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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saicin (trans―8―methyl―6―nonenamide), a spicy component of hot 

pepper, is a homovanillic acid derivative. Several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capsaicin could be beneficial on certain types of cancer including 

colon cancer. In this study, for the evaluation of chemopreventive 

activity of capsaicin on pharyngeal cancer, we investigated whether 

capsaicin induces apoptotic cell death in FaDu human pharyngeal 

squamous carcinoma cells. Capsaicin inhibited growth of FaDu human 

pharyngeal squamous carcinoma cells in a dose dependent manner. 

Apoptotic cell death was confirmed by the analyses of DNA 

fragmentation, nuclear condensation and propidium iodide (PI) staining 

with fluorescent activated cell sorting (FACS). The increase in the 

cytosolic cytochrome C level and the activation of caspase 3, in 

response to the capsaicin treatment, were confirmed by cytochrome C 

assay and caspase 3 cellular activity assay, suggesting that apoptosis 

was induced by cytochrome C triggered caspase 3 activa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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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uggest that capsaicin may have beneficial effects for the 

treatment of pharyngeal cancer.

Key Key Key Key words: words: words: words: Capsaicin, FaDu cells, Apoptosis, Caspase―3, Cytochrom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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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고추의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 (trans―8―methyl―6―nonenamide)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고추씨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약용과 향료로 이용되고 있다[1,2]. 또한 감각신

경의 통각 신경세포에 대해 강력한 진통 및 흥분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capsaicin은 apoptosis의 유도에 의한 변형(transformed) 세포[3,4] 및 불멸화 악성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6,7,8]. Capsaicin은 cytochrome p450 2E1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 항돌연변이(antimutagenic) 또는 항암특성(anticarcinogenic property)

을 갖으며[9,10,11], 위암 및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

고 되어 있다. 사람 간암 SK-Hep 세포에 capsaicin을 처리하였을 때 bcl―2를 포함하여 

caspase―3 효소 활성을 조절하였으며, peroxisome의 분화 및 gamma receptor의 활

성에 의해 apoptosis를 유도하였다[12]. Capsaicin은 한국인 위암 세포주인 SNU―1 세포

의 apoptosis를  유도하며  p53 유전자 및 c-myc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켰다[13]. 또한 사

람의 결장암 세포 HT-29 및 breast 상피세포(H-ras transformed MCF10A)에 처리하였

을 때 gamma 수용체 및 peroxisome 활성을 증가시켜 apoptosis을 유발하였다[14]. 쥐의 

방광암 세포(MBT―2)에 대해 capsaicin은 세포내 reactive 산소의 방출을 줄이고 

apoptosis를 유발하였다[15]. 한편 발암(carcinogenesis)과정에 대한 capsaicin의 작용에 

대한 상반된 보고도 있었다. 6주 배양한 쥐에 capsaicin 10μmol을 2주일 동안 복용시킨 

후 쥐의 피부에서 carcinogenesis가 유발되는 것을 보고하였다[16]. 즉 capsaicin의 독

성 그 자체가 돌연변이 유발인자라는 것이다[17,18,19,].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술(recombinant DNA 

technology)을 이용하여 암유전자 및 항암유전자의 발현 조사 같은 유전자 수준에서의 연

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암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로는 광학현미경을 이용

한 암 형태학적 연구와 암 조직에서 확립한 세포주를 대상으로 성장 억제에 관한 세포 생

물학적 연구, 전자현미경이나 면역조직화 염색 ( immunoperoxidase staining)을 이용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암세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anchorage―independent growth 

(in vitro tumorigenicity assay), 면역기능이 결여된 nude 쥐를 이용한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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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igenicity assay나 같은 종의 실험동물에 세포를 이식시켜 종양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 암조직 및 암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 및 단백질 수준에서 발암기전에 관한 연

구들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의 두경부 암세포주인 FaDu 세포를 이용하여 고추의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이 apoptosis를 유도하여 항암효과를 일으키는 지를 세포 및 분자 생물학적 수

