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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kg roun d : Rece ntly, inorganic arse nic
trioxide (As2 O3 ) was reported to induce com-
plete re miss ion in a high proportion of patients
with refractory ac ute promyelocytic le ukemia
(APL). To illustrate ce llular and molecular me-
c hanisms of As 2 O3 in the treatment of APL,
many experimenta l studies were performed on
APL- derived cell lines in vitro . Previous studies
s howed that As 2 O3 inhibited prolife ration and
induced apoptos is in the APL- derived ce ll
lines . This study was done to c larify the in
vitro mec hanis ms of As 2 O3 - induced apoptos is
in APL- derived NB4 ce ll lines .

Meth ods : To dete rmine the effects of As 2 O3

in the various conce ntrations , NB4 ce lls were
c ultured with 0.1 to 2μM/ L of As 2 O3 . To assay
the apoptos is in NB4 ce ll lines , DNA frag-
mentation assay and TUNEL we re performed .
To find out the molecular change of As 2 O3 -
induced apoptotic NB4 ce ll lines , RT- PCR and
Weste rn blot a nalys is for PML- RARα c hime ric
prote in express ion and flow cytometry for bc l-
2/ bax express ion we re performed . To clarify
the cas pase activation pathway, Western blot
analys is and flow cytometry for procas pase
express ion were pe rformed.

Re s ult s : As2 O3 induces apoptos is on NB4
cells in re lative ly high conce ntration (0 .5 to 2
μM/ L) for 2 days . Afte r 2 days of c ulture the
PML- RARα chimeric prote in express ion de-
creased rapidly by Western blot and RT- PCR
ana lys is and bcl- 2 express ion also decreased
by flow cytometry. The express ion of bax by
flow cytometry s howed a marked increase in
high concentration (2μM/ L) but the re was no
change in low concentration (0 .5μM/ L). In the
Western blot a nalys is , the amount of pro-
ènzyme of cas pase- 3 was s ignificantly de-
creased in the ce lls with high concentration (2
μM/ L) compared with that in the ce lls with
low conce ntration (0.5μM/ L). As 2 O3 induces
proteolytic process ing of pro- cas pase 7 but
not pro- cas pase 9 and 8.

Conclus ion : Apoptos is of APL- derived NB4
cell lines was induced by As 2 O3 and prog-
ressed rapidly in higher conce ntrations . During
apoptos is , activation of caspase- 7 pathway
and degradation of PML- RARα c hime ric pro-
te in, dec rease in bc l- 2 and inc rease in bax
we re s hown. (Ko re an J He mato l 2002;37:
200 ∼2 11)

K e y W ords : Arse nic trioxide (As 2 O3 ), Apo-
ptos is , NB4 ce ll lines , Cas p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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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 또는 AML-M3; 이하 APL)은 생물학적 및 임상적으

로 특이한 악성 혈액종양질환으로서 암연구 및 치료약 개

발에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다. APL의 병태 생리학적 특징

으로는 염색체 전좌 t (15;17)의 결과로 15번 염색체의 전

골수구성백혈병 (promyelocytic leukemia ; PML) 유전자와

17번 염색체의 retinoic acid receptor alpha (RARα) 유전

자가 융합되어 발현된 PML-RARα 유전자가 발견되었으

며, 이 융합단백이 APL의 중요한 발병 유전자이다. 1∼ 3) 임

상적인 특징으로는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한 심한 출혈성 경

향을 보이고 cytosine arabinoside 및 anthracycline 등의

화학요법에 감수성이 있으면서 all -trans retinoic acid

(ATRA) 같은 분화요법에 관해가 되는 특성이 있다. 4∼ 6)

ATRA의 분화요법은 항암제의 주된 부작용인 골수기능

부전이 적고 초기의 응고 장애와 치명적인 출혈경향을 개

선함으로서 초기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

의 30∼50%에서 백혈구의 급증과 이에 따른 ATRA 증후군

(retinoic acid syndrome) 7)이 발생하는 문제와 현재의

ATRA와 화학요법을 사용한 환자의 50%에서 재발하며 투

약 중단시 대부분의 환자에서 재발한다는 점과 일단 재발

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ATRA와 항암제에 저항성이 생긴

다는 점에서 치료방법의 개선이나 새로운 치료약제가 필요

하다. 4, 6∼ 8)

최근 중국에서 APL 치료의 임상실험에서 이독제독 (以毒

制毒)이라는 특이한 의학적 사상에 근거를 둔 치료법으로

arsenic trioxide (As2 O3)와 arsenic disulfide를 포함한 비

소 화합물을 사용하여 높은 관해율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

에서 비교적 장기 생존율을 보였다. 9∼ 11)
특히 As2 O3 치료

법은 골수기능억제 및 기타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일

차 치료에 저항성이 있거나 재발한 APL 환자에게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 또한 ATRA와 As2 O3 사이에서 교차저항성

(cross resistance)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 As2 O3의

APL에 대한 항암작용은 mRNA와 단백질 합성단계에서

bcl-2 유전자 표현의 하향조절 (downregulation)과 PML-

RARα 유전자의 퇴화유도와 연관되어 세포 아포프토시스

를 유발함으로서 나타난다. 9, 12) 그러나 비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1/ 3에서 과백혈구증가증 (hyperleucocytosis)이 치

료 2∼3주 사이에 발생하는 점과 골수에서 불완전 분화 과

립구의 출현은 처음 생각한 것보다 As2 O3의 항암기전이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As2 O3의 항암기

