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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암세포 및 피부섬유아세포의 이동능에 미치는 순환 엑소좀의 작용

박 미 소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대학 약물학 전공

종양 유래 엑소좀(Tumor derived exosome:TDE)은 암의 미세 환경의 형성을 

촉진하여 종양-기질간 신호 전달을 매개할 뿐 아니라 암의 성장, 전이, 항암제 내성 획

득, 면역반응 회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TDE는 암의 전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면서 중요한 인자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암세포의 전이 

성공 여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순환계 내에서 혈액 순환 종양 세포(CTC: 

Circulating Tumor Cells)의 수는 혈액 1 mL 당 1-10개로 전체 순환계 존재 세포수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구하다. 따라서 순환계 내의 엑소좀의 대부분은 혈액 내 대부분

을 차지하는 세포인 적혈구와 혈소판에서 유래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TDE만이 암의 성

장 및 전이에 영향을 줄 것이는 선입견에 의하여 때문에 순환계에 존재하는 엑소좀

(Circulating exosomes: CE)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계 유래 엑소좀이 암세포의 이동능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침습성이 높은 전립선 암세포주인 LNCaP 세포

와 gefitinib 저항성 HCC827 폐암 세포 등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엑소좀 농도 의존적으

로 암세포의 이동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기전으로 단시간 반응성 경로로

는 TGFβ-RhoA 경로가 작동하며 장시간 반응성 경로로는 TGFβ

-smad-EMT(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경로가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클라트린 의존성 경로(CME: Clathrin mediated pathway)가 암세포에서 CE의 함입에 

일부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순환계 엑소좀이 암세포의 이동능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차 분리 피부 섬유 아세포에 CE를 처리하여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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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초기와 후기 passage 섬유 아세포 모두에서 상처 치

유능이 대조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또한 암세포와 유사하게 

TGFβ 경로가 관여하였다. 대표적 상처 치료제로 사용되는 표피 성장 인자(epidermal 

growth factor)가 노화된 피부세포에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후기 

passage에서도 CE가 강력하게 상처 치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

의가 있다. 이는 추후에 CE가 피부 재생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는 순환계 유래 엑소좀이 암 세포의 이동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순환계 유래 엑소좀이 암 세포의 이동능에 중요하게 관

여한다는 것은 암의 전이 예방에 활용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피부 재생에 있어서 순환계 유래 엑소좀의 활용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Circulating exosomes, migration, TGFβ, RhoA, EMT

학번: 2017-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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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엑소좀(Exosome)은 작은 크기의 지질로 이루어진 소포체이다. 엑소좀은 특정

한 몇 가지 특징으로 정의된다. 엑소좀은 40-100 nm 크기의 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

진 컵 모양 혹은 둥근 모양이며 밀도 1.13-1.19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엑소좀은 

reverse budding event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기원 세포의 세포질, 세포외 표면 수용

체 및 세포질 내 단백질, 지질, miRNA 등을 운반하게 된다. 특히 엑소좀은 CD9, 

CD63, CD81 등의 tetraspanin류의 단백질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들은 microvesicle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로 엑소좀의 지표 단백질로 

활용된다 [1]. 

초기 엑소좀은 단순히 망상 적혈구 세포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의 제거에 활용

되는 기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엑소좀이 다양한 생리학적, 병

리학적 과정에서 세포 간 신호전달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특히 암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종양에서 유래한 엑소좀(Tumor derived 

exosomes:TDE)이 중요한 중개자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종양학에 있어서 엑

소좀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TDE는 종양에서 혈관 신생 및 전이, 상피 간엽 이

행, 재발성 및 저항성 종양, 면역 반응 회피 등 여러 분야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3]. 

