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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Taxol(paclitaxel)은 주목나무 추출물에서 유래한 화합물로서 세

포 내 미세소관에 결합하여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Taxol은 특히 세포 

주기 상 분열기에 진입한 세포에 작용하여 정상적인 방추사 형성을 억제

하며 최종적으로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 한편, 생체 내(in vivo) 암 조직

은 in vitro에서 배양된 세포와는 달리 세포 전체 집단 중 분열기 세포

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음에도, Taxol을 투여하는 임상치료는 난소

암, 유방암 등에서 암 조직 크기를 감소시키는 등 높은 항암효과를 보인

다. 따라서 Taxol은 분열기 세포의 방추사 형성 억제 뿐 아니라 비분열

기 세포, 즉 간기 세포에도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간기 세포에서의 Taxol의 세포 독성에 대한 실험

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in vitro 암세포에 CDK 저해제를 처리하여 세포 

주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분열기 세포 비율이 감소된 상태로 만든 후 이들 

세포에 Taxol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임상치료에서 유방

암은 Taxol 투여 시 항암효과가 좋았으나 간암은 효과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여 유방암 세포주 MCF7과 간암 세포주 SNU-398을 실험 대상

으로 선택하였고, 이들 세포에 CDK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Taxol에 의

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 가지 CDK 저해제(Roscovitine, CDK1/2 inhibitor 

III, Nu6140, PD0332991)에 대해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그 자

체로는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농도 범위를 찾았고, 해당 농도의 

CDK 저해제와 Taxol을 순차적으로 처리한 실험군과 CDK 저해제를 처

리하지 않은 채 Taxol을 처리한 대조군의 세포 사멸을 PARP western 

blot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방암 세포주 MCF7은 CDK1/2 저해

제인 Roscovitine 또는 CDK1/2 inhibitor III 처리로 인해 분열기 세포 

비율이 감소한 상태, 즉 간기 세포 비율이 증가한 상태에서 Taxol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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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포 사멸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Taxol이 간기 세포에도 작용한다

는 실험적 증거가 되며, Taxol이 유방암의 항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부합한다. 간암 세포주 SNU-398은 이 두 CDK 저해제를 처리

하여 세포 주기가 지연되면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이 오히려 감소하였

으며, 이는 Taxol이 임상에서 간암에 효과가 없었다는 기존 보고와 일

치한다. 한편, 다른 종류의 CDK 저해제, 즉 CDK2 저해제인 Nu6140과 

CDK4/6 저해제인 PD0332991의 처리는 MCF7과 SNU-398에서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

면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이 단순히 분열기와 간기의  어느 한 시기에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에서 여러 CDK와 관련된 신호 전달 체계

의 조절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해주며, in vivo 유방암과 간암의 Taxol 

민감도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후속 메커니즘 연구 시 CDK 저해제를 이

용한 세포 배양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Taxol(paclitaxel), MCF7, SNU-398, apoptosis, CDK inhibitor

학 번 : 2014-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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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Taxol(Paclitaxel)에 의한 세포사멸 경로

Taxol(Paclitaxel)은 주목나무 추출물에서 유래한 taxane 계통의 

화합물로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 물질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었

다(1,2). Taxol은 세포 내의 미세소관에 작용하는 microtubule–
targeting agent(MTA)의 한 종류이다. Colchicine이나 vinka alkaloid 

계통의 MTA는 tubulin 이량체의 중합을 막아 미세소관의 형성을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Taxol은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β

-tubulin 소단위체에 결합하여 구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미세소관으로

부터 αβ-tubulin 이량체의 탈중합을 억제한다(3). 세포 분열 시 방추

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tubulin 이량체의 반복적인 중합과 탈중합에 의

해 미세소관의 역동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Taxol을 처리한 세포에서

는 그것이 저해되기 때문에 분열기 방추사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다(4,5). 그 결과 세포 주기의 진행이 G2/M기에 멈추는‘mitotic 

arrest’가 일어나며(4,6,7), 이는 곧 세포 사멸(apoptosis)로 이어진다

(8).