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HL-60 세포주, 13) MC/ CAR myeloma 세포주, 14) U937 세

포주15) 및 PCI- 1 세포주16)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NB4 세포

주에서의 연구보고는 아직 없다. 이에 NB4 세포를 이용하여

As2 O3에 의한 아포프토시스 유무의 관찰과 caspase 활성도의

변화를 관찰하며, PML-RARα 유전자 표현정도와 bcl-2 및

bax 유전자의 변화를 관찰하여 As2 O3의 NB4 세포에 대한 항

암기전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재 료

NB4 세포는 APL 환자의 골수세포에서 유래된 세포주

중의 하나로 t (15;17)과 PML-RARα 유전자를 가진 세포

주로서 Dr. Lanotte (Hospital Saint Louis, Paris,

France) 17)에 의해 분리된 세포주를 개인적으로 얻어 표적

세포로 사용하였다. As2 O3는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군 세포로는 HL-60 세포주를

American Type Tissu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 방 법

1) 세포 배양

As2 O3 (0. 1, 0. 5, 1 및 2μM/ L)를 첨가하고 NB4 세포

를 56℃로 비활성화된 10% 우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Grand Island, NY)과 1%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RPMI-1640 (Sigma,

St. Louis, MO)을 이용하여 37℃, 5% CO2 보온기에서

1×106/ mL의 농도로 25cm2 배양 플라스크 (Costar,

Cambridge, MA)에 부유시켜 배양하였다.

2 ) 광학 현미경 검사 및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1×105
개를 500rpm에서 5분간 cytospin (Shan-

don, Cheshire, England) 후, 공기 중에서 잘 말리고

Wright 염색을 한 후 광학 현미경하에서 아포프토시스를

확인하였다. 이때 세포의 탈락을 막기 위하여 poly-L-

lysine이 처리된 슬라이드를 이용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0. 4% trypan blue 염색법을 이용하여 광

학 현미경하에서 측정하였다.

3 ) DNA 분절검사 (f ra g me nta t io n a s s a y)

NB4 세포에 As2 O3 (0. 1, 0. 5, 1 및 2μM/ L)를 첨가하

고, 1일과 2일 배양한 후 Wizard Genomic DNA Puri-

fication Kit (Promega, Modison, WI)로 DNA를 분리하

였다. 요약하면 1×106/ mL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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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e (PBS) 용액으로 2회 원심 세척하고 상층액을 완전

히 제거한 후 여기에 600μL의 핵용해 용액과 3μL의

RNase를 넣고 혼합한 후 37℃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여

기에 200μL의 단백침전 용액을 넣고 잘 섞어 얼음 위에 5

분간 방치한 후에 16, 000G에서 4분간 원심 침전시켰다.

상층액을 600μL의 isopropanol을 포함한 새로운 1. 5mL 튜

브에 옮겨서 잘 섞은 후 16, 000G에서 1분간 원심 침전시켰

다. 그 후 상층액은 버리고 1mL의 70% 알코올로 세척한

후 16, 000G에서 1분간 원심 침전하고 알코올을 조심스럽

게 제거한 후 공기 중에 건조시켰다. 여기에 적당량의

DNA rehydration 용액으로 녹였다. 이렇게 추출한 geno-

mic DNA를 ethidium bromide를 포함한 1. 2% agarose

gel에 전기 영동시켰다.

4 ) Te rmina l deoxynuc leot idyl t ra ns fe ras e

med iated dUTP- d igoxige nine nick e nd

la be ling (TUNEL) 법을 이용한 아포프토시스 관찰

세포를 세척하고 4%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킨 다음

0. 01% poly-L-lysine이 처리된 슬라이드에 떨어뜨린 후

공기 중에서 건조시켰다. PBS에 2% 과산화수소가 들어있

는 용액으로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coplin jar에서 각

각 5분씩 PBS로 2회 세척하였다. 수분을 부드럽게 털어 내

고 검체 주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낸 후 평형형성 완충액

(equilibration buffer)을 2방울 떨어뜨리고 플라스틱

coverslip을 덮고 10∼15초간 반응시켰다. Coverslip을 제

거하고 검체에 54μL의 working strength TDT enzyme을

추가하고 플라스틱 coverslip을 덮은 후 37℃ humidified

chamber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Coverslip을 제거하고

미리 데워진 stop/ washing 완충액이 들어있는 coplin jar에

슬라이드를 넣은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를 PBS

로 3회 세척한 후 anti-digoxigenin-peroxidase를 검체에 2

방울씩 첨가하고 플라스틱 coverslip을 덮은 후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Coverslip을 제거하고 3회 세척하고 여과

된 0. 05% diaminobenzidine (DAB) 기질 (substrate) 용액

에 0. 02% 과산화수소를 추가한 후 검진 전체를 덮을 만큼의

충분한 양으로 3∼6분간 실온에서 염색하였다. 이를 증류수

로 세척한 다음 methyl green으로 10분간 대조 염색을 시행

하고 다시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100% buthanol로 3번, 크

실렌으로 2분씩 3회 처리하여 검체를 탈수시키고 표본화한 후

아포프토시스 유무를 관찰하였다.

