어난다. PDTC는 항산화제로

서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NF-κB의 DNA 결합을 방해한다

는 보고도 있고, 오히려 산화촉진제로서 작용하여 NF-κB의 DNA 결합

을 방해한다는 보고도 있다.
33
 또 세포 내 cupper 이온의 양을 증가시킴으

로서 종양 억제단백질인 p53 단백질의 down regulation을 유도하거나, 세

포 내 zinc 증가로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다.
34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마에서 유래된 신경주 세포주에서 PDTC를 

처리하 을 때, 시간과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사멸이 일어남을 관찰하 다 

(그림 1A, B). 또한 PDTC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 시 NF-κB 활성화를 

확인하 는데(그림 2A, B), 이런 결과는 bovine cerebral endothelial cell

과 PC12 세포주에서 zinc 농도의 증가로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이런 실험적 결과를 토대로 H19-7 세포에서도 PDT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zinc가 세포 내로 유입됨을 추측할 수 있었다.
35
 PDTC에 의

한 세포 사멸시 세포 내 zinc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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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금속 이온이 포화된 EDTA를 처리하여 zinc와 PDTC의 연관성을 

확인 하고자 하 다. Ca-EDTA와 free base EDTA는 세포 생존율에 대

한 PDTC의 효과를 억제하지 못하 지만, Zn-EDTA는 PDTC의 H19-7 

세포 생존율을 억제하 다 (표 1).  또한 zinc 이온의 실시간 형광분석을 

통하여 Zn와 PDTC를 처리하 을 때 세포 내 zinc 이온의 농도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런 zinc 이온의 농도 증가는 

zinc 이온의 억제제인 TPEN에 의해 뚜렷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A, B).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통하여 PDTC에 의한 세포 생존율 

조절은 선택적으로 zinc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H19-7 세포에서 PDTC는 NF-κB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2A, B). 이런 PDTC의 NF-κB 활성도 조절 효과는 여러 

시스템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조절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예로 TNF-α 

와 IL-2에 의한 NF-κB 활성증가가 고농도의 PDTC (300 μM - 1 

mM)에서는 억제하지 못하지만, 저농도의 PDTC (3 μM - 100 μM) 에

서는 억제한다는 보고 등이 있다.
36
 또한 최근 논문에 의하면 고 도의 흰

쥐 근육세포에서 PDTC는 NF-κB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여러 실험적 결과들은 PDTC가 세포의 모델에 따라 NF-κB 활

성화를 다르게 조절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7

흥미롭게도 세포 생존율과 NF-κB의 관계는 H19-7 세포와 PC 12 세

포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PC12 세포의 사멸 시 NF-κB의 활성도는  

PDTC에 의해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만,
38
 H19-7 세포에서는 NF-κB 활

성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PDTC의 신경독소 신호 전달 기전이 

PC12 세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 다. 예를 들면 PC12 세포주에

서 ERK는 혈청이 포함된 배지에서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JNK는 비활성

화가 되어있는데, 100 μM PDTC을 처리하 을 때, ERK 활성도는 감소

하고, JNK 활성도는 증가한다.
38
 하지만 H19-7 세포에서는 PDTC에 의해 

ERK와 JNK가 동시에 활성화며, 이러한 PDTC 신경 독성에 의한 J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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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유도는 H19-7 세포에서의 IKK와 NF-κB 활성화 및 세포 생존에 

뚜렷한 향을 끼친다 (그림 5B, C). 이러한 NF-κB의 서로 상반된 기능

은 말단 신경계에서 유래된 PC12 세포와 중추신경계에서 유래된 H19-7 

세포에서 PDTC와 zin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 시 활성화된 NF-κB

의 taget 유전자들을 비교한다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DTC 및 zinc에 의해 H19-7 세포에서 ERK와 

JNK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dominant-negative 

MEK를 transfection을 시키거나, MEK의 억제제로서 알려진 PD98059를 

전 처리하여 PDTC에 의해 활성화되는 ERK를 억제하 을때, PDTC 및 

zinc에 의한 세포 사멸률은 억제할 수 없었다(그림 5A, B, C). 이런 결과

를 통해서 ERK는 H19-7 세포의 PDTC에 의한 세포사멸과정에 별다른 

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독소 PDTC에 의해 IKK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NF-κB의 DNA 결합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최근 thiol결합 divalnt 

metal ion들이 IKK 활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lipophilic gold compound인 auranofindms LPS에 의해 유도되는 NF-κB 