일반적으로 세포 사멸은 caspase의 활성화로 인해 일어나는데, 가

장 처음 활성화되는 caspase의 활성 경로에 따라 intrinsic pathway와 

extrinsic pathway로 나뉜다. Intrinsic pathway에서는 Bcl-2 family 

단백질의 anti-apoptotic protein(Bcl-2, Bcl-XL, Mcl-1)의 활성이 

억제되고, 그 결과 pro-apoptotic protein(Bax, Bak)이 활성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cytochrome c가 세포질로 방출됨으로써 시작된

다. 세포질로 방출된 cytochrome c는 Apaf-1, caspase 9과 함께 

apoptosome을 형성하며, 이때 caspase 9이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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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 9은 하위의 caspase 3, 6, 7을 활성화시켜 세포 사멸이 일어

나게 한다. Extrinsic pathway에서는 면역 세포에서 분비된 pro- 

apoptotic ligand(Apo2L, TRAIL)가 세포막의 death receptor(DR4, 

DR5)에 결합하면서 death-inducing signalling complex(DISC)를 형

성하여 caspase 8, 10을 활성화시킨다. 이들 역시 하위의 caspase 3, 

6, 7을 활성화시키며, 특히 caspase 8은 pro-apoptotic Bcl-2 family 

단백질인 Bid를 분절하여 Bax, Bak이 미토콘드리아 막에 pore를 형성

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intrinsic pathway와 extrinsic pathway는 

서로 연계된다(9).

Taxol의 세포독성(cytotoxicity)이 mitotic arrest와 관련되어 있

다는 증거가 제시된 이후(8,10),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Taxol에 의해 

활성화되는 세포 사멸 경로를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아

직까지 Taxol에 의한 mitotic arrest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세포사멸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분자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11),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은 intrinsic 

apoptotic pathway의 Bcl-2 family 단백질들(11-13), p53, 

MAP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인 p38과 JNK(c-jun 

N-terminal kinase) 등이 관련되어 있다(11). 백혈구에서는 G2/M기에

서 Bcl-2가 인산화되면서 비활성화되어 apoptosis가 유도되었고(14), 

난소암에서는 JNK가 활성화되었으며(15) 폐종양 세포주인 A549에서

는 p53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유방암 세포주인 MCF7에서

는 mitotic arrest 동안 Bcl-2 family 단백질인 Mcl1이 인산화되며

(13), 이때 p38과 JNK가 필요하고 p53은 무관하다는 결과도 있다(17, 

18). p38에 의한 Mcl1의 인산화는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에서도 보

고된 바 있다(19). 또, 유방암 세포주인 MCF7과 MDA-MB-231에 

Taxol을 처리했을 때 세포 주기가 G2/M기에 arrest 되면서 p21이 

upregulation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두 세포주는 p53 변이 상태가 다

르기 때문에 Taxol에 의한 p21 upregulation은 p53과 무관하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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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  

세포 주기의 조절과 Cyclin-Dependent Kinase (CDK) 저해제

 세포 주기의 진행은 ‘cyclin–CDK(Cyclin-Dependent Kinase) 

복합체’와 함께 세포 안팎의 환경을 인지하여 이들의 활성에 영향을 주

는 세포 내 신호전달체계에 의해 조절된다. CDK는 serine/threonine 

인산화효소 중 하나로서 세포 주기와 관련된 단백질들의 발현 수준과 활

성화 여부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세포 주기의 진행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인간의 경우 총 11개의 CDK 중 CDK1, CDK2, CDK4/6가 세

포 주기의 진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21). 

CDK는 세포 내에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발현되지만, 그 조절부

위로서 cyclin(CyclinA~CyclinE)이 결합하여 서로 복합체를 이루었을 

때에만 활성을 갖는다(21-23). Cyclin은 세포 내에서 서로 다른 시기 

동안 주기적으로 합성되고 분해되기 때문에 각 CDK의 활성은 시간에 

따라 정교하게 조절된다(22,23). 세포 주기의 간기(G1, S, G2기)와 분

열기(M기)에 작용하는 cyclin-CDK 복합체의 종류는 각각 다르다. 

CyclinD-CDK4/6 복합체는 G0기에서 G1기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해주

며, CyclinE-CDK2 복합체는 G1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CyclinA 

-CDK1과 CyclinB-CDK1 복합체는 각각  G2기의 진행과 M기로의 진

입에 필수적이다(그림 1)(23). 

한편, 암세포는 외부의 신호가 없어도 CDK가 활성화된 상태를 유

지하거나 cyclin의 발현 수준이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우, 또는 체

크포인트와 관련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김으로써 세

포 주기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21-24). 특히 cyclin 

D, cyclin B의 과발현, CDK4의 구조적 변이, p16의 결실 또는 유전적 

변이, cyclinD-CDK4/6의 기질인 pRb의 변이, p53의 결실 또는 유전

적 변이 등 한 가지 이상의 변이가 암세포에서 흔히 관찰된다(25). 따

라서 CDK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제를 사용하여 손쉽게 암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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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주기 진행을 억제하는 전략은 항암치료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

용되고 있다(26).