5 ) 아포프토시스 발생시 c a s pa s e- 3 , 7 , 8 및 9

활성도 측정

(1) 유세포측정 (Flow cytometry)

As2 O3로 전처치한 NB4 세포를 0. 1% sodium azide를

포함한 PBS로 2회 세척한 후 1% paraformaldehyde

(PFA) / PBS 용액에 4℃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0. 5%

tween 20/ PBS 용액에 4℃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이를

PBS로 2회 원심 세척하고 γ-globulin 1mg/ mL을 포함한

용액으로 4℃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FITC가 부착된

rabbit anti-active caspase-3 (Pharmigen, Mountain

View, CA) 10μL를 넣고 30분간 4℃에서 반응시켰다. 이

를 세척액으로 2회 원심 세척한 후 0. 5mL 1% PFA용액에

부유시켜 FACScan (Becton-Dickinson)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때 음성 대조군은 anti-mouse Ig FITC를 동일

한 조건으로 반응시킨 부유액을 사용하였다.

(2) Western blot 분석

NB4 세포에 As2 O3 (0. 5, 2μM/ L)를 첨가하고 4시간,

15시간, 24시간 및 48시간 배양한 후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 단백분해효소억제제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포함한 40mM Tris에 NB4 세포

를 용해시켰다. 용해된 세포를 초음파로 분해하고 4℃에서

12, 0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분리한 단백질은 colorimetric bicinchoninic acid analysis

(Micro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Rockford, IL)법

에 의해 정량하였다. 각각의 단백질은 20μg씩 10% SDS-

PAGE로 분리하고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 막

(membrane) (Bio-Rad Lab, Hercules, CA)에 옮기고

8% 탈지분유를 포함한 0. 1% tween 20을 포함한 tris

buffered saline (TTBS)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막은

1:500으로 희석한 polyclonal rabbit anti-caspase-3

(Pharmigen) 항체와 1:1, 000으로 희석한 mouse poly-

clonal human anti-caspase-7 (New England Biolabs,

Beverly, MA) 항체, mouse polyclonal human caspase-8

(Pharmigen) 항체 및 mouse monoclonal human

caspase-9 (Pharmigen) 항체로 실온에서 3시간 반응시킨

후 TTBS로 3회 세척하고, 각각 1:2, 000으로 희석한

HRP-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DAKO, Den-

mark) 2차 항체와 1:3, 000으로 희석한 HRP-conjugated

Goat anti-mouse IgG (Bio-Rad) 2차 항체로 1시간 반응

후 TTBS로 3회 세척하였다.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 (Amersham Pharmacia Biotech,

England)로 막에 부착된 단백을 엑스선 필름상에 감광하여

확인하였다.

6 ) P ML- RA Rα 유전자 검출

(1) 역전사효소 중합효소연쇄반응 (reverse trans-

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 - PCR)

NB4 세포에 As2 O3 (0. 5, 2μM/ L)를 첨가하고 1일, 2

일과 3일 배양한 후 mRNA capture kit (Boehringer

Mannheim GmBH, Germany)을 이용해서 mRNA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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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mRNA capture kit를 이용해서 분리된 mRNA는

streptavidin-coated PCR 튜브에 부착되므로 튜브에 부착

된 mRNA를 Titan One tube RT-PCR System (Boeh-

ringer Mannheim GmBH, Germany)을 이용하여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였다. 튜브에 20pM 시동체

(primer) (M2, R5) , 40μM dNTPs, 5×RT-PCR 반응 완

충액 (＋1. 5mM MgCl2) , 5mM DTT-solution, 5U Rnase

Inhibitor, enzyme mix 1μL를 혼합한 반응 혼합액을 50℃

에서 30분 반응 후, 95℃에서 2분 변성시키고 95℃에서 20

초, 50℃에서 20초, 72℃에서 20초로 30회 증폭하여 72℃

에서 7분간 더 반응시켰다. PCR 산물 2μL에 대해 20pM

시동체 (M2, R8) , 40μM dNTPs, 10×반응 완충액 (＋1. 5

mM MgCl2) , 2. 5U Taq DNA 중합효소를 첨가하고 다시

한번 더 중합효소연쇄반응 (nested PCR)을 시행하였다. 증

폭조건은 처음과 동일하였으며 1. 5% agarose gel에 10μL

씩 전기영동하고 자외선 투과조명기에서 확인하였다. Size

marker는 Gene Ruler 100bp DNA Ladder Plus (MBI

Fermentas, Canada)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시동체는

(주)바이오니아에서 다음과 같이 합성 주문하였다.

M2 : 5' -CAGTGTACGCCTTCTCCATCA-3'

R5 : 5' -CCACTAGTGGTAGCCTGAGGACT-3'

R8 : 5' -CAGAACTAGTGCTCTGGGTCTCAAT-3'

(2) Western blot 분석

PML-RARα 융합 유전자에 대한 단백질 분석은 5) (2)

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1차 항체로

1:200으로 희석한 polyclonal rabbit anti-RARα (Santa-

Cruz Biotech)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7 ) 유세포측정기 이용한 bc l- 2 및 ba x 유전자 측정

As2 O3로 전처치한 NB4 세포를 0. 1% sodium azide를

포함한 PBS로 2회 세척한 후 1% PFA/ PBS 용액에 4℃에

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0. 5% tween 20/ PBS 용액에 4℃에

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이를 PBS로 2회 원심 세척하고

γ-globulin 1mg/ mL을 포함한 용액으로 4℃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FITC가 부착된 항 bcl-2 종양단백 (clone 124,

DAKO) 10μL를 첨가하여 30분간 4℃에서 반응시켰다.

bax는 항 인간 bax 항체 (Biodesine. Saco ME)를 2. 0μg/

2×105cells/ mL 첨가하고 60분간 4℃에서 반응시키고 세척

액 1mL로 2회 세척한 후 Goat Anti-Mouse Ig FITC를

4μL 첨가 후 30분간 4℃에서 반응시켰다. 이를 세척액으

로 2회 원심 세척 후 0. 5mL 1% PFA 용액에 부유시켜

FACScan (Becton-Dickins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음성 대조군은 anti-mouse Ig FITC를 동일한 조건으

로 반응시킨 부유액을 사용하였다.