결합 활성 증가, IKK 활성도 및 IκB의 분해함이 보고되었다.
39,40
 지금까

지 밝혀진  IKK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조절인자들이 밝혀졌는

데, 많은 독성 자극에 의해 Akt와 JNK의 신호변환 기전을 통해서 활성화

된다는 보고들은 본 실험결과를 일치한다. 게다가 Raf-JNK도 IKK의 활

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알려졌다.
41

PI-3K와 Akt는 mitogen에 의해 활성화되면 생존을 촉진시키는 인자

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PDTC는 PI-3K와 Akt의 활성화

를 유발하고 순차적으로 JNK 활성화 유도를 보 으며, 또한 PDTC 및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이들 생존인자 PI-3K와 Akt의 활성화가 이루

어짐을 관찰하 다. 최근 Akt는 많은 독성 자극에 의해 활성화가 된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pro-apoptosis의 신호전달 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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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urosporine에 의해 Akt는 활성화 되며, 또한 JNK의 scaffold protein인 

JNK interaction portein-1(JIP1)을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세포 사멸을 조

절한다는 보고도 있다.
42,43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H19-7 세포에서 zinc

에 의한 세포 사멸 시 Akt의 활성은 JNK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것과 Akt

의 활성도가 IKK의 활성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실험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A, B).

 Protein kinase CK2 는 세포의 증식, 분화 그리고 사멸에 폭 넓게 관

여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44
 CK2 활성은 혈청, 인슐린, 그리고 말단 성

장 인자 등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최근에는 p38 kinase와 

직접적으로 결합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바 있다.
45
 본 연구에서도 

H19-7 세포에서 PDTC의 세포독성에 의해 CK2의 활성을 관찰할 수 있

었으며, CK2의 활성은 JNK의 활성에 향을 끼침으로써 H19-7 세포에

서 zinc에 의한 세포사멸을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C, D).

본 연구에서 zinc에 의한 세포의 사멸 시 Akt 활성화되고, 이러한 Akt 

활성화는 kinase-inactive Akt를 transfection 시키거나 PI-3K 억제제를 

전처리하여 Akt의 활성을 억제시키고 난 후, zinc에 의한 세포의 생존율

을 확인 해 본 결과 세포 생존율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Akt가 세포 사멸

을 촉진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그림 6), 이러한 Akt 활성화의 새

로운 역할을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Akt의 기질로 알려진 

GSK-3β 활성도를 살펴보았다. GSK-3β는 신경세포에서 양 인자 결

핍 등에 의해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GSK-3β의 활성화에 의해 노인성 치

매의 주요한 병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cytoskeletal Tau 단백의 과인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
46
  GSK-3β의 억제제, LiCl를 전

처리하면, 세포 생존율의 증가가 일어난다.
47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GSK-3β는 비활성화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는데, kinase-inactive GSK-3

β를 과발현시키면 Tau 단백의 과인산화를 억제하여 세포의 생존이 증가

한다 (그림 9, 10, 11).  이러한 GSK-3β의 활성화는 Akt의 활성도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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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며, 특히 kinase-inactive Akt에 의해서 GSK-3β의 활성이 감소하면

서 zinc에 의한 세포 생존이 증가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H19-7 세

포주에서는 생존인자로서 알려진 Akt가 활성화가 세포 사멸을 촉진시킴

을 알 수 있다.

β-catenin는 다른 많은 전사 조절 인자와 마찬가지로 인산화에 의해 

세포 내에서 활성도가 조절되어지며, 활성화된 GSK-3β에 의해 인산화가 

이루어지며, down regulation 되어진다.
48
 예를 들면 Xenopus에서 β

-catenin의 인산화는 GSK-3β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인산화되는 부위를 

mutation 시킨 돌연변이 β-catenin는 GSK-3β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wild-type β-catenin 보다 더 높게 활성화되어,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49
 

또한 Tet-조절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건적으로 GSK-3β의 유전자를 발현

하는 transgenic mice에서 GSK-3β의 과발현은 Tau 과인산화와 β

-catenin 감소 및 분해가 유발되어 AD 환자에서와 같은 β-catenin 양 

감소가 보고되었다.
50,51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토대로 H19-7 신경세포에

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β-catenin의 양을 확인해 본 결과, 시간 의

존적으로 β-catenin의 분해를 확인하 다 (그림 12). 하지만 이러한 β

-catenin 감소는 mutant GSK-3β에 의해 별다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어

서 zinc에 의한 β-catenin의 level 감소는 H19-7 세포주에서 GSK-3β을 

통한 기전이 아닌 다른 신호 전달 기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추측을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PDTC에 의한 H19-7 세포의 사멸은 세포 내 

zinc 이온의 농도 증가로 발생하며, PDTC 및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유

도 시 NF-κB의 활성화 기전은 PI-3K, Akt JNK, IKK의 활성화를 통해

서 이루어진다. 또한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 시 Akt 활성화는 

GSK-3β를 활성화시킴으로서 Tau 과인산화를 유발하여 세포 사멸이 일

시적으로 촉진되며, Akt 활성 억제는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과정 중

early-phase에서 GSK-3β의 활성 억제와 Tau의 과인산화를 억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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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세포 생존을 증가시킨다. 이런 일련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세

포 생존 인자로 널리 알려진 Akt의 활성화에 의해서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Akt의 새로운 역할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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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H19-7 세포에서 NF-κB 방해제로 알려진 PDTC 자극에 대해서 세포

의 생존 및 NF-κB의 활성에 관여하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들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가를 관찰하고, Akt의 활성화와 관련

하여 Akt의 여러 기질들의 활성도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DTC의 농도 및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H19-7 세포주에서 세  

   포 사멸이 일어났으며, 이때 NF-κB 활성도가 증가하 다. 