현재 주로 사용되는 CDK 저해제는 CDK의 활성화 부위에 있는 

ATP-binding site에 결합함으로써 활성을 방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27). 저해제 종류마다 각 세포에 작용하는 최적 농도가 서로 다르

며, 다른 약제에 비해 세포 독성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CDK2 저해제

를 고농도로 처리했을 때 세포사멸이 유도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25).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이는 CDK의 IC50 농도는 표1과 같다.

그림 1. 세포 주기 진행과 각 시기 별 활성화되는 Cyclin-  

             CDK 복합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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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DK 저해제의 주요 표적과 인간 암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IC50 농도

   

Cdk inhibitor Targets Cell line IC50 Ref

Roscovitine
CDK1/cyclin B 
CDK2/cyclin A

MCF-7 14.5μM
(28)

MRC-5 34.5μM

Cdk1/2
inhibitor III

CDK1/cyclin B 
CDK2/cyclin A

HCT-116 20nM
(27)HeLa 35nM

A375 92nM
Nu6140 CDK2/cyclin A HeLa 2.3μM (29)

PD0332991
CDK4/cyclin D1
CDK6/cyclin D2

MCF-7 148nM
(30)MDA-MB-361 44nM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Taxol은 그 세포 독성과 함께 반감기가 길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흡수가 빠르며, 간에서 쉽게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된다는 점에서 약제로

서의 이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2) 난소암, 유방암, 폐암 등 여러 암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2,4,31). 이처럼 Taxol은 현재 상용화된 

항암제로서 in vitro에서 뿐만 아니라 in vivo에서도 높은 효과를 보인

다(10). 하지만 Taxol이 나타내는 항암 효과의 메커니즘이 in vitro와 

in vivo에서 다를 것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4,5). 

왜냐하면 Taxol은 미세소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in vitro 암세포 중 분열기에 진입한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데(8,10), in vivo 암조직을 구성하는 전체 세포 population 중 

분열기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4).

세포는 그 기원과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세포 주기의 진행 속도

가 달라진다. 따라서 세포의 생장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특정 세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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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며, 분열기 세포의 비율을 측정하는 

‘mitotic index’와 일정 시간 동안에 늘어나는 세포 수를 측정하여 세

포가 한 번 분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산출하는 ‘doubling time’등

이 많이 쓰이고 있다(32,33). 암세포는 일반적인 세포 배양 조건에서 

빠른 속도로 분열하여 보통 24~30시간의 doubling time을 갖는다(표 

2). 그러나 이 세포주들이 기원한 생체 내 암 조직의 doubling time은 

훨씬 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유방암 세포주 MCF7과 간암 세포주 

SNU-398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세포들의 doubling time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30~60시간 이내이다. 그에 비해 임상 연구에서 

나타난 암 조직은 최소 보통 100일 이상의 긴 doubling time을 가질 

뿐 아니라(4), 암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분열기의 비율이 적다는 특

징이 있다(24). 실제로 염색체의 분리에 관여하는 Aurora kinase 

A(AKA), Aurora kinase B(AKB), Polo-like kinase(PLK)에 대한 

저해제를 개발하여 분열기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제를 환자

에게 투여하였으나 항암 효과가 없었으며(4), 암 조직에 잠깐 동안의 

[3H]TdR pulse를 주어서 찍은 3H-thymidine labeled image에서 매우 

적은 일부분만이 표지된 것으로 보아 DNA를 합성하고 있는 세포 비율

이 높지 않았던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4). 이와 같이 

in vivo 암 조직 중 분열기 세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Taxol을 환자에

게 투여했을 때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등 여전히 효과적인 세포 독성을 

보인다(44-46). 특히 doubling time이 긴 난소암, 유방암, 폐암의 초기 

치료에 Taxol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44). 따라서 

Taxol은 in vivo에서 분열기 세포 뿐 아니라 간기 세포에도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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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n vivo와 in vitro 암세포의 doubling time

Cancer type
In vivo

Doubling 
time (day) 

Ref Cell line
In vitro

Doubling 
time (h)

Ref

Brest cancer 152 (4)
MCF7 32.6 (36)

MDA-MB-361 36 (37)

Hepatocellular 
carcinoma

150~300 (34)
SNU-398 39

(38)SNU-387 61

102 (35)
SNU-182 46
HepG2 35 (39)

Lung cancer 114 (4) NCI-H460 20~25 (40)
Prostate 
cancer 219 (4) DU145 34 (41)