3 . 통계 분석

NB4 세포 생존율과 아포프토시스 변화율, caspase-3 활

성도의 변화 및 bcl-2와 bax의 변화 등의 As2 O3의 농도에

따른 차이점은 SPSS 6. 1을 이용하여 ANOVA로 분석하고

경과일 별 각각의 농도군간의 차이는 Scheffe ' 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P값은 0. 05 미

만을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세포의 생존율 및 아포프토시스의 변화

NB4 세포에 As2 O3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배양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은 0. 1μM/ L에서는 배양 1일 후 96. 6±2. 7%

에서 배양 5일 후 96. 5±2. 1%로 변화가 없으며, As2 O3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P>0. 05) . 0. 5

μM/ L에서는 배양 1일 후 95. 6±3. 0%에서 배양 5일 후

67. 0±35. 4%로 감소되었으며, 1μM/ L에서는 배양 1일

후 94. 0±4. 8%에서 배양 3일 후에 61. 7±11. 0%로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 (P<0. 05) . 특히 2μM/ L에서는 배양 2일

후 43. 4±6. 2%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P<0. 01) . 배양 3일 후 As2 O3 각각의 농도에 따라 비교하

면 0. 1μM/ L와 0. 5μM/ L 사이에는 97. 3±1. 9% 및 91. 6

±4. 2%로 큰 차이는 없으나 1μM/ L와 2μM/ L로 농도가

클수록 61. 7±11. 0%와 15. 0±5. 9%로 급격히 생존율이

Ta b le 1 . Effe ct of As 2 O 3 o n ce ll v ia b ility of NB4 c e lls in s us pe ns io n c u lt ure fo r 5 d a ys

Concentration (μM/L) Day 1 (%) Day 2 (%) Day 3 (%) Day 4 (%) Day 5 (%)

0 97.3±1.8* 97.0±1.8† 98.0± 1.8† 99.0± 0.8† 98.5± 2.1†

0.1 96.6±2.7* 97.4±1.8† 97.3± 1.9† 95.3± 5.3† 96.5± 2.1†

0.5 95.6±3.0* 96.0±2.5† 91.6± 4.2† 78.5±19.6† 67.0±35.4†

1 94.0±4.8* 86.3±5.9† 61.7±11.0† 40.8±19.5† 53.0± 8.5†

2 90.9±3.9* 43.4±6.2† 15.0± 5.9† 0.0± 0.0† 0.0± 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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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P<0. 01) (Table 1) . 아포프토시스된 세포는

배양 후 0. 5μM/ L 이하의 저농도군에서는 3일 후까지 큰

변화는 없으나, 고농도군에서는 점차 증가되는 소견을 보

이며 특히 2μM/ L 군에서는 56. 8±9. 7%로 현저히 많아졌

다 (Fig. 1, 2, Table 2) .

Fig . 1. Apoptotic change of morphology induced by As2 O3 in cultured NB4 cells (Wright stain,
× 1,000) with 0.5μM/L, 1μM/L a nd 2μM/L As 2 O3 on day 1 (A), with 1μM/L As 2 O3 on day 1,
day 2 and day 3 (B).

(A)

Control 0 .5μM/ L

1μM/ L 2μM/ L

(B)

day 1 day 2

da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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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NA 분절검사

NB4 세포에 As2 O3를 첨가하여 발생된 아포프토시스된

세포의 DNA 분절 검사상 180bp 크기의 nucleosome 단위

의 분절된 DNA가 그 크기 간격으로 전기 영동 후 사다리

모양의 띠를 형성하였으며, 저농도군에 비해 고농도군에서

많이 보였다 (Fig. 3) .

Fig . 3 . DNA fragmentations of NB4 cells cultured with
various conce ntrations of As 2 O3 .
Lane 1 : size marker Lane 2 : control,
Lane 3 : 0.5μM/L on day 1, Lane 4 : 1μM/L on day 1,
Lane 5 : 2μM/L on day 1, Lane 6 : 0.5μM/L on day 2,
Lane 7 : 1μM/L on day 2, Lane 8 : 2μM/L on day 2

1 2 3 4 5 6 7 8

Ta b le 2 . P e rc e nta g e of A s 2 O 3 - ind uc e d a po pto s is
of NB4 c e lls by the T UNEL me tho d in s us pe ns io n
c u lt u re fo r 3 da ys

Concentration (μM/L) Day 1 (%) Day 2 (%) Day 3 (%)

0 <1 < 1 <1
0.1 <1 < 1 <1
0.5 <1 < 1 <5

1 11.8±2.3* 21.6±5.9* 24.8±6.0*

2 28.8±4.6* 34.0±10.9* 56.8±9.7*

*P<0.05

Fig . 2 . The a poptotic cells detected by the TUNEL metho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DNA fragments in liquid cultur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s2 O3 on day 2.

