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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cumin이 PWM에 의해 활성화된 Epstein-Barr 바이러스 변형

사람 B 림프종 세포의 사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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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intended to clarify the apoptotic effects of curcumin on Epstein-Barr virus transformed

human B lymphoma (EBV-B) cell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curcumin induced endoplasmic

reticulum(ER) stress as well as apoptotic cell death in EBV-B cells, although the magnitude of action was insignificant.

When EBV-B cells activated by pokeweed mitogen (PWM) were treated with the same concentrations of curcumin, it

was found that higher ER stress (GRP78, P-PERK, XBP-1, ATF6, and CHOP expressed) increased unfold protein

response (UPR) and thus, apoptosis attributed to ER stress, compared to non-activated EBV-B cells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curcumi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leukemi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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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urcumin(Turmeric yellow, C21H20O63)
1)
은 生薑科(생강과;

Zingiberaceae)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온울금 Curcuma

wenyujin2,3)= C. aromatica4), 천울금 C. chuanyujin2), 강황 C.

longa2)
, 봉아출 C. aeruginosa2,3)

= C. phaeocaulis4)
및 광서아출 C.

kwangsinsis2,3) 등의 塊根2), 根莖2)에 共通으로 함유된 有效成分 가

운데 主要한 成分이다1,2,5). Curcumin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turmeric에서 분리된 노란 색소로서
6)
利膽

1)
, 抗菌

1,3)
등의 약리작

용이 있다.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스트레스란 소포체 내의

조절단계인 폴딩(folding)과 당화를 저해하는 모든 환경, 그리고

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 수준의 반응을 통칭하는 말이

다7). 다만 평균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에서는 일상적

으로 폴딩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폴딩 상의 문제가 세포 자

체의 두 가지 능력인 단백질의 폴딩을 강화시키는 능력과 폴딩

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청소하는 능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환경이

되면 세포는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이 두 가지 능력을 강화시

킴과 동시에,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을 줄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일련의 세포 반응을 unfolded

protein response(UPR)라고 한다7-9).

ER스트레스는 UPR을 촉발시킨다. 포유동물세포에서 UPR은

3가지 ER스트레스-저항성 센서로 구성되는 신호전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은 포유동물세포에서 UPR은 ER스트레스

에 존재하는 센서로 구성되는 신호전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

다. Protein kinase R-like endoplasmic reticulum kinase(PERK),

inositol-requiring enzyme 1(IRE1), 그리고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ATF6)와 같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7-9).

UPR 유도는 일반적인 단백질합성을 감소시키며, 발생기 단

백질의 ER스트레스로의 유입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ER스트레스

저항성 샤페론 전사, 효소의 접힘, 축적된 misfolded 단백질의 축

적을 예방하기 위한 단백질 분해 기전의 성분을 증가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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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misfolded 단백질은 단백질 성숙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예방하면서 ER스트레스 조절시

스템에 의해서 인식되고 ER스트레스에 보유된다. UPR은 세포가

양면성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생존할 수 있게 한다7-9). 그러나, 만

약 스트레스가 심각하거나 지속된다면, UPR 활성화는 결국 세포

주기를 조절하거나 세포사멸에 이르게 한다
10-17)

.

Curcumin은 항암, 항염증, 항산화, 항증식 효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약리학적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8,19).

Curcumin은 정상 세포보다 몇 가지 종류의 암세포에 대해 효과

적으로 세포사멸을 일으킨다. Curcumin에 의하여 유도된 세포

사멸의 가능한 기전은 증가된 Bax에 의해 시작되는 caspase의

활성화,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와 관련있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그것은 pro-apoptotic 활성을 가지는 Bcl-2계 단백질이다20-22).

Curcumin은 강한 항염증과 면역억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

Curcumin은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cellular 반응과 성장을 조절

하는 것을 보여 왔으나23) curcumin이 B세포의 세포사멸효과에

대한 硏究報告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curcumin이 ER스트레스

반응의 유도를 통해서 암세포화된 B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는 것을 관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Curcumin, pokeweed mitogen(PWM), 그리고

Thapsigargin(TG)는 Sigma-Aldrich(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

으며, Bcl-2, procaspase-3, PERK, CHOP와 ß-actin에 대한 항체

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lif)에서 구입하였

고 phosphor(p)-IRE1α에 대한 항체는 Novus Biologicals

(Littleton, CO)에서 구입하였다. 또 ATF6에 대한 항체는

Biomol(PlymouthMeeting, Pa)에서 구입하였으며 p-PERK and

Xbp-1에 대한 항체는 Biolegend(San Diego, Calif)에서 구입하였

고 GRP78에 대한 항체는 Stressgen(Ann Arobor, MI)에서 구입

하였으며, 다른 모든 화합물들은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2. 방법

1) 세포배양

Epstein-Barr virus-transformed B(EBV-B)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100 U/ml penicillin, and 100 ug/ml

streptomycin이 첨가된 RPMI 1640 medium(Gibco, BRL)에서 기

본적으로 배양하였으며 세포들은 37℃, 5% CO2환경의 세포배양

기 속에서 배양하였다24).