Melanoma 147 (4) Hs939 30 (42)
Colon cancer 391 (4) HCT116 <20 (43)

한편, Taxol의 효과는 세포 특이적이다(6). Taxol은 유방암의 항

암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임상에서 Taxol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

른 약제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암부터 진행된 암에서까지 

모두 세포 독성을 보였다(44). 또한 임상 2기에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폐암, head and neck cancer에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하

지만 흑색종, 전립선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신장암, 췌장암, 소화관암, 

간암(47)에서는 Taxol을 투여하기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5,46). 특히 간암의 경우 Taxol은 in vivo와 in vitro에서 작용 효과

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간암은 효과적인 화학 약물 요법이 없어 90%

의 치사율을 보이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48), Taxol 역시 임상치료에

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in vitro에서 배양한 간암 세포주는 Taxol에 반응

하여 세포 사멸이 잘 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49-51).

위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culture medium에 네 

종류의 CDK 저해제를 각각 첨가하는 방식으로 세포 배양 조건을 조절

하여 전체 세포 집단 중 분열기 세포 비율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이때 

Taxol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 정도를 일반적인 세포 배양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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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이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in vivo에서 Taxol에 대한 민감도가 서로 

다른 유방암 세포주 MCF7과 간암 세포주 SNU-398을 사용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유방암과 간암 세포주에서 Taxol의 항암작용 

효과 차이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Taxol이 in vivo 유

방암과 간암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향후 연구 시 CDK 저해제에 

의한 세포 주기 지연 모델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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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세포 배양 및 시약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CF7은 100mm cell culture dish에 2~3

일에 한 번씩 계대배양 하였다. 이때 10% FBS (Fetal bovine serum)

가 포함된 RPMI 1640 medium을 사용하였다. 인간 간암 세포주인 

SNU-398은 10% FBS가 포함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대배양 하였다. 세포는 

습윤 incubator에서 배양하였으며 CO2농도는 5%, 온도는 37℃로 유지

하였다. 세포 배양에 필요한 모든 시약은 WelGENE에서 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DK 저해제는 Roscovitine (Selleckchem), 

CDK 1/2 inhibitor III (Calbiochem), Nu6140 (CDK2 inhibitor IV, 

Santa Cruz), PD033291 (CDK4/6 inhibitor, Selleckchem)이다. 가

루 형태의 약제를 DMSO(dimethyl sulfoxide)에 녹여 각각 5mM, 

1mM, 4mM, 1mM의 stock solution을 만든 후 –20℃에서 보관하였으

며, 세포에 처리 시 SFM (serum free medium)으로 1/10~1/500배 희

석하여 사용하였다. Paclitaxel (Sigma-Aldrich)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녹이고 보관하였으며, 117.1μM stock solution으로 만든 후 SFM으로 

1/1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성장 곡선(growth curve)

MCF7 cell을 12well-plate에 1.2×105개/well 씩 seeding하거

나 24well-plate에 5.0×104개/well 씩 seeding하였다. SNU-398 

cell은 12well-plate에 6.0×104개/well 씩 seeding하거나 24well 

-plate에 3.0×104개/well 씩 seeding하였다. 

24시간 후에 2개의 well을 무작위로 골라‘0시간’에서의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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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CDK 저해제를 각각의 well에 넣어주었다. 각 

CDK 저해제에 대해 3가지 또는 4가지 농도를 선택하여 처리하였으며, 

하나의 농도 당 duplicate 또는 triplicate로 테스트하였다.

CDK nhibitor를 cell에 처리한 시점(0시간)으로부터 24시간과 

48시간 후에 각 well의 세포를 harvest하여 hemocytometer로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저해제 각 농도 당 duplicate 또는 triplicate로 얻은 

세포 수의 평균값을 구해 성장 곡선을 작성하였다. 

Cell doubling time

Cell doubling time(DT)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32, 

33, 39, 52).

 log

 log
  

(t: final time(h), t0: initial time(h),  N: final cell number, 

N0: initial cell number)

세포에 CDK 저해제를 처리할 때의 시점인 0h를 initial time으로 

잡았고, final time은 48h로 하였다. 세포의 개수 N0와 N은 각각 0h와 

48h에서의 측정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세포를 scraping하여 떼어낸 후 1% NP40 lysis buffer(50mM 