Control

0∼ 5μM/ L

1μM/ L

2μ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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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a s pa s e 활성도

NB4 세포에 As2 O3를 첨가 후 24시간 배양하여

FACScan을 이용하여 caspase-3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

2. 3%에 비해 0. 1μM/ L에서는 2. 5%로 차이는 없었으나,

0. 5μM/ L에서 4. 6%, 1μM/ L에서 7. 1%, 2μM/ L에서는

16. 1%로 농도군 간의 차이를 보였다 (Fig. 4) . Western

blot 분석에서는 As2 O3 0. 5μM/ L에서는 32kDa의 proca-

spase-3 위치의 띠의 크기가 시간 경과에 변화가 적었으나

As2 O3 2μM/ L에서는 procaspase-3 위치의 띠의 크기가 시

간 경과에 따라 현저히 줄었으며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에는 17kDa의 caspase-3 위치의 띠가 나타났다 (Fig. 5) .

또한 As2 O3 1μM/ L에서 procaspase-7 위치의 띠가 24시간

경과 후에 크기가 줄면서 20kDa의 caspase-7 위치의 띠가

나타났다 (Fig. 6) .

4 . P ML- RA Rα 유전자 검출

RT-PCR에서 NB4 세포에서는 초기 모든 군에서 음성

대조군인 HL-60 세포에 비교시 310bp의 위치의 띠로 양성

을 보였으며, As2 O3 0. 5μM/ L 첨가 후 1일, 2일과 3일에

관찰한 결과 같은 위치의 양성 띠 형성을 보이나 음영은 처

음에 비해 3일에서는 엷어졌으며 특히 2μM/ L 첨가 후에는

감소 정도가 심하여 3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 PML-

RARα 유전자가 점차 소실됨을 알 수 있었다 (Fig. 7) .

Western blot 분석에서는 As2 O3 0. 5μM/ L에서는 110kDa

의 PML-RARα 융합단백 위치의 띠의 크기가 시간 경과에

변화가 적으나 As2 O3 2μM/ L에서는 PML-RARα 융합단

백 위치의 띠의 크기가 시간 경과에 따라 현저히 줄어 48시

간 경과 후에는 거의 보이질 않았으며 52kDa의 RARα 단

백 위치의 크기가 다소 증가하였다 (Fig. 8) . 이는 PML-

RARα 융합단백이 분해되어 RARα 단백의 양이 증가되었

음을 시사한다.

5 . b c l- 2 및 ba x 유전자

NB4 세포에 As2 O3를 첨가한 후 흐름세포측정기를 이용

하여 bcl-2와 bax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bcl-2 유전

자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시간 경과에 따라 각각 감소되

었고 특히 고농도군에서 현저히 감소되었다 (Fig. 9) . 반면

Fig . 4 . Perce ntage of active forms of cas pase- 3 activity of
NB4 cells cultu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s 2 O3 by
flow cytometry on day 1.

Fig . 6 . Western blot a nalysis of huma n caspase- 7 in NB4
cells treated with 1μM/L concentration of As 2 O3 .
Lane 1 : control, Lane 2 : at 3 hours
Lane 3 : at 6 hours , Lane 4 : at 9 hours
Lane 5 : at 12 hours, Lane 6 : at 24 hours

1 2 3 4 5 6

35kDa
procaspase

-7

20kDa
procaspase

-7

Fig . 5 . Western blot analysis of human caspase- 3 in NB4
cel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s2 O3 .
Lane 1 : 0.5μM/L at 4 hours, Lane 2 : 2μM/L at 4 hours,
Lane 3 : 0.5μM/L at 15 hours, Lane 4 : 2μM/L at 15 hours,
Lane 5 : 0.5μM/L at 24 hours, Lane 6 : 2μM/L at 24 hours,
Lane 7 : 0.5μM/L at 48 hours, Lane 8 : 2μM/L at 48 hours,
Lane 9 : control

1 2 3 4 5 6 7 8 9

32kDa
procaspase-3

17kDa
casp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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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bax 유전자의 발현은 대조군과 저농도군에서는 의미있

는 변화가 없으나 고농도군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

되었다 (Fig. 10) .

고 찰

20세기 후반 중국에서 경험적 동양의학과 최신의학의 공

동연구를 통하여 경구용으로는 극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

한 발암물질인 As2 O3가 비경구로 사용시 부작용이 적으며

항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APL에서 치료효과

가 있음이 소개되었다. 특히 ATRA 분화요법의 문제점 발

생 후 더욱 As2 O3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APL에서의

As2 O3의 임상연구는 골수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APL과 연

관된 출혈경향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ATRA 치료

법과는 약간 흡사하지만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화학요법

과는 상당히 다른 치료법이다. 9∼ 12) As2 O3의 작용기전에 대

해서는 일차 APL 세포에서 각 농도에서의 As2 O3 시험관내

전처치 후에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소견과 생화학적 소견

(유세포측정기상 핵 DNA의 변화 및 in situ TdT labeling

반응 등)으로 아포프토시스를 확인하였다. 9∼ 13, 18)