2. PDTC에 의한 H19-7 세포주에서 세포 사멸은 다른 금속 이온  

  보다 zinc에 선택적으로 세포 독성이 나타났고, 이것은          

  Zn-EDTA에 의해 더욱 증가하는 세포 사멸에 의해 확인되었다. 

3. H19-7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PI-3K/Akt, ERK,   

  JNK 및 CK2의 활성화가 동시에 관찰되었으나, ERK의 활성은  

  세포 생존율에 향을 미치지 못해서 PC 12 세포와 다른 양상의  

  신호변환체계의 조절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4. Zinc에 의한 H19-7 세포 사멸 시 Akt 활성화는 시간에 따라 증  

  가한다. Akt 활성증가는 GSK-3β의 활성화와 세포 사멸을 유도  

  하며, H19-7 세포에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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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phase에서 중요한 cell death factor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Zinc에 의한 신경 해마 세포의 사멸 시 Tau의 과인산화 및     

  β-catenin의 분해가 일어나지만, GSK-3β에 의해서 조절되어지  

  는 것은 Tau의 과인산화이며, β-catenin의 분해는 전혀 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PDTC에 의한 세포사멸 유도는 zinc 이온에 의해 매

개되며, zinc에 의한 H19-7 세포의 사멸 시 Akt, CK2, JNK, IKK 및 Iκ

B의 신호변환기전을 통해 NF-κB 활성도가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zinc에 의한 세포 사멸 시 발생하는 Akt 활성화는 GSK-3β의 활성화 

및 Tau의 과인산화를 유도하여 세포 사멸이 유발되어, 세포 사멸 유도 

인자로서의 Akt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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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ATION OF NF-κB IN IMMORTALIZED HIPPOCAMPUS NEURONAL 

CELLS BY ZINC-INDUCED CELL DEATH. 

Young Kyu Mi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Jong Eun Lee)

Pyrrolidine dithiocarbamate (PDTC) was previously shown to induce 

cell death by the stimulation of intracellular zinc transport and 

modulation of NF-κB activity. We explored how zinc might modulate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The exposure of PDTC  

induced a dose-dependent cell death in immortalized hippocampal H19-7 

cells. During cell death the activity of NF-κB was induced and it was 

well correspondent to the increase of intracellular free zinc level. Thus 

increase subsequently activated various protein kinases, including IκB 

kinase (IKK), Akt, CK2, and MAPK, such as ERK and JNK, but not p38 

kinase. PDTC-induced IκB phosphorylation was significantly blocked by 

inhibition of JNK, but not by ERK. While the transfection with 

dominant-negative SEK did not inhibit Akt activation by zinc, 

overexpression of kinase-inactive Akt mutants completely blocked the 

activation of JNK, implying that Akt is present upstream of JNK. The 

inhibition of JNK and/or Akt did not block PDTC-induced IκB 

phophorylation completely. Furthermore, selective CK2 inhibitor, DRB, did 

not affect on PDTC-induced IκB phosphorylation.

We have also studied the possible role of Akt activity during z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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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DTC-induced neuronal cell death. Treatment of H19-7 cells with 

PDTC or zinc plus zinc ionophore led to the phosphorylation at 

Ser473/Thr308 and subsequent its activation in a time-dependent manner. 

When we examined whether any possible downstream targets of Akt are 

modulated in response to zinc, it caused the increase of the levels of 

phosphorylated GSK-3α/β at Ser9/21 as well as Tyr residues, resulting 

its activation. In addition, the overexpression of kinase-deficient Akt 

remarkably suppressed the activation of GSK-3β. Furthermore,  the 

phosphorylation of Tau followed by its cleavage appears to be dependent 

upon zinc-induced activation of GSK-3β, respectively. Taken together, 

these data suggest that intracellular zinc may modulate several signaling 

pathway implicating in neuronal cell death and survival. In addition, Akt 

and GSK-3β may play an important role to modulate cell death induced 

by zinc in CNS hippocampus neuronal cells.

    

                                                                        

Keywords-Pyrrolidine dithiocarbamate (PDTC), Zinc, NF-κB, Akt, JNK, 

IKK, GSK-3β, Tau, CNS hippocampus neuron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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