TrisHCl pH7.6, 150mM NaCl, 1% (v/v) NP40)를 넣고 ice에서 5분

간 incubation하여 cell lysate를 만들었다. Lysis buffer에는 protease 

inhibitor(20μg/mL leupeptin, 0.2mM pepstatin A, 1μM benzamidine, 

2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와 phosphatase 

inhibitor(10mM sodium fluoride, 0.2mM sodium orthovanadate)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Bradford assay로 각 sample의 단백질을 정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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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ample 간 단백질 농도를 동일하게 만든 후 SDS-PAGE하였다

(53). Nitrocellulose membrane(NC)에 단백질을 transfer한 다음 5% 

non-fat dry milk (in TBS)로 30분간 blocking 한 후, anti-PARP 

antibody (Cell signaling)와 anti-GAPDH antibody (Santa Cruz)를 

각각 1:1500, 1:10000의 비율로 4℃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BS-T(0.05% tween-20 in TBS)로 15분씩 4회 washing한 후, 

horseradish-peroxidase linked secondary antibody를 1:10000의 

비율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Flow cytometric analysis of cell cycle

6-well plate에서 배양하던 세포에 TE (trypsin-EDTA)를 처리

하여 harvest한 후 70% 에탄올을 넣고 –20℃에서 24시간 동안 고정하

였다. PBS로 washing한 후 0.02mg/mL의 RNase A를 상온에서 20분 

동안 처리하였고, 추가로 20μg/mL의 Propidium iodide (Sigma)를 넣

은 후 상온에서 20분 간 반응시켰다. FACScalibur (Becton- 

Dickinson)를 이용하여 세포 주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모든 데이터

는 CellQuest Pro 소프트웨어 (Becton-Dickinson)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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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CDK 저해제에 의한 세포 주기 지연

In vitro에서의 세포 주기를 인위적으로 지연하여 정상적인 배양 

환경일 때보다 더 긴 doubling time을 갖도록, 그리고 전체 cell 

population에서 mitotic cell의 비율이 줄어들도록 만들기 위해 4가지 

CDK 저해제의 세포 성장 저해 효과를 MCF7과 SNU-398에 테스트하

였다. 세포에 CDK 저해제를 처리하여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총 세

포 수를 세어 세포 성장 곡선을 작성함과 동시에 doubling time을 산출

하여 정상 조건에 비해 세포가 천천히 분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세포에 처리한 농도 범위의 CDK 저해제가 세포 주기를 어느 한 시

점에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포 주기가 진행되면서 

단지 분열기 세포 비율만 감소시킨다는 것을 flow cytometric anlaysis

로 분석하였으며, PARP western blot을 통해 해당 농도의 CDK 저해

제 자체가 세포의 viabil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1. 세포 성장 곡선

CDK1/2를 동시에 저해하는 Roscovitine과 CDK1/2 inhibitor 

III, CDK2만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Nu6140, CDK4/6를 저해하는 

PD0332991을 IC50(표1)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3~4가지 농도로 세

포 배양액에 처리하고, 24시간 후와 48시간 후에 세포의 개수를 세어 

성장 곡선을 작성하였다(그림 2, 3). 이때 대조군으로서 아무 것도 처리

하지 않은 세포의 수도 각 시간대 별로 측정하여 CDK 저해제를 처리했

을 때 대조군에 비해 몇 퍼센트 정도의 성장 둔화를 보이는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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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K 저해제의 세포 주기 지연 효과를 확인하였다. 만약 선택한 농도 

범위에서 이전 농도에 비해 세포 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줄어드는 구간

이 있다면 구간을 좁혀서 실험하였으며, IC50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가 

없는 저해제에 대해서는 초기 실험 시 CDK 저해제의 제일 낮은 농도와 

제일 높은 농도 간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게 처리하였다(Data not 

shown). 만약 저해제를 처리한 지 48시간 후에 세포 수가 처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대부분의 세포가 분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처

음 세포 수보다 줄어들었다면 해당 농도에서는 CDK 저해제가 세포의 

viability를 억제한다고 보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더 낮은 농도

에서 다시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CDK 저해제 모두 MCF7과 SNU-398에서 농

도에 의존적인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세포 주기를 지연시키는 

CDK 저해제의 적정 농도 범위는 CDK1/2 inhibitor III를 제외하고는 

MCF7과 SNU-398에서 거의 비슷하였다(그림 2, 3). MCF7과 SNU- 

398에서 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Cdk 저해제의 농도는 Roscovitine

의 경우 10μM이하, Cdk1/2 inhibitor III는 각각 80nM, 8nM 이하, 

Nu6140은 2.0μM, 1.5μM 이하, PD0332991은 60nM, 90nM이하로 

나타났다(그림 2, 3). SNU-398은 Cdk1/2 inhibitor III의 작용 농도 범

위가 MCF7보다 10배가량 낮은 것으로 보아 이 저해제에 더욱 민감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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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CF7 세포주에서 CDK 저해제에 의한 농도 의존적인    