준에서 평가하고 두경부암 치료에 항암제로서 capsaicin 사용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cell proliferation assay (MTT), cytochrome C ELISA assay, caspase―3 

enzyme activity assay, fluorescence microscopy에 의한 apoptosis 관찰, DNA 

fragmentation assay, flow cytometric analysis, protein Kinase C (PKC) 분석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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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및및및방방방법법법

2.1 2.1 2.1 2.1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시약 시약 시약 시약 

  Capsaicin은 TOCRIS (Ellisville,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PKC assay kit는 

PROMEGA 에서, caspase-3 cellular activity assay kit는 CALBIOCHEM에서, MTT(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gromide)와 DAPI(4,6―

diamidino―2―phenylindole)는 Sigma에서 구입하였다. Cytochrome C는 ELISA 

Oncogene Researdn Products 에서 구입하였다.  

2.2 2.2 2.2 2.2 FaDu FaDu FaDu FaDu 세포 세포 세포 세포 배양 배양 배양 배양 및 및 및 및 시약처리시약처리시약처리시약처리

  FaDu 세포주는 사람의 후두 편평세포 암 종으로 10% FBS 포함한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배지를 이용하여 37℃의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주기로 MEM 배양액을 교체하였으며, 80% 배양한 FaDu 세포를 실험 조건에 따라 일정 

농도의 capsaicin 으로 처리하였다.

2.3 2.3 2.3 2.3 FaDu FaDu FaDu FaDu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형태 형태 형태 형태 관찰관찰관찰관찰

  6-well plate에 slide glass을 놓고 FaDu(2x104 cells/well) 세포를 분주하였다. 80% 

배양한 FaDu 세포를 0 μM, 50 μM, 100 μM, 200 μM 농도의 capsaicin으로 12시간, 24

시간 처리하였다. Slide glass를 꺼내어 식염수(PBS)로 씻은 후, 90% glycerol 처리하고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2.4 2.4 2.4 2.4 Cell Cell Cell Cell proliferation proliferation proliferation proliferation assay assay assay assay (MTT)(MTT)(MTT)(MTT)

  FaDu(7x103 cells/well) 세포를 96-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capsaicin을 농도별(0 μM, 50 μM, 100 μM, 200 μM, 300uM)로 24시간 간격으로 3일 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MTT 시약(0.5mg/㎖)과 성장배지를 1:9 비율로 희석, 200

㎕ 씩 96-well에 분주하고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TT 용액을 제거한 후 100㎕의 10% 

SDS, 0.01N HCl 용액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562 nm에서 ELISA로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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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다. 세포 성장률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2.5 2.5 2.5 2.5 Fluorescnce Fluorescnce Fluorescnce Fluorescnce microscopymicroscopymicroscopymicroscopy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관찰관찰관찰관찰

  6-well plate에 slide glass를 깔고 FaDu(2x104 cells/well) 세포를 분주하였다. 70% 

배양된 FaDu 세포를 capsaicin(200μM)으로 12시간과 24시간 처리하였다. 차가운 

phosphate-buffered saline(PBS)에 세척하고, 상온의 4% 포름알데히드로 10분간 고정

하였다. PBS 세척 후, 2 ㎎/㎖의 DAPI(4, 6―diamidino―2―phenylindole) 용액 2㎕를 넣

고 30분 동안 상온의 암실에서 염색하였다. 4℃ PBS로 세척(x2)한 후 공기 중에서 건조,  

90% glycerol 처리 후 cover glass를 덮고 형광현미경( Leica MPS 60, Germany, 

x400)을 이용하여 FaDu 세포핵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6 2.6 2.6 2.6 DNA DNA DNA DNA fragmentation fragmentation fragmentation fragmentation 조사조사조사조사