APL의 알려진 병태생리로서 PML-RARα 유전자의 역

할을 고려할 때 APL 세포주에서 PML-RARα 유전자 양성

인 NB4 세포주에서의 As2 O3에 의한 항암기전의 연구가 의

미가 크다. 최근 NB4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에서 아포프토

시스의 유도가 APL을 치료하는 As2 O3의 작용 기전 중 하나

Fig . 7 . Electrophoresis of PML- RARα ge ne amplified by
RT- PCR of NB4 cells cultured with va rious conce ntrations of
As 2 O3 .
La ne 1 : s ize marker, Lane 2 : positive control,
La ne 3 : negative control, Lane 4 : 0.5μM/L on day 1,
La ne 5 : 2μM/L on day 1, Lane 6 : 0.5μM/L on day 2,
La ne 7 : 2μM/L on day 2, Lane 8 : 0.5μM/L on day 3,
La ne 9 : 2μM/L on day 3

3 10bp

1 2 3 4 5 6 7 8 9

Fig . 10 . Bax express ion of NB4 cells cultu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s2 O3 by flow cytometry.

Fig . 9 . Bcl- 2 expression of NB4 ce lls cultu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s 2 O3 by flow cytometry.

Fig . 8 . Western blot ana lys is of PML- RARα chime ric pro-
te in in NB4 cel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s 2 O3 .
La ne 1 : 0.5μM/L at 4 hours Lane 2 : 2μM/L at 4 hours
La ne 3 : 0.5μM/L at 15 hours Lane 4 : 2μM/L at 15 hours
La ne 5 : 0.5μM/L at 24 hours Lane 6 : 2μM/L at 24 hours
La ne 7 : 0.5μM/L at 48 hours Lane 8 : 2μM/L at 48 hours
La ne 9 : control

1 2 3 4 5 6 7 8 9

110kDa
PML-RA

Rα

52kDa
RAR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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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음이 제시되었고 특히 고농도 (0. 5∼2μM/ L)에서

아포프토시스의 유도와 저농도 (0. 1∼0. 5μM/ L)에서 부분

적 분화에 의한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PML-RARα 유전

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9) 시험관내 연구에서

쓰인 약물의 농도는 0. 5 2μM/ L이었는데 이는 약동학적

연구로 알게 된 APL 환자의 치료혈중농도범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후 다른 연구에서도 APL 세포에서 As2 O3에 의

한 아포프토시스 유발이 PML-RARα 유전자의 소실과 관

련이 있었다. 20) 그러나 APL의 다른 세포주인 ATRA-r

esistant subclone (MR2)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As2 O3가

아포프토시스를 유발할 수 있었다. 9) 또한 HL-60 세포주에

서 As2 O3에 의한 아포프토시스를 관찰한 바 있다. 13) 이는

As2 O3와 PML-RARα 유전자의 관련성에 의문이 되는 점

이다. 이런 이유로 APL 세포에서 As2 O3에 의한 아포프토

시스의 기전에 관한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시행되었

다. 2 1, 23, 24)

As2 O3에 대한 NB4 세포의 생존율의 변화는 저용량

(0. 1 0. 5μM/ L)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차이가 없으나 고용량 (1 2μM/ L)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

라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각각의 경과일

의 기준에서 고용량군일수록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

다. 또한 생존율의 감소에 반해 아포프토시스된 세포의 수

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특히 고용량군에서 많이 증

가하여 기존의 연구9)와 결과와 다르지 않다. 이는 첫째,

As2 O3가 NB4 세포의 생존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둘째

는 용량에 따라 NB4 세포에 주는 영향이 다르며, 셋째는

아포프토시스로의 진행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한 임상연구9)에서 관해 유도과정에 비정상 전골수구가 감

소하였을 때 골수와 말초혈액에서 t (15;17)을 가진 다수의

골수구 (myelocyte) 유사세포가 치료 셋째와 넷째 주에 발

견되어 As2 O3가 백혈병성 전골수구 (leukemic promyel-

ocyte)의 분화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저농도

(0. 1∼0. 5μM/ L)에서 APL 세포가 부분적으로 분화되었

다. 따라서 As2 O3는 APL 세포에 소위 농도에 의한 이중 효

과 (dose-dependent dual effect ; 고농도에서는 아포프토시

스를 유도하고 저농도에서는 부분적 분화를 자극한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 APL 세포는 As2 O3 저농도에

서 첫 2∼3주 동안 부분적으로 분화되었다가 세포 사멸로

들어가므로 As2 O3의 두 가지 효과의 복합은 APL 환자에서

의 임상적 유효성에 연관될 수 있다.

DNA 분절 검사에서는 아포프토시스된 세포에서는 일반

적으로 genomic DNA의 분절로 180∼200bp의 크기로 분

절된 DNA가 발생되므로 전기영동상 그 배수의 bp로 사다

리 모양으로 띠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
19)

인데 본 연구에서

도 많은 DNA 분절이 보였으며 특히 고농도군에서 많이 보

여 아포프토시스의 유발이 많았다. 이는 다른 연구
9, 12, 13, 18, 20) 결과와 유사하다.

As2 O3의 아포프토시스 기전이 PML-RARα 유전자의 분

해와 bcl-2 유전자의 하향조절로 유발된다고 설명하여

PML-RARα 유전자가 없는 HL-60와 U937 세포주에서는

아포프토시스 효과가 적다고 하였다. 9) 이와 유사한 결과로

As2 O3의 아포프토시스 기전이 PML-RARα 유전자와의 주

된 반응으로 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20) 최근의 연구에서

PML-RARα 유전자와 관련이 없는 세포주에서도 As2 O3에

의한 아포프토시스가 유발된다는 다른 주장들이 나왔다.