         성장 억제

(A)Roscovitine, (B)CDK1/2 inhibitor III, (C)Nu6140, (D)PD0332991을

MCF7에 해당 농도로 처리한(0h) 후 24시간, 48시간 후의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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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U-398 세포주에서 CDK 저해제에 의한 농도 의존적인  

         성장 억제

(A)Roscovitine, (B)CDK1/2 inhibitor III, (C)Nu6140, (D)PD0332991을

SNU-398에 해당 농도로 처리한(0h) 후 24시간, 48시간 후의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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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ll doubling time

각 세포 주기를 지연하는 농도에서 CDK 저해제로 인해 얼마나 

doubling time이 길어졌는지 계산한 결과는 표3과 같다. CDK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doubling time은 MCF7의 경우 21~27시간, 

SNU-398의 경우 23~36시간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세포주에서 대조군

의 doubling time이 조금씩 다르게 추산된 것은 초기 세포의 

confluency의 차이나 측정 오차라고 볼 수 있다. 오차는 다소 있으나 

이들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24.75시간(MCF7)과 25.25시간(SNU-398)

으로 기존에 보고된 값과 유사하다(표1). CDK 저해제가 세포에 

damage를 주지 않는 농도 범위에서 세포의 doubling time이 in vivo 

cancer처럼 몇 십 일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세포 배

양 환경에서보다 약 1.4~2.3배(MCF7), 1.6~2.5배(SNU-398) 가량 

증가하였다.

표 3. CDK 저해제에 의한 세포 doubling time의 증가

(CN: cell number, 대조군의 세포 수와 비교하여 각 농도에서의 최종 

세포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DT: doubling time, R: Roscovitine, 

III: CDK 1/2 inhibitor III, Nu: Nu6140, PD: PD0332991, MCF: 

MCF7 cell, SNU: SNU-398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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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ow cytometric analysis

CDK1/2 및 CDK4/6에 작용하는 저해제를 세포에 처리하면 세포 

주기의 진행이 방해를 받아 cell population은 각각 G1/S 및 G2/M기, 

early G1기에 모이게 된다(27). 세포 성장 곡선 및 doubling time 산

출 결과를 바탕으로 대조군에 비해 세포 성장을 약 30~40% 둔화시키

는 CDK 저해제 농도를 선택하여 세포에 처리한 후 세포 주기 각 시기

의 cell population 비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CDK1/2 저해제인 

Roscovitine 8μM을 MCF7과 SNU-398에 처리한 후 flow cytometry 

분석을 실시한 결과, CDK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G1/S

기는 증가하고 G2/M기는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그림 4). 

 

그림 4. CDK 저해제를 처리한 세포의 Flow cytometry 분석

48시간 동안 Roscovitine 8μM을 처리한 (A) MCF7와 (B) SNU-398 

세포를 70% 에탄올로 –20℃에서 24시간 이상 고정시킨 후 Flow 

cytometry 분석을 실시하였다. G1, S, G2/M기의 세포 비율은 3회 측정

값의 평균이며, 표준 편차와 함께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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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P Western blot analysis

세포 주기를 지연시키는 CDK 저해제의 적정 농도를 결정하기 위

해서는 성장 곡선에 나타난 세포 수도 참고해야 하지만, 해당 농도에서 

CDK 저해제 자체가 세포에 damage를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

라서 세포에 CDK 저해제를 세포 주기를 지연하는 농도 범위로 처리한 

채로 배양하다가 48시간 후에 harvest하여 apoptosis marker인 

cleaved PARP가 나타나는지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만약 

cleaved PARP가 나타난다면 그 전 단계의 농도를 적정 농도로써 사용

하기로 하였다. MCF7은 Roscovitine 10μM 이상, CDK1/2 inhibitor 

III 40nM 이상의 농도에서 cleaved PARP가 탐지되었으며, Nu6140과 

PD0332991은 테스트한 농도 전 범위에서 cleaved PARP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5). 반면에 SNU-398은 네 가지 CDK 저해제의 모든 농

도 범위에서 cleaved PARP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5). 

세포 성장 곡선(그림 2, 3) 및 doubling time(표 3)과 western 

blot(그림 5)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CDK 저해제의 농도

를 결정하였으며, 그 값은 표4와 같다. 