  5x105 cells/well FaDu 세포를 100mm dish에 분주하여 70% 배양하였다. Capsaicin (0 

μM, 100 μM, 200 μM)을 12시간 처리하여 배양 후 trypsin-EDTA로 처리하여 1.5㎖ 

tube로 옮겼다. PBS(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으로 2회 세척 후 lysis buffer 250

㎕ 를 넣고 0℃ 에서 30분간 방치하였다. 4℃의 14,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한 

후 상층을 새로운 1.5㎖ tube로 옮기고  RNase-A(1㎍/㎖) 3㎕를 가하여 37℃ 에서 40분 

간 방치하였다. 4℃의14,000rpm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고 새로운 1.5㎖ tube에 옮

겨 400㎕ isopropanol을 넣고 흔들어 주었다. 4℃의 14,000rpm 에서 15분 동안 원심 침

전시킨 후 상층을 취하여 100% 알콜 1㎖과 10M ammoun acetate 100㎕를 넣고 -70℃

에 1시간 방치하였다. 4℃의 14,000rpm에서 15분 동안 원심 침전시키고 상층을 제거한 

후 70% 에탄올 500㎕를 넣고 4℃의 14,000rpm 에서 10분 동안 원심 침전시켰다. 상층을 

제거한 후 공기 중에 5분간 건조시키고, 10㎕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추출된 genomic 

DNA는 ethidium bromide를 포함한 2% agarose gel에서 50V, 40분 동안 전기 영동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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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2.7 2.7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of of of of cytochrome cytochrome cytochrome cytochrome C C C C release release release release 

  Capsaicin 0μM, 50μM, 100μM, 200μM 농도로 12시간 처리 된 FaDu(1x106 

cells/well) 세포를 4℃ PBS로 2회 세척, 100㎕ cell lysis buffer를 넣고,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4℃, 14,000rpm 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한 후 상층 50㎕를 취해서 200㎕ 

calibrator diluent RD5P(1X)와 1:5 비율로 희석하였다. 100㎕을 취해서 96 well 

polystyrene microtiter plate에 각각 분주 후, standard 또는 sample 100㎕를 넣고, 상

온에서 2시간 배양 후 PBS로 3회 세척하였다. Cytochrome C conjugate를 각 well에 

200㎕ 씩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방치하였다. Substrate 용액을 각 well에 200㎕ 씩 넣

고 상온에서 30분간 방치 후 50㎕의 stop 용액을 각 well에 넣고 450nm 파장에서 

cytochrome C 흡광도를 측정, 대조군 값과 비교하였다. 

2.8 2.8 2.8 2.8 Caspase-3 Caspase-3 Caspase-3 Caspase-3 enzyme enzyme enzyme enzyme activity activity activity activity assay assay assay assay   

  Capsaicin(200μM)을 FaDu 세포에 0, 6, 12, 24시간 동안 처리 후 cell counting을 하여 

FaDu 세포를 2x106 cells/well씩 1.5㎖ tube에 분주하였다. 4℃ cell lysis buffer를 100

㎕씩 넣고 0℃ 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 4℃, 14,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침전시키고 

상층을 microtube로 옮겼다. 대조군과 6, 12, 24시간 동안 capsaicin 처리한 세포 추출액

을 10㎕씩 취해서 1/2 volume microtiter plate(96well)에 넣고 제공된 protocol에 따라 

0, 6, 12, 24시간에서의 caspase-3의 활성과 caspase-3 억제제 Ac-DEVD-CHO 사용

하여 0, 12, 24시간에서의  caspase-3 효소 활성도를 405nm 에서의 흡광도로 측정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2.9 2.9 2.9 2.9 Flow Flow Flow Flow cytometric cytometric cytometric cytometric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poptosis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propidium iodide (PI)로 3x105 cells/well 두경부 