즉 단순히 PML-RARα 유전자에만 특이하게 반응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기전인 bcl-2의 하향조절과 caspase-3의

활성화 등이 함께 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8. 2 1)

ATRA의 NB4 세포주에서 아포프토시스 기전 연구22)에

서 PML-RARα 유전자가 ATRA에 의해 유도된 caspase-3

에 의해 분해되며, caspase의 선택적 억제자가 PML-

RARα 유전자 분해과정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NB4 세

포의 아포프토시스 과정에는 caspase-3의 활성화가 관련되

고, As2 O3의 NB4 세포주에서 아포프토시스 기전에도

caspase-3 활성화가 관여된다. 18, 2 1, 24) 그러나 ATRA와

As2 O3가 NB4 세포주에서 아포프토시스 기전이 동일한가의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ATRA와 As2 O3의 비교에서 As2 O3군

에서 형태학적 분화가 없이 아포프토시스를 보이고, ca-

spase-8이 활성화되며 caspase-8 억제인자에 의해 억제됨

이 관찰되나 ATRA군에서는 그런 결과가 없다. 18) 그 이유

는 As2 O3가 아미노산의 황화수소 (-SH)기와 잘 결합할 수

있으므로 세포내의 시토카인 (cytokine)에 의해 매개된 세

포내 신호전달의 활성과 밀접한 cysteine에 결합하여

caspase-8을 활성화시키며 이어 차례로 caspase-3을 활성

화한다. 또한 As2 O3가 NB4 세포에서 사망수용체 (death

receptor)인 Fas 항원과 무관하게 caspase-8을 활성화하여

아포프토시스를 유발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23) 이런 작용이

ATRA에는 없으므로 As2 O3의 NB4 세포에서의 아포프토시

스 기전에서 중요한 차이가 된다. 최근 고농도의 As2 O3에

서 미토콘드리아막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cytochrome C가

분비된 후 Apaf- 1 (apoptosis protease activating factor)의

결합과 caspase-9의 활성이 된 후 이에 의해 다음 단계로

caspase-3가 활성화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24) 본 연구에

서도 caspase-3 활성도가 저농도군에 비해 고농도군에서

현저히 높아 아포프토시스에 비례하여 증가되었다. 또한

Western blot 분석에서도 고농도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비활동성인 procaspase의 띠가 줄면서 활성화된 caspase의

크기 띠가 증가되었다. 특히 caspase-7의 뚜렷한 활성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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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없는 결과로서 이는 As2 O3의

NB4 세포 아포프토시스 유도 과정에서 caspase-7의 활성

화에 관련되어 아포프토시스가 유도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타 caspase 연속단계 (cascade)의 활성화, 사망수용체와

관련성, 시토카인의 영향과 세포내 전달과정 등의 연구가

항암기전을 밝히는데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ATRA가 선택적으로 PML-RARα 유전자에 작용을

하여 분해를 유발시킨다는 결과4∼ 6, 22)를 근거로 As2 O3에 의

해서도 PML-RARα 유전자에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아포

프토시스에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NB4 세포주와 fresh

APL 세포에서의 wild type PML 단백은 물론이고 PML-

RARα 유전자의 면역형광염색에서 의미있게 감소하며,

Western blot 분석에서도 PML-RARα 융합단백이 감소됨

을 관찰하여 증명하였다. 9) 이런 결과는 본 연구도 같은 결

과로서 RT-PCR에 의해 검출된 PML-RARα 유전자가

310bp에서 띠로 초기에 보인 후 As2 O3 0. 5μM/ L 첨가 1

일, 2일과 3일에 관찰한 결과 점차 소실되는 것이 관찰되었

으며 Western blot 분석에서도 PML-RARα 융합단백 위

치의 띠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RARα 단백 위치의 띠가 나

타나 PML-RARα 유전자의 분해현상을 알 수 있었다.

Bcl-2는 일반적으로 핵막,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와 막,

세포질세망 (endoplasmic reticulum)의 막 등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세포의 아포프토시스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25)

특히 아포프토시스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내 bcl-2는 안정

적으로 변화가 없으나 기타 세포내 존재하는 bcl-2는 약하

여 세포당 전체적인 bcl-2의 발현은 감소하게 된다. 18)

As2 O3에 의한 NB4 세포주 아포프토시스 과정에서도 bcl-2

의 발현이 감소되며9, 12, 18, 24) 본 연구에서도 고농도군에서

흐름세포측정기상 현저히 감소되었다. As2 O3가 NB4 세포

주에서 bcl-2를 mRNA와 단백질 단계에서 둘 다 효과적으

로 하향조절할 수 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As2 O3가

bcl-2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지 혹은 PML-RARα

융합단백 같은 다른 분자를 통해 하는 지는 알지 못하였으

나 최근 연구에서 PML-RARα 융합단백이 발현 안 되는

여러 세포주에서도 As2 O3에 의한 아포프토시스 과정에

bcl-2가 하향조절되어
14, 18, 24, 26, 27) NB4 세포에서도 PML-

RARα 융합단백과는 상관없는 다른 과정의 아포프토시스

기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Bcl-2의 하향조절이 caspase-

3의 활성화와 동반되어18, 2 1, 26) bcl-2와 caspase의 관련성으

로 이해되었으나, 황화수소기 융합세포주인 SH-SY5Y 세

포주를 이용한 As2 O3의 아포프토시스 관찰20)에서 bcl-2의

하향조절이 보이지 않으며 bcl-2의 과잉 발현된 SH-SY5Y

세포주가 As2 O3의 아포프토시스 과정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bcl-2에 대한 As2 O3의 작용 기전을 설명함에 있어 단순히