표 4. 본 연구의 지연된 세포 주기 모델에 사용할 CDK 저해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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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CDK 저해제를 처리한 세포의 PARP와 cleaved-PARP 단백질     

      Western blot 결과

(A)MCF7과 (B)SNU-398 세포에 CDK 저해제인 Roscovitine, CDK 

1/2 inhibitor III, Nu6140, PD0332991을 48시간 동안 처리한 후 

PARP 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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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포 주기의 지연이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에  

미치는 효과

In vivo cancer에서처럼 세포 population의 분열기 세포 비율을 

감소시켰을 때 정상 세포 주기에서보다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이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지 확인하였다. 세포 배양액에 CDK 저해제와 Taxol을 

순차적으로 처리했을 때와 CDK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고 Taxol을 처리

한 두 가지 경우에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실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그림 6). 세포를 배양

디쉬에 seeding한 후 약 24시간 후에 CDK 저해제를 처리하였고, 그로

부터 24시간 후에 Taxol을 추가로 배양액에 넣어주었다. 이때 Taxol이 

어느 정도로 세포 독성을 보이는지 기준으로 삼기 위해 CDK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고 같은 시간 동안 키우던 세포에 Taxol을 동일한 농도로 

처리하였다. 모든 세포를 seeding한 시점으로부터 총 72시간 후에 

harvest하였으며 western blot으로 cleaved PARP band를 비교하였다.

   

그림 6. 세포 주기 지연 모델을 이용한 실험의 전체적인 흐름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Taxol에 의한 세포사멸 정

도는 Taxol의 처리 농도, 처리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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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49). Taxol의 세포 독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axol의 

농도를 5.5nM 또는 16.7nM에서 시작하여 150nM에 이르기까지 3배씩 

증가시키며 세포에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림 7에서와 같이 MCF7과 

SNU-398 에서 Taxol의 세포 독성은 농도 의존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cleaved PARP band(85kDa)와 PARP band(116kDa)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150nM의 Taxol을 처리했을 때 가장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냈다(그

림 7).

CDK 저해제를 처리하여 세포 주기가 느려진 조건에서도 동일한 

농도의 Taxol에 의해 세포 사멸이 유도되는지 확인한 결과, 두 종류 세

포 모두 CDK 저해제의 사전 처리 여부에 따라 cell viability에 차이가 

났으며, 그 양상은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MCF7은 CDK1과 

CDK2를 모두 저해하는 Roscovitine(그림 7A), CDK1/2 inhibitor III

(그림 7B)를 처리하여 세포 주기를 지연시키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Taxol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CDK2만을 저해하는 

Nu6140(그림 7C)과 CDK4/6 저해제인 PD032991(그림 7D)을 처리

하여 세포 주기를 지연시켰을 때는 Taxol에 대한 민감도가 오히려 저해

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하였다. 반면에 SNU-398은 네 종류

의 저해제를 사전 처리했을 때 모두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이 크게 감

소하였다(그림 7). 이때 지연된 세포 주기와 정상 세포 주기 조건에서 

Taxol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는 harvest 시 최종 세포 개수의 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발생하였다. Taxol만 처리하는 well 보다 CDK 저해

제 사전 처리 후 Taxol을 처리하는 well에 세포를 30% 정도 더 많이 

seeding했을 때와 모든 well에 같은 양의 세포를 seeding했을 때 결과

는 같은 양상을 보였다(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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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CDK 저해제가 Taxol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 

MCF7과 SNU-398 세포에 각각 (A) Roscovitine 8μM, (B) CDK 

1/2 inhibitor III 30nM, 8nM, (C) Nu6140 1.5μM, 1,2μM, (D) 

PD0332991 30nM을 24시간 사전 처리한 후, Taxol을 정해진 농도만

큼 세포 배양액에 함께 넣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Western blot으

로 cleaved-PARP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여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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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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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Taxol의 세포 독성 효과는 정상적인 세포 배양 조건과 지연된 세

포 주기 조건에서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MCF7은 Roscovitine과 

CDK1/2 inhibitor III를 24시간 전에 사전 처리한 후 Taxol을 처리하

면 세포 사멸이 더 많이 유도되었고, SNU-398에서는 이와 반대로 

CDK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같은 시간 동안 Taxol을 처리했을 때 

세포사멸이 더 잘 되었다. 한편, CDK2 저해제인 Nu6140과 CDK4/6 

저해제인 PD0332991을 처리하여 세포 주기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MCF7과 SNU398 모두 Taxol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였다.