암 FaDu 세포를 반응시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FBS를 

포함한 PBS 1㎖ 로 세척한 세포에 100% ethanol로 4℃에서 1시간 고정시킨 후 PBS로 

두 번 세척하고 RNase A (0.1㎎/㎖)로 37℃ 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250㎕의 

propidium iodide (PI, 50 ㎎/㎖)를 암실에서 넣고 FACS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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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PI 염색된 세포 내의 DNA 양은 Cell Quest software (Becton 

Dickinso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10 2.10 2.10 2.10 Protein Protein Protein Protein kinase kinase kinase kinase C C C C ( ( ( ( PKC) PKC) PKC) PKC) assayassayassayassay

  0μM, 50μM, 100μM, 200μM, 농도의 capsaicin을 준비된 FaDu 세포에 처리, 배양 후 

PBS로 3회 세척하였다. PMA(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100 ng/㎖ PBS)로 3

7℃에서 40분간 배양 후 세포들을 새로운 microtube에 옮기었다. 0.25mM PMSF와 10㎍

/㎖ leupeptin을 첨가한 lysis buffer를 넣고 얼음에 10분 방치한 후, 4℃의 14,000rpm 

에서 15분 동안 원심 침전시키고 상층을 새로운 1.5㎖ tube로 옮기었다. PKC activator 

5x를 1x로 희석 후 측정하자고 하는 sample과 25:1의 비율로 넣고 20~30초 sonication 

하였다. PKC assay kit 시약들을 넣고 제공된 protocol 에 따라 수행한 후 0.8% agarose 

gel에 의해 인산화 유무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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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3.1 3.1 3.1 3.1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형태 형태 형태 형태 관찰관찰관찰관찰

  300μM 농도의 capsaicin을 두경부암 FaDu 세포에 12시간 및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FaDu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고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Capsaicin 처리를 안한 대

조군에 비해 capsaicin 처리 시간 증가에 따라 FaDu 세포의 형태가 수축되거나 가늘어진 

모양들로 관찰되었다. 또한 세포 분포 밀도 역시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Fig. 1).

3.2 3.2 3.2 3.2 Cell Cell Cell Cell proliferation proliferation proliferation proliferation assay assay assay assay (MTT (MTT (MTT (MTT assay)assay)assay)assay)

  Capsaicin의 FaDu 세포 생존율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0, 50, 100, 200, 300 μ

M의 농도로 capsaicin을 처리하여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생존율을 시간 별로 조사 

한 결과 200μM capsaicin 처리 시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에 각각 54.5%, 36.4%, 

34.5%, 300μM capsaicin 처리 시 34.6%, 17.3%, 6.60% 로 대조군에 비해 시간 의존적

인 생존율 감소 현상을 보였다 (Fig. 2). 

3.3 3.3 3.3 3.3 DNA DNA DNA DNA fragmentation fragmentation fragmentation fragmentation 분석분석분석분석

  Capsaicin 0, 100, 200μM을 12 시간 처리 후 FaDu 세포에서 분리한 genomic DNA를 

2% agarose gel에 50V에서 40분간 전기영동 하였다. 200μM capsaicin을 12시간 처리

하였을 때 apoptosis의 전형적 특징인 규칙적인 DNA 분절 모양이 관찰되었다 (Fig. 3).

이러한 양상은 capsaicin에 의한 영향이 괴사에 의한 무작위적인 DNA 분해 현상과 구분

된다.

3.4 3.4 3.4 3.4 Fluorescence Fluorescence Fluorescence Fluorescence microscopymicroscopymicroscopymicroscopy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관찰관찰관찰관찰

  Capsaicin 처리한 FaDu에서 apoptosis에 의한 세포 내 핵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하여 200μM capsaicin을 FaDu 세포에 24 시간 처리하여 DAPI로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

을 이용하여 세포를 관찰하였다. Apoptosis의 전형적 특성인 세포의 수축, 즉 핵 내 염색

질의 응축 및 세포의 파열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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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 3.5 3.5 Fluorescent Fluorescent Fluorescent Fluorescent activated activated activated activated cell cell cell cell sorting sorting sorting sorting (FACS) (FACS) (FACS) (FACS) analysisanalysisanalysisanalysis