침습-전이의 과정은 다른 장기에 대전이(macrometastasis)를 일으키는 단계별 

기능적 과정이다. 종양 세포는 버팀질(stroma)에서 부착이 느슨하게 되고 혈액으로 이

동하게 된다. 혈관으로 유출된 원발성 종양 기원 암세포는 다양한 세포 및 순환 인자와 

만나며 상호작용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secondary tumor로 정착한다. 전이의 과정

은 굉장히 비효율적 과정으로 종양 세포의 0.01%만이 혈액에 도달해 전이 장기에서 증

식할 수 있게 된다 [1]. 따라서 혈관에서 암세포가 생존하여 2차 종양을 형성하기 위해

서는 혈액 순환 과정에서 전이 세포의 유지 과정이 중요하다. TDE는 혈관에서 암세포

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 TDE는 세포의 체엑 반응에 관여하여 항종양 항체를 중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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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의 TDE에서 Her2의 발현으로 인하여 

Trastruzumab의 치료 효과가 감소하였다 [4]. 또한 B-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CD20을 

발현하는 엑소좀이 rituximab의 치료학적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사실 또한 보고 되었다 

[5]. 

그러나 전이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혈액에서 순환 암세포(Circulating 

tumor cell, CTC)의 경우 mL당 1-10개정도로 극히 일부분에 불구하며, 적혈구와 혈소

판이 혈액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이다 [6]. 즉 혈액에 존재하는 엑소좀의 대부분은 암세

포 유래가 아닌 다른 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에서 혈액 내

의 엑소좀이 암세포의 이동 및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TDE 뿐 아니라 순환계 유래 엑소좀(Circulating exosomes:CE) 역시 혈액에서 암

의 이동능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가 

TGFβ 경로를 통하여 단시간 경로로 RhoA 의존적 경로를 통하여, 장시간 경로로는  

Smad 인산화를 통한 EMT 촉진을 통해 암세포의 이동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CE의 이동능 촉진 작용은 일차 분리 피부 섬유 아세포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노화된 피부 섬유 아세포에서도 CE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남에 따

라, 향후 피부 화상 및 창상 치료제로서 응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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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재료

Cytochrome c 항체, Zeb-1 항체, p-smad2 항체, p-AKT 항체, p-ERK 항

체, smad2 항체,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donkey anti-rabbit IgG 항체,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donkey anti-mouse IgG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MA, USA)에서 구입하였다. N-caderin 항체는 BD bioscience(NJ, USA)

에서 구입하였다. Chloropromazine은 sigma-aldrich(St.Louis, MO, USA)에서 구입하

였다. Snail 항체는 Abcam(Cambridge, UK)에서 구입하였다. GAPDH 항체는 

Millipore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Bovine cd63 항체는 Biorad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anti-goat IgG항체, CD63항체, Cofilin 항체, p-cofilin 항체, Vimentin항

체, Slug 항체, Twist 항체, RhoA 항체,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Bovine serum, porcine serum, clathrin heavy chain 항체, Vybrant 

DiD(1,1-Dioctadecyl-3,3,3,3-tetramethylindodicarbocyanine) cell-Labeling Solution

은 ThermoFisher Scientific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Alexa Fluor 488 donkey 

anti-mouse IgG(H+L), Alexa Fluor 568 goat anti-rabbit IgG(H+L), Alexa Fluor 

546 Phalloidin 항체는 Life technologies(C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주 배양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전립선 암세포 LNCaP, 폐암 세포주인 HCC827 및 

gefitinib 저항성 폐암 세포인 GR-HCC827 (gefitinib-resistant HCC-827) 이다. 이외

에도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 SW48과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 페암 세포

주인 H1975가 사용되었다. 일차 배양 피부 섬유 아세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노민수 

교수님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LNCaP, HCC827, HCT116, H1975 세포주는 10% 



- 9 -

Fetal Bovine Serum (FBS)와 100 units/ml penicillin 및 100 μ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RPMI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일차 배양 피부 섬유 아세포, MDA-MB-231, 

SW48 세포주는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100 units/ml penicillin 및 100 μ

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모든 세포는 5%의 CO₂

가 포함된 37℃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3.  면역화학적 분석 (Western Blot analysis)

세포의 배양 배지를 제거한 후 세포에 phosphatase inhibitor (Sigma-Aldrich, 

St.Louis, MO, USA)와 proteinase inhibitor (Roche, Basel, Switzerland)를 첨가한 세

포 용해 완충액 (50mM Tris-Cl, pH7.6, 120mM NaCl, 1mM EDTA, pH8.0, 10% 

glycerol, 0.5% Triton X-100, 0.5% Nonidet P-40, 50mM NaF, 200µM sodium 

orthovanadate, 1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PMSF))을 가하여 1시간 동안 얼