MCF7에서와 같이 대장암 세포주에서도 Roscovitine에 의해 

Taxol의 세포 독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를 

Roscovitine에 의해 늘어난 G2/M population이 Taxol에 의해 mitotic 

arrest되어 세포 사멸되는 세포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25). 그러나 해당 선행 연구의 대장암 세포 Flow cytometry 분석에서

는 세포에 Roscovitine을 처리하였을 때 G2/M 비율이 untreated control

에 비해 약 5.24배 증가한 반면, MCF7과 SNU-398의 경우 

Roscovitine을 처리했을 때 G2/M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장암 세

포에서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MCF7도 Roscovitine에 의해 다소 늘어난 G2/M기 population에 의해 

Taxol의 세포 독성이 증가했다고 해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G2/M기 세

포 비율이 증가한 SNU-398은 오히려 Taxol에 의해 세포사멸 되는 정

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Roscovitine으로 인해 지연된 세포 주기에서 

Taxol이 G2/M기에 작용한다는 해석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Roscovitine은 CDK1, 2, 5를 모두 저해하는데(54), CDK1/2 

inhibitor III를 사용했을 때에도 Roscovitine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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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Roscovitine의 CDK5 저해로 인한 효과는 제외할 수 있다. 또, 

CDK1/2, CDK2, CDK4/6 저해제 각각의 세포 독성을 여러 종류의 유

방암 세포주를 이용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저해제보다도 

CDK1 저해제가 유방암 세포주의 viability를 감소시키며, 이는 G2/M 

population의 증가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5). 따라서 MCF7에서

는 CDK1 저해로 인한 세포 주기 지연이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을 강

화한다고 볼 수 있으며, SNU-398에서의 반대되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Taxol이 세포 종류에 따라 CDK1과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를 가

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Taxol에 의한 세포 사멸이 간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단순히 분열기와 간기의 어느 한 시기에 유발되는 것

이 아니라 세포 내에서 CDK와 관련된 신호 전달 체계의 조절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여러 선행 연구들이 DNA damaging agent 또는 

CDK 저해제를 Taxol과 함께 처리했을 때 항암 효과가 높아지는 긍정

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56-58), CDK 저해제의 세포 주기 지연 효과를 Taxol의 세포 독성 

효과와 관련짓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CDK 저해제를 이용한 세포 배양 시스템을 활용하여 in vivo 유방

암과 간암의 Taxol 민감도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후속 메커니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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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DK inhibitors on

Taxol(Paclitaxel)-induced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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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l(paclitaxel) is a chemical synthesized from Taxus tree 

extract, and is currently used as anti-cancer treatments 

including ovarian cancer, breast cancer and lung cancer. Taxol 

binds to and stabilizes microtubules, thus when used at dividing 

cells, mitotic spindle formation is repressed and eventually 

causes cell death. On another note, in vivo cancer cells that are 

in mitotic phase constitute a very little proportion. Thus there 

are claims that argue Taxol works at interphase cells, as well as 

mitotic cells. This study aims to provide experimental evidence 

of Taxol cytotoxicity for interphase cells, by delaying cel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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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 vitro cancer cells using CDK inhibitor. Also, using Two 

cancer cell lines that show different sensitivity to Taxol –breast 

cancer cell line MCF7 and liver cancer cell line SNU-398-are 

used to see any differences in effect of Taxol. CDK inhibitor 

Roscovitine, CDK1/2 inhibitor III, Nu6140, PD0332991 delays 

cell cycle and not damage the cells at concentrations of 8μM, 

30nM, 1.5μM, 60nM respectiely, for MCF7 cells. For SNU-398 

cells the concentrations are 8μM, 8nM, 1.2μM, and 60nM 

respectively. Breast cancer cells that are known to be sensitive 

to Taxol in vivo, shows a lot more cell death by Taxol when the 

cell cycle is delayed by Roscovitine, compared to normal in vitro 

cell cycle condition. Liver cancer cells that are known to be 

insensitive to Taxol, shows more cell death when Taxol is 

treated alone, compared to when it was treated with combination 

of CDK inhibitor and Taxol. Delayed cell cycle by Nu6140 and 

PD0332991 could not increase Taxol sensitivity in MCF7 and 

SNU-398.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axol effects a 

mechanism that CDK1 is related to when the cell cycle of MCF7 

is delayed, and leads to increased cell death. This interaction 

seems to be not happening in SNU-398. Thus, by using cell 

cycle delay system of CDK inhibitors in MCF7 and SNU-398 

cell lines, it can be expected to find out the different 

mechanisms of cell death by Taxol in interphas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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