  Capsaicin이 apoptosis를 유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PI로 염색된 DNA 

hypodiploid 내용물을 fluorescent activated cell sorting (FACS) analysis에 의해 PI 측

정 channel에서 조사하였다. PI 염색된 세포 내의 DNA 양이 24시간 동안 처리한 대조군

의 6.22% 에 비해 100μM capsaicin에서는 31.3%, 200μM capsaicin에서는 55.1% 로 

FaDu 세포에 대한 capsaicin 처리 농도 증가에 따라 apoptosis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 5).

3.6 3.6 3.6 3.6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of of of of cytochrome cytochrome cytochrome cytochrome C C C C release release release release 

  Capsaicin 처리한 FaDu 세포의 cytosol에서 cytochrome C 방출을 ELISA로 측정

하였다. Standard 곡선에 의해 각 농도에 처리된 sample들의 cytochrome C 방출을 

보정하였다. 대조군에서는 1.12μg/㎖, 50μM에서는 5.43μg/㎖, 100μM에서는 4.94μg/

㎖, 200μM에서는 4.72μg/㎖로 대조군에 비해 capsaicin 처리한 세포에서 

cytochrome C의 방출이 증가되었다 (Fig. 6).

3.7 3.7 3.7 3.7 Protein Protein Protein Protein kinase kinase kinase kinase C C C C (PKC) (PKC) (PKC) (PKC) assayassayassayassay

  PKC 활성화가 FaDu 세포 사멸에 영향을 끼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0μM, 50μM, 

100μM, 200μM, 농도의 capsaicin을 24시간 처리한 후 PKC assay에 의해 인산화 유무

를 조사하였으나 PKC의 인산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Fig. 7).

3.8 3.8 3.8 3.8 Cellular Cellular Cellular Cellular caspase-3 caspase-3 caspase-3 caspase-3 enzyme enzyme enzyme enzyme activity activity activity activity assay assay assay assay 

  200μM capsaicin 을 FaDu 세포에 6시간, 12시간,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caspase-3 효

소가 활성화 유무를 조사하였다. 세포질의 caspase-3 효소 활성은 caspase의 substrat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capsaicin을 처리한 세포들에서 caspase-3 효

소의 활성 증가를 확인하였다 (Fig. 8A). 또한 caspase-3 억제제인 Ac-DEVD-CHO를 

12시간, 24시간 동안 capsaicin을 처리하여 얻은 세포질 추출물에 첨가 시 caspase-3 효

소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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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최근 capsaicin은 간암 및 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apoptosis를 유도한다고 보

고된 바 있다[1, 13]. 이 연구 논문은 사람 두경부 암세포주인 FaDu 세포를 이용하여 

capsaicin이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는 지를 조사하여 두경부암 치료에 화학암 예방

유전자로써 capsaicin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apsaicin을 처리

한 FaDu 세포들을 사용하여 cell proliferation assay (MTT assay), cytochrome C 

ELISA assay, cellular caspase―3 enzyme activity assay. fluorescence microscopy

를 이용하여 apoptosis 현상들을 관찰하는 실험들을 수행하였으며 DNA fragmentation 

분석과 flow cytometric analysis, protein kinase C (PKC) 분석 등을 수행하여 

apoptosis 현상을 조사하였다.  