2) Western Blot 과 Densitometry Analyses

처리 후, 세포를 수확하여 찬 PBS로 2회 세척하였다. 세포는

150mM NaCl, 1.0% IGEPAL®CA-63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50 mM Tris, protease inhibitor

cocktails, phophatase inhibitor cocktails로 20분간 처리하여 용

해시켰다. 용해질은 4℃, 13,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시켜서

상등액을 모았다. 단백질은 BCA protein assay reagent(Pierce)로

정량하였다. 샘플은 Laemmli buffer로 5분간 끓였고, 동일양의

단백질들(50µg of protein)이 8% to 12% SDS-PAGE로 분리되었

으며, 이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멤브레인으로 옮겨졌다.

멤브레인은 0.1% Tween 20을 포함하는 5% nonfat milk 용액

(PBS-T)으로 30분간 blocking하였고, BCL-2(1:500),

procaspase-3(1:500), p-PERK(1:500), p-IRE1a(1:500), XBP-1

(1:1000), ATF6(1:500), GRP78(1:1000), CHOP(1:500)에 대한 항체

와 함께 3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PBS-T로 세 번을 세척한 후, 멤

브레인은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2차 항체에 60분

간 배양하였다. PBS-T로 5회 세척 후, 멤브레인은

chemiluminescent solution에 5분간 배양하였고 단백질 밴드는

x-ray film 상에 가시화시켰다. Densitometry 분석을 위하여,

optical density(the gray-scale value of pixels: 0 to 255)는 Scion

Image를 사용하는 inverted digital images(Scion Corp,

Frederick, M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5,26)

.

3) 세포사멸 측정을 위한 Annexin V-FITC 염색

Curcumin과 함께 배양된 시간대별로 다양한 스트레스 유도

체들에 노출된 세포들은 10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으며,

pellets은 1.0 ml의 PBS와 1.0 ml 의 cold binding buffer(10 mM

Hepes/NaOH, pH 7.4, 140 mM NaCl, and 2.5 mM CaCl2)로 두

번 세척하였다. 세포는 100 ul의 binding buffer에 재현탁하였고,

상온의 어두운 곳에서 2 ul의 Annexin V-FITC 용액과 10 ul PI

용액에 15분간 염색하였다. 그리고나서, 샘플은 400 ul의 binding

buffer에 희석되었고 30분 이내에 유세포분석기를 통하여 분석하

였다. 모든 샘플에 대해 최소 50,000 세포들을 유지하였으며, 샘

플들은 FACScalibur flow cytometer(BD Biosciences,

Erembodegem, Belgium)로 분석하였다
25)

.

4) 유세포분석기를 통한 DNA Content 분석

세포들은 6 well dishes에서 배양되었고 처리에 노출되었다.

세포는 수확한 후 한차례 ice-cold PBS로 세척하였고, 원심분리

하여 얻은 pellete은 70% ice-cold 에탄올로 고정하였다. PBS로

한 차례 세척한 후, 세포들은 37℃에서 20분간 RNAse digeste하

였다. 이후, 10분간 50 μg/ml PI로 염색하였다. DNA contents는

FACScalibur flow cytomet ERS(BD Biosciences, Erembodegem,

Belgium)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포사멸성 세포의 마커인

sub-G1가 diminished DNA content의 발생이다
27)

.

5)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GraphPad Prism software version

4(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를 통하여 이루어졌

다. 3 또는 그 이상의 그룹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성의 t-test에 의

한 one-way 분석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최소한 3번의 독립적

인 실험들의 평균(M) ± 표준편차(SD)로 표현하였다.