음 위에서 세포를 용해하였다. 이후 13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을 전세포 추출액으로 사용하여 Bradford 정량법을 이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정량하였

다. 이후 각각의 단백질 샘플을 8-12%사이의 젤을 이용해서 SDS-PAGE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법으로 분리하였다. 이후 전기영동이 

끝난 겔을 nitrocellulose membrane 0.45μm filter(GE healthcare Life Sciences, 

Chalfont, Buckinghamshire, UK)로 전이완충용액(25mM Tris, 192mM glycine, 20% 

v/v methanol, pH 8.3)을 이용하여 40V, 190분간 transfer 시켰다. 이후 transfer시킨 

나이트로셀룰로오즈막을 5% skim milk (BD Biosciences, San Jose, CA)로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한 후, 1차 항체로 4℃ overnight, HRP-conjugated anti-IgG를 2차 항체

로 사용하였다. 이를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system reagent(EMD 

Milipore, Billerica, MA, USA)로 발색하여 LAS3000-mini(Fujifilm, Tokyo, Japan)으

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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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hoA pull down assay

RhoA 활성은 RhoA pull-down assay kits(Cytoskeleton, #BK036)를 사용하

여 확인하였다. 순환 엑소좀 처리 1.5, 3, 6시간 처치 후 rhoA-GTP 활성을 정량하였

다. 제품의 프로토콜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5. siRNA knockdwon assay

Scrambled siRNA가 control siRNA로 사용되었다. 200 pmol의 Clathrin heavy chain 

siRNA(Bioneer, Daejeon, Korea) 혹은 scrambled siRNA를 Lipofectamine 2000(Life 

Technologies, Carlsbad, C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 대로 transfection 

시켰다.

6. 형광염색 (Immunocytochemistry)

24-well plate에 70% 에탄올로 멸균한 coverglass를 올려놓고 1×10⁵ 
cells/well 이 되도록 250μL씩 시딩한 후 50~70% cell confluency가 되게끔 overnight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FBS가 포함되지 않은 RPMI 배지로 갈아주고 엑소좀을 처리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PBS로 washing을 2번 실시한 후, 4% 

paraformaldehyde로 상온에서 20분간 고정한 후, 0.1% Triton X-100를 상온에서 15

분 처리하였다. PBS로 3번 washing 한 후, 10% horse serum으로 상온에서 1시간 동

안 blcoking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1차 항체로 4℃ overnight, 

fluorophore-conjugated antibody를 2차 항체로 사용하였다. 이후 coverglass를 

slideglass위에 올려놓고 mounting gel (Biomeda, CA ,USA)로 고정한후, iRiS™ 

Digital Cell Imaging System(Logos Biosystems, Gyeonggi-do, Korea)를 이용하여 측

P2X7� siRNA Sense Antisense

siRNA� 1 CCUGCGGUCUGGAGUCAAC GUUGACUCCAGACCGC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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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순환 엑소좀에 Did 표지를 하기 위하여 순환 엑소좀을 1차 초원심분리 이후

에 PBS로 washing하는 과정에서 did labeling solution을 serum 100 mL(원심 분리 전 

초기 부피로써) 당 5 µL 사용하였다. PBS washing 과정을 거친 후 200 nm filter를 통

해 미부착된 형광을 제거하고 Did-labeling된 순환 엑소좀을 세포에 처치하여 사용하였

다. 

7. 세포 성장 분석

96-well plate에 3×10³ cells/well 로 100μL씩 시딩한 후 overnight동안 배

양하였다. 이후 실험 조건에 맞는 미디어를 100μL 넣어 배지를 간 후, Incucyte 

Zoom(Essen bioscience, MI, USA)을 이용하여 4시간 간격으로 well을 사진으로 찍어 

cell confluence를 면적 비율로 계산, 시간에 따라 비율의 증가 정도를 분석하여 세포 

성장 양상을 관찰하였다.