  세포의 apoptosis 현상은 탈수에 의한 세포 수축, 세포막의 기포화 (blebbing), 세포질 

내의 칼슘 농도 증가, 염색질(chromatin)의 응축, endonuclease 활성화에 의한 사다리 

모양의 DNA 분절, transglutaminase의 활성화 및 핵의 변화 (apoptotic body) 현상들이 

일어난다. 또한 apoptosis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된 

cytochrome C는 이어서 caspase 효소들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TT assay에 의한 세포 독성 및 성장에 관한 실험에서 capsaicin 처리 농도 증가 및 시

간에 따라 생존율이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saicin을 두경부암 FaDu 세포에 12 

시간 동안 처리 시 대조군에 비해 200μM 및 300μM의 capsaicin 농도에서 FaDu 세포의 

성장이 50% 이상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FaDu 세포 생존율의 감

소는 현미경에 의한 형태 관찰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200μM capsaicin을 FaDu 세포에 

12시간 처리하여 분리한 genomic DNA는 endonuclease에 의한 nucleosomal DNA의 

규칙적인 DNA 절단 형태, 즉 사다리 모양의 분절을 보여주었다. 200μM capsaicin을 두

경부암 FaDu 세포에 24시간 처리한 후 DAPI로 염색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 시 

apoptosis의 전형적 특성인 세포의 수축, 즉 핵 내 염색질의 응축 및 세포의 파열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capsaicin이 간암, 결장암, 위암 등 암세포들의 성장 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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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기존 보고들과 일치하며 이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두경부암 

FaDu 세포에 대해서도 capsaicin이 유사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방출되는  cytochrome C는 apoptotic protease 

activating factor-1(Apaf-1), deoxyadenosine triphosphate(dATP)와 결합하고 이 복

합체는 다시 procaspase-9와 결합하여 이 효소를 활성화 시킨 후 이어 하부의 

caspase-3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caspase-3는 핵 안으로 이동, DNA 

fragmentation과 관련된 일련의 반응을 촉진시켜 apoptosis 현상을 유도한다[20,21]. 즉 세

포사멸의 신호전달과정을 통한 caspase의 활성화를 살펴보면 먼저 세포 외부로 부터 세

포사멸 신호가 세포 내부의 caspase로 전달되어 caspase를 활성화시켜 casapse의 N-말

단에 존재하는 부위가 단백질-단백질 결합을 통하여 세포 사멸 신호를 전달하고 caspase

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cytochrome C 방출을 조절하는 

bcl-2나 bcl-XL 단백질 들은 세포사멸 촉진 단백질인 bax와 heterodimer를 형성하거나 

항암제 처리 시 인산화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bax, bak, bad  같은 세포 사멸 

촉진 단백질들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cytochrome C를 방출할 수 있도록 pore를 형

성하기도 한다[22,34]. 이 연구 논문에서 pharyngeallll FaDu 세포에 200uM capsaicin을 12

시간 이상 처리한 후 확인된 cytochrome C 방출의 증가 및 casapse-3 효소의 활성 증가

는 capsaicin이 FaDu 세포의 apoptosis를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즉 capsaicin을 

처리한 FaDu 세포들은 염색질(chromatin)의 응축, endonuclease의 활성화에 의한 DNA

의 규칙적인 절단,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된 cytochrom C 및 caspase―3 효소들의 활성 

증가 등 전형적인 apoptosis의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caspase―3 억제제인 Ac―DEVD―

CHO를 capsaicin과 함께 처리 시 caspase―3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경 세포의 경우 capsaicin과 같은 vanilloid에 의해 protein kinase C가 활

성화되고 이어 vanilloid receptor-1(VR-1)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rostate cancer 세포(LNCap)의 경우 PKC 활성화가 세포사멸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최

근 보고되었으나 두경부 세포인 FaDu 세포의 경우 capsaicin에 의해 PKC의 활성화는 일

어나지 않았다. Capsaicin에 의한 세포 사멸 유도의 분자적 기전에 대한 최근 보고들은 

vanilloid receptor-1(VR-1)가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수용체가 아니며, capsaic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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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에 리간드로 작용하여 PPAR을 활

성화 시켜 암세포들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 논문에서 밝힌 

capsaicin에 의한 FaDu 세포 사멸 유도가 PPAR의 활성화와 연관되는 지를 더 연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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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이 연구에서는 사람 두경부암 세포주인 FaDu 세포를 이용하여 고추의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이 apoptosis를 유도하여 항암효과를 일으키는 지를 세포 및 분자 생물학적 수