결 과

1. curcumin의 EBV-B 세포의 세포사멸에 대한 효과

Curcumin은 in vitro 실험에서 다른 암세포의 죽음을 유도

하는 것을 보여 왔다. 반면, 이러한 phytochemical은 정상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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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EBV-B세포에서, curcumin은

PWM에 의한 비자극 세포에 대해 농도 의존적으로 sub-G1 분획

(Fig. 1A)과 annexin V 염색된(Fig. 1B) 세포수를 증가시켰다. 그

러나 curcumin은 PWM-자극 EBV-B세포에 대해서는 sub-G1의

분획과 annexin V 염색된 세포수를 더 많이 증가시켰다. 즉

curcumin은 PWM으로 자극이 안된 EBV-B세포에서 어느 정도

apoptosis를 유도하지만 PWM으로 자극된 세포에서 apoptosis를

더욱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Fig. 1). Curcumin에 의하여 유도된

세포사멸은 증가된 Bax에 의해 시작되는 caspase의 활성화, 미토

콘드리아 기능저하와 관련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것은

pro-apoptotic 활성을 가지는 Bcl-2계 단백질이다. PWM으로 자

극이 안 된 그리고 PWM으로 자극된 EBV-B 세포에서, curcumin

에 의한 세포사멸의 유도는 anti-apoptotic Bcl-2 발현의 감소와

procaspase-3의 감소율을 동반하였다(Fig. 1C).

Fig. 1. Effects of curcumin on apoptosis of EBV-B cells. Cells were
preincubated for 48h with presence or absence 5 mg/mL PWM and were then

exposed for 12 hours (A and B) or 6h (C) to indicated concentrations of curcumin.

sub-G1 fraction, quantification of apoptotic cells and Western blot analysis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2. Curcumin과 PWM이 EBV-B 세포의 UPR에 미치는 영향

ER스트레스는 UPR을 촉발시킨다. Curcumin이 B세포에 있

어서 ER스트레스를 야기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몇 가지 ER스

트레스-특이적 신호들을 측정하였다. 먼저, PERK와 elF2a의 인

산화 경향을 측정하였다. 왜냐하면, ER스트레스-저항성 트랜스

멤브레인 카이네이저인 PERK는 ER의 lumen에서 축적된

unfolded 단백질에 대한 반응에서 세포질내 카이네즈(kinase)를

오토인산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활성화된 PERK는 eIF2a를 포

함하는 몇몇 세포질 내 단백질을 인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Western blot 분석을 통하여 세포가 curcumin과 함

께 2시간동안 배양되었을 때 PERK와 eIF2a의 인산화가 증가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A). 다음으로 GRP78/Bip, XBP-1, 그

리고 CHOP/GADD153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Fig. 2B에서,

curcumin에 의한 GRP78/Bip, Xbp-1 그리고 CHOP/GADD153

의 발현이 curcumin 처리 6시간 후에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나

타내고 있다. PWM이 EBV-B 세포에서 ER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Fig. 3에서 보여지듯이, PWM 그 자체가

XBP-1, ATF6 그리고 CHOP/GADD153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Fig. 2. Effects of curcumin on unfolded protein response of EBV-B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2 hours (A) or 6 hours (B)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curcumin. Western blot analysis for p-PERK, p-eIF2, GRP78,

Xbp-1 and CHOP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Fig. 3. Effects of PWM on unfolded protein response of EBV-B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48 hours with 5 ug/mL PWM. Western blot analysis (A)

for GRP78, Xbp-1, ATF6 and CHOP, and densitometry analysis (B)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Blots shown are representativ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3. Curcumin이 활성화된 EBV-B 세포의 unfolded protein

response(UPR)에 대한 효과

Fig. 3과 4에서 보듯이, curcumin은 PWM로 자극된 EBV-B

세포의 GRP78, Xbp-1과 CHOP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ER스트레

스는 ER에서 작동하는 pro-세포사멸성 그리고 항-세포사멸성 분

자들 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세포사멸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왔

고, curcumin은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PWM으로 자극된 EBV-B

세포에서 심각한 ER스트레스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curcumin이 장기적인 ER스트레스를 유도한 후, 그것이 결국 세

포의 세포사멸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curcumin이 EBV-B세포에서 ER스트레스-유도 세포사멸을

야기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5에서 보듯이

Annexin V/PI 염색과 유세포분석기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생존

율 감소는 세포사멸에 기인하였다. 즉, Fig. 5의 A에서 보듯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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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이나 PWM과 TG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보다 PWM과

TG를 동시 처리할 경우 세포사멸을 나타내는 sub G1 분획인

M1에 포함되는 죽은 세포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Annexin

V/PI로 염색한 결과인 B의 경우 PWM와 TG를 병용 투여한 경

우가 대조군이나 PWM 혹은 TG를 단독 처리한 경우보다 사멸된

세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Fig. 4. Effects of curcumin on unfolded protein response of

activatied EBV-B cells. Cells were preincubated for 48 hours with presence or
absence 5mg/mL PWM and were then exposed for 6 hours to indicated

concentrations of curcumin. Western blot analysis (A) for Xbp-1, ATF6 and CHOP,

and densitometry analysis (B)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Fig. 5. Effects of TG on apoptosis of EBV-B cells. Cells were
preincubated for 48 hours presence or absence with 5mg/mL PWM and were then

exposed for 12 hours to indicated concentrations of 2mmol TG (A and B).