caspase의 활성만을 연결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

러나 최근에 bcl-2와 관련없이 고농도의 As2 O3는 직접 미

토콘드리아에 작용하여 막투과성을 증가시켜 AIF (apop-

tosis-inducing factor)가 분비되어 아포프토시스가 유발되

며, cytochrome C는 분비된 후 caspase-3의 활성화로 아

포프토시스가 유발된다고 보고하였다. 25) 따라서 As2 O3는

고농도에서 bcl-2에 작용하여 하향조절을 유도함으로써 아

포프토시스 억제작용 요소를 줄여 아포프토시스로 진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ax의 상

향조절 현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bcl-2 기전 설명에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bax 유전자는 As2 O3의 저농도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으나 고농도에서 발현이 증가하였다. Bax는

bcl-2와 이종이분체 (heterodimer)를 형성하는데 bax 단종

이분체 (homodimer)가 상승하면 아포프토시스를 증가시키

는 작용을 하므로 bcl-2와 bax는 이종이분체를 이루어 아

포프토시스를 조절한다. 19, 20 , 28) 이로서 bcl-2의 하향조절은

bax와 반작용조절에 의하며, 이런 bcl-2 및 bax의 소견은

HL-60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28)

최근에는 glutathion (GSH) redox system의 가동을 통

해서 As2 O3의 아포프토시스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29) 즉 GSH와 As2 O3의 반비례 관계를 증명하여 반응성

산소 (ROS)가 세포 독성이 있고 As2 O3의 아포프토시스 유

발에 상승효과가 있으며 ascorbic acid와 병합 사용시 일부

암세포주에 항암작용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As2 O3는 NB4 백혈병 세포주에서 아포프토

시스를 유도하며, 고농도에서 급격히 진행시키며, 아포프

토시스 과정에서 caspase 3 및 7의 활성화, PML-RARα

유전자의 소실, bcl-2의 하향조절과 bax의 상향조절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의 항암제와는 다른 기전에 의한 치

료로 일부 알려진 것이므로 임상에서의 응용 확대 및 기존

항암제에 저항성이 있는 환자에게 적은 부작용으로 안전하

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항암작용에 대한 기전이 더욱 밝혀져

야 하겠다. 따라서 향후 caspase 연속단계의 활성화 가동,

시토카인 및 신호물질과의 관련성, 세포 사망수용체에 반

응하는 인자 (death effector)로서의 작용 등 아포프토시스

의 병태생리와 관련되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요 약

배 경 : 최근에 재발된 불응성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환

자의 다수가 arsenic trioxide (As2 O3)로 관해에 유도되었

다는 보고가 있었다.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의 치료에서

As2 O3의 세포학 및 분자학적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전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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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백혈병 세포주를 갖고 많은 시험관내 실험을 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 As2 O3는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하고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급성전골구수성백혈병에서 유래된 NB4 세포주에서 As2 O3

에 의해 유도된 아포프토시스의 시험관내 기전을 밝히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 As2 O3의 다양한 농도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

0. 1, 0. 5, 1 및 2μM/ L를 첨가하고 NB4 세포를 배양하였

다. 아포프토시스를 분석하기 위해 DNA 분절검사와

TUNEL법을 시행하였다. 아포프토시스된 NB4 세포주에

서의 분자학적 변화를 보기 위해 PML-RARα 유전자의 표

현은 역전사효소 중합효소연쇄반응 (RT-PCR)과 Western

blot 분석으로 보았고, bcl-2 및 bax 유전자 측정을 위해

흐름세포측정기를 이용했다. Caspase 활성을 알아보기 위

해 procaspase 표현을 Western blot 분석과 유세포측정기

로서 확인하였다.

결 과 : 배양 2일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인 0. 5에서

2μM/ L에서 NB4 세포주의 아포프토시스가 유도되었다. 2

일간 배양 후 PMR-RARα 유전자 표현은 Western blot 분

석과 RT-PCR로 분석한 결과 현저히 감소하였다. Bcl-2 표

현도 유세포측정기상 감소하였다. 유세포측정기로 분석한

bax의 표현도 고농도 (2μM/ L)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으

나 저농도 (0. 5μM/ L)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Capase- 3의

proenzyme이 Western blot 분석상 저농도 (0. 5μM/ L)에

서보다 고농도 (2μM/ L)에서 현저히 떨어졌으며, pro-

caspase 7도 고농도 (2μM/ L)에서 감소되었다.

결 론 : NB4 백혈병 세포주는 As2 O3에 의해 아포프토시

스가 유도되며, 고농도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아포프토시

스 과정에서 caspase 3 및 7의 활성화, PML-RARα 유전

자의 소실, bcl-2의 하향조절과 bax의 상향조절 등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As2 O3는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세포에서

아포프토시스를 유발하고 세포 분화를 유도하므로 이를 응

용하여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치료

에 저항성이 있거나 재발된 환자에서 적은 부작용으로 안

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As2 O3를 이용한 아포프토

시스 기전의 연구는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외에 다른 악성

종양질환의 세포형태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임상적

응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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