준에서 평가하고 두경부암 치료에 항암제로서 capsaicin 사용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Capsaicin을 두경부암 FaDu 세포에 처리 하였을 때 농도의 증가 및 시간에 따라 FaDu 세

포의 성장이 억제되었고, apoptosis의 전형적 특성인 세포의 수축, 핵 내 염색질의 응축 

및 세포의 파열 현상이 보였고  규칙적인 DNA 절단 형태인 분절을 확인되었다. 미토콘드

리아에서 방출된 cytochrom C 양은 증가되었고, caspase―3 효소들의 활성도 증가되었

다. 종합하면 이 연구 논문에서는 capsaicin이 두경부암 FaDu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

함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두경부암의 치료와 예방에  항암제로서 capsaicin의 응

용 및 대체 식이 요법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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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설설설명명명

Fig. 1. FaDu 세포의 형태 관찰. 300μM 농도의 capsaicin을 두경부암 FaDu 세포에 

12시간 및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FaDu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고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a, In the absence of capsaicin at 12 h; b, in the absence of capsaicin at 

24 h; c, in the presence of capsaicin (300 μM)  at 12 h; d, in the presence capsaicin 

(300 μM).

Fig. 2. Cell proliferation assay (MTT assay). Capsaicin을 농도별 (0 μM, 50 μM, 100 

μM, 200 μM, 300μM)로  24시간 간격으로 3일 간 배양하였다. MTT assay 절차에 의해 

수행 후 562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ig. 3. DNA fragment assay 결과. 두경부암 FaDu 세포를 5x105 cells/well 분주, 24시

간 동안 배양 후 capsaicin 농도별(0 μM, 100 μM, 200 μM)로 1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2% agarose gel에서 50V, 40분 동안 전기 영동하여 genomic DNA fragmentation을 관

찰하였다. Lane 1, negative control; lane 2, 100μM capsaicin 처리; lane 3, 200μM 

capsaicin 처리. 

Fig. 4. Fluorescence microscopy에 의한 apoptosis 현상 관찰. Capsaicin에 의한 FaDu 

세포 apoptosis 현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DAPI로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FaDu

세포내 핵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A, negative control; B, 200 μM capsaicin 으로 

24시간 처리.

Fig. 5. Fluorescent activated cell sorting (FACS) analysis. FaDu 세포를 5x105 

cells/well 분주, 24시간 동안 배양 후 capsaicin 농도별(0 μM, 100 μM, 200 μM)로 12시

간 동안 처리하였다. A, negative control; B, in the presence of 100 μM capsaic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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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ce of 200 μM capsaicin.

Fig. 6. Analysis of cytochrome C release. Cytochrome C의 방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capsaicin을 농도별(0 μM, 50μM, 100 μM, 200 μM)로 12시간 처리하여 배양하였

다. Cytochrome C 방출은 450nm 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Fig. 7. Protein kinase C (PKC) assay. Capsaicin의 pharyngeal FaDu 세포에 대한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0μM, 50μM, 100μM, 200μM, 농도의 capsaicin을 24시간 처리한 

후 인산화 유무를 조사하였다. lane 1, positive control; lane 2, 0 uM capsaicin; lane 3, 

50 uM capsaicin; lane 4, 100 uM capsaicin; lane 5, 200 uM capsaicin; lane 6, 

negative control.

Fig. 8. Cellular caspase-3 enzyme activity assay. FaDu 세포에 200μM capsaicin을 

0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처리하여 caspase-3의 활성 변화(A)와 처리된 FaDu 세포

에 caspase-3 inhibitor인 Ac-DEVD-CHO를 처리하여 caspase-3 활성도 감소(B)를 

405nm 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B): (+), in the presence of Ac-DEVD-CHO; (-), 

in the absence of Ac-DEVD-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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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uorescent activated cell sorting (FAC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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