Quantification of apoptotic cells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고 찰

Curcumin(Turmeric yellow, C21H20O63)
1)
은 생강과

(Zingiberaceae)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온울금 Curcuma

wenyujin
2)

, 천울금 C. chuanyujin
2)

, 강황 C. longa
2)

, 봉아출 C.

aeruginosa (= C. aeruginosa)2) 및 광서아출 C. kwangsinsis2) 등

의 塊根2), 根莖2)에 공통으로 함유된 유효성분 가운데 주요한 성

분이다.

이러한 Curcumin, 이 함유된 이 식물들의 塊根2), 根莖2)은

한의약에서 각각 鬱金3-5), 薑黃2-5), 蓬朮2) 혹은 莪朮3)이라고 칭하

며 前者는 辛․苦, 寒 無毒하고 心․肝․膽 三經에 작용하여 涼

血淸心, 行氣解鬱, 活血止痛, 疏肝利膽 등의 효능이 있어 神志不

淸, 驚癎, 癲狂, 脇痛, 痛經, 月經不調, 癥瘕積塊, 吐衄血, 濕熱黃

疸 등의 병증을 치료하고 中者는 苦․辛, 溫 無毒하고 脾․肝 二

經에 작용하여 破血行氣, 通經止痛 등의 효능이 있어 血瘀氣滯의

諸證, 脇痛, 經閉腹痛, 風濕臂痛, 跌打損傷, 瘡癰 등을 치료하며

後者는 辛․苦, 溫 無毒하고 肝․脾 二經에 작용하여 行氣破血,

消積止痛 등의 효능이 있어 血氣心痛, 飮食積滯, 脘腹脹滿疼痛,

血滯經閉, 痛經, 癥瘕積聚, 打撲損傷 등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응

용하고 있는데 주로 동남아시아의 아열대지방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다2).

Curcumin이 Epstein-Barr 바이러스로 변형된 사람 B 림프종

세포에 미치는 세포사멸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한 결과

curcumin이 PWM으로 자극되거나 자극되지 않은 EBV-B세포에

있어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PWM

으로 자극된 EBV-B세포는 농도 의존성 경향을 보이며 더욱 세포

사멸성 세포죽음을 보였다.

Caspase 3의 활성화는 세포사멸이 일어나는 동안 사건들을

초기에 조절하며, 그것은 세포형태학에 있어서의 변화와 DNA

절단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Caspase 3는 cytoskeletal

구조를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cytoplasmic과 핵단백질의 주요

부분의 절단을 매개한다
28)

. B세포 림포마-2(Bcl-2)계 단백질은

anti- 그리고 pro-세포사멸성 단백질을 둘 다 포함하고 있다.

Bcl-2와 Bcl-XL은 Bcl-2계 단백질의 ani-apoptotic을 일으키는 주

요 단백질들이며, B 림포마에서 발현되어진다. 이러한 각각의 단

백질들은 부분적으로 B세포활성화 이후 생존을 유지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29,30).

PWM으로 자극된 그리고 curcumin으로 처리된 EBV-B세포

는 세포사멸성 세포죽음을 나타내는 Bcl-2와 caspase 3의 감소를

보였다. ER는 단백질 합성, 전사 후 조절, 적당한 접힘, 그리고

새롭게 합성된 막 단백질과 분비형 단백질의 성숙에 대해 책임

이 있는 사이토플라즈믹 구획이다. 고농도의 단백질의 존재로 인

하여, ER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샤페론은 folding-competent 상

태에서 단백질을 유지시키고 뭉침으로부터 단백질 접힘 중간물

질을 막는다7-9). 그러나 하이폭시아(hypoxia), 영양결핍, 이황화결

합의 감소, 그리고 어떤 단백질들의 과발현 등을 포함하는 일정

범위의 세포독성 조건하에서, 단백질 misfolding이 적당한 ER 기

능의 붕괴를 통하여 일어나며, 그것은 ER에서 unfolded 단백질

의 축적과 뭉침을 초래한다. ER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증상을

모아서 ER스트레스라고 부른다
31)

.