8. Transwell Migration assay

IncuCyte ClearView 96-well chemotaxis plates(Essen bioscience, MI, USA)

를 이용하여 trnaswell migra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Transwell unit의 아랫부분에 

Type Ⅰ Collagen (Collaborative Research, KY, USA)를 코팅한 후 1시간 동안 상온

에서 말리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후 FBS가 없는 조건의 RPMI 배지에 1×103 

cells/mL로 준비한 후, 약물을 함께 처리한 실험군 또는 대조군을 60 µL씩 transwell 

unit 안쪽 부분에 시딩하였다. 유인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 bottom well에는 10% FBS, 

10% exosome-free FBS, 또는 serum free RPMI media에 순환 엑소좀을 추가한 배지 

총 200 µL가 사용되었다. 세포의 이동은 Incucyte Chemotaxis system을 사용하여 4시

간 간격으로 모니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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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ound healing assay

96-well WoundMaker (Essen bioscience, MI, USA)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96-well ImageLock plate (Essen bioscience, MI, USA)를 이용하여 4×10⁴

cells/well 로 100μL씩 시딩한 후,  cell confluency가 100%가 되도록 overnight로 배

양한 후, 96-well WoundMaker를 이용하여 Scratch를 만들어주었다. 이후 실험 조건

에 맞는 미디어를 100μL씩 첨가한 후, Incucyte Zoom(Essen bioscience, MI, USA)을 

이용하여 4시간 간격으로 Wound Scratch를 사진으로 찍어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10. Circulating exosome Isolation

Porcine serum, bovine serum,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서 얻은 혈청을 죽은 세

포, 잔여물 제거를 위해 단계별로 원심 분리 하였다. 먼저 300g로 10분, 2500g로 2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잔여 세포와 잔여물을 제거하고 상층액을 취하였다. 얻은 상층액을 

10000g로 3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microvesicle을 제거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상층액

에서 엑소좀 크기보다 큰 vesicles, contaminants 제거를 위해 200nm filtration을 수행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상등액을 120000g, 120분으로 초 원심분리

하였다(Optima XE -100, Type 32Ti rotor, Beckman Coulter). 다음으로 엑소좀에 오

염된 단백질 등의 제거를 위해 상층액을 모두 버린 후 DPBS로 튜브를 채워 한 번 더 

120000g, 90분 조건에서 초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버리고 오염 최소화 및 순수한 

엑소좀의 분리를 위하여 200 nm filteration을 재 수행하였다. 소량의 PBS 혹은 실험을 

위한 solution에 녹인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엑소좀 정량을 위하여 Bradford assay를 

사용하였다.

11.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실험 방법 10에 따라 획득한 엑소좀의 펠렛을 2% paraformaldehyde에 용해시

켰다. 그 후 Formvar-carbon coated grid에 엑소좀 용액 5 μL를 올려 놓고 20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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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시켰다. 파라필름 위에 PBS 100 μL을 올려 놓고 엑소좀이 붙어 있는 grid와 닿

게 하여 세척 과정을 거쳤다. 1% glutarylaldehye 50 μL에 grid를 옮겨 5분간 고정 과

정을 다시 거쳤다. 그 후 100 μL의 증류수에 30초간 7-8회 gird를 세척하였다. 샘플

을 contrast하기 위하여 50 μL의 uranyl oxaltate 용액에 5분간 gird를 두었다. 그리고 

나서 30초간 3회 증류수로 세척 후 남아 있는 용액을 Whatman no.1 filter paper로 

제거하였다. 그 후 gird를 5분에서 10분간 공기 중에서 건조 시킨 후 에너지여과 투과

전자현미경(LIBRA 120, Carl Zeiss,Oberkochen, Germany)으로 샘플의 사진을 획득하

였다.

12. Direct light scattering

DLS 측정은 Zetapotential & Particle size analysis ELSZ-1000 (Otsuka Electronics 

Co.Ltd., Osaka, Japan)로 수행하였다. 엑소좀 샘플을 1:100으로 DW에 희석하여 총 

부피 1.0 mL가 되게 하였다. 샘플은 기계에 설정된 표준 설정 (refractive index, 

1.3328; viscosity, 0.89; temperature, 25°C) 상태에서 측정이 수행 되었다.

13. Flow cytometry

LNCaP 세포를 1*105 cells/well로 6 well에 seeding 하였다. 다음 날 serum 

free medium으로 배지를 바꾼 후 serum 고갈 상태에서 LNCaP 세포를 18시간 

incubation하였다. 그 후 Did로 표지된 circulating exosome을 1 μg/mL 처리 하였다.  

37℃에서 1시간 incubation 후 PBS로 세포를 세척하였다. Trypsin/EDTA에 5분간 처

리 후 PBS에 세포를 모아 BD FACSCalibur flow cytometer 2 (San Jose, CA)로 분석

하였다. 

14. 통계처리 방법 (Statistical analysis)

Densitometry scanning은 Multi gauge software (Fujifilm, Tokyo, Japa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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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수행하였다. Student`s t-test,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그룹 간의 유의성

을 평가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 p<0.01, p<0.005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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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1. 순환계 유래 엑소좀 정의

Bovine serum, porcine serum 및 건강한 성인 남성의 혈액에서 기원한 혈청에

서 초 원심 분리법을 통하여 순환계에서 유래된 엑소좀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엑소좀이 

엑소좀의 통상적인 크기(50-100 nm) [7] 안에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direct light 

scattering을 사용하여 엑소좀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평균값 56.3 nm로 분리한 순환 엑

소좀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1A). 또한 엑소좀 분리의 지표로 

사용되는 CD63을 확인하였다. CD63은 엑소좀의 transmembrane domain에 있는 것으

로 알려진 대표적 단백질이다 [1]. 동일한 양의 단백질(15 μg)을 사용하였을 때, 

LNCaP 세포 총 분획에 비하여 분리한 엑소좀에서 강한 CD63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ure 1B). 또한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엑소좀을 확인하였을 때 엑소좀의 

크기가 100 nm 부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C). 또한 LNCaP 세포주에 Did로 

염색한 엑소좀을 처치 후 엑소좀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id로 표지된 엑소좀을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엑소좀을 

처리한 군에서 phalloidin의 표현형이 좀 더 fibroblast type의 표현형을 발견하였다

(Figure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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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dentification of circulating exosomes. 

(A) Nanosight data of circulating exosomes. (B) Expression of CD63 in LNCaP 

whole cell lysate and exosomes from human, bovine, porcine serum (Left: CD63 

antibody, Right: bovine specific CD63 antibody). (C) Representative TEM image of 

circulating exosomes. (D) Evaluation of uptake of Did-labeled circulating exosomes 

in LNCaP cells by immunofluorescence immunocytochemistry (blue-DAPI, red-Did 

labeled CE, green-phallo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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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세포의 이동능에 미치는 순환 엑소좀의 역할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은 단백질 및 핵산을 다른 세포에 전달하여 암의 발

생, 성장, 전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7]. 순환계로 유출된 암세포와 혈액 내 다

른 인자의 작용이 암의 전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함에도 불구하고 [8], 순환 엑

소좀이 암세포의 이동 능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제일 먼저 배지에 

포함된 FBS (Fetal bovine serum)에서 엑소좀을 제거하였을 때 암세포의 이동능에 미

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전립선 암세포주인 LNCaP 세포주를 사용하여 

chemotaxis 실험을 수행하였다. Attractant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FBS에서 엑소좀을 

제거한 exosome free FBS를 사용하였을 때 LNCaP 세포의 이동능이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원심분리법으로 분리한 bovine serum의 순환 엑

소좀 20 μg을 exosome free FBS 10% 배지에 추가하여 chemoattractant로 사용하였

을 때, 약 1.5배 세포의 이동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A). 이는 

GR-HCC827 세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 되었다(Figure 2B).

그 다음, 엑소좀에 의한 세포 이동능을 더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serum 안

에 있는 다른 인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serum 고갈 배지 조건을 사용하여 

chemotaxis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립선 암세포주인 LNCaP 세포에서 serum이 고갈된 

배지에서 순환 엑소좀을 각각 5, 10, 20 μg/mL 의 농도로 chemoattractant 역할로 사

용하였다. 그 결과, 순환 엑소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이동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ure 2C). Bovine serum 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