포유동물에서 이러한 ER스트레스 막 단백질, 즉

IRE-1(inositol requiring element 1), ATF(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 그리고 PERK(protein kinase-like ER resistance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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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며, 이들은 ER스트레스를 인지하고 ER스트레스

chaperones glucose-regulated protein(GRP78/Bip)와 같은 ER스

트레스 cheperones을 유도하는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키거나 또

는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기 위하여 eukaryotic

initiation 인자 2(eIF2)를 인산화 시킨다. 이러한 과정들을

unfolded 단백질 반응(UPR)이라고 부른다
14,15)

. UPR활성화의 기

본 효과는 ER스트레스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기관들에 대한 손상을 제한하고 prolonged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세포기관들을 보호하기도 한

다. 심각한 ER스트레스의 조건하에서, 세포는 적응할 수 없고,

UPR은 세포사멸을 촉발시킨다16). ER스트레스와 세포사멸을 연

결시키는 몇 가지 기전이 제시되었다
17)

. ER스트레스는 capase-12

와 C/EBP homologous protein/growth arrest, 그리고

CHOP/GADD153(DNA damage-inducible gene 153)를 활성화

시켜줌으로써 apoptosis가 일어나는 과정에 관련된 ER스트레스

specific cascade을 일으킨다16,17). 많은 연구자들이 curcumin이

다른 세포에서 pro-세포사멸 ER스트레스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11-17)

.

EBV-B세포에서 curcumin에 의하여 유도된 세포사멸에 관

련되는 분자기전을 알기 위해, 본 연구는 ER스트레스의 개시를

유도하는 UPR의 신호전달 물질을 측정하한 결과 curcumin은

PERK, eIF2a, GRP78, 그리고 cleaved Xbp-1 전사인자를 증가시

켰다. 이는 curcumin이 EBV-B세포에서 ER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Curcumin 뿐만 아니라 PWM은 EBV-B세포에서 ER스트레

스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UPR은 “physiologic” UPR로서 “ER스

트레스” 또는 “terminal” UPR과는 다르며, 이것은 심각한 또는

prolonged ER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화학물질 또는 영양결핍에

의해 유도된다
16,17)

. 이러한 결과는 UPR components가 PWM으

로 자극된 EBV-B세포에서 이미 많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urcumin은 자극이 안 된 EBV-B세포에서보다

PWM-자극된 EBV-B세포에서 더 심각한 UPR을 야기하였다. 결

과적으로 curcumin은 자극이 안 된 EBV-B세포보다 PWM으로

자극된 EBV-B세포에서 더 높은 세포사멸성 EBV-B세포죽음을

유도하였다.

UPR 신호전달 경로 중에서, CHOP는 표적세포에 있어서

chronic 그리고 excessive ER스트레스가 세포사멸성 세포죽음을

일으킬 때, pro-세포사멸성 분자로서 알려져 있다7-10). 이 실험

에서 curcumin은 PWM으로 자극된 EBV-B세포에서 더 많은

CHOP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PWM으로 자극

된 세포들이 curcumin으로 처리되었을 때, EBV-B세포가 더 죽

는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PWM으로 자극된 EBV-B세포의 세포사멸성 세포죽음이 ER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도된 UPR에 의해 야기되는지의 여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PWM으로 자극된 EBV-B 세포에 ERS스트

레스 유도제로서 잘 알려진 TG를 처리한 결과 TG는 또한 자극

되지 않은 EBV-B세포보다 PWM으로 자극된 EBV-B세포에서 더

높은 세포사멸성 세포죽음을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curcumin이 증식하는 B세포에 있어서 부가적인

UPR을 증가시킴으로써 라이겐드-매개 확장하는 B세포의 클론에

세포사멸성 세포죽음을 유도에 의한 B세포에 의한 백혈병 치료

제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Curcumin이 Epstein-Barr 바이러스로 변형된 사람 B 림프종

세포에 미치는 세포사멸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한 결과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Curcumin은 Epstein-Barr 바이러스(EBV)로 변형된 사람 B

림프종에서 endoplasmic reticulum(ER)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

니라 세포사멸성 세포죽음을 유도하지만 그 작용이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PWM(Pokeweed mitogen)에 의해 활성화된 EBV-B세포에서

는 같은 농도의 curcumin을 처리하였을 때, 활성화되지 않은

EBV-B세포에서보다는 ER스트레스의 증가(GRP78, P-PERK,

XBP-1, ATF6, CHOP 등의 발현)로 unfolded protein

response(UPR)를 증가시킴으로서 ER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

성 세포죽음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울금, 강황 등의 塊根, 根莖에 공통으로 함유된

유효성분인 curcumin이 백혈병의 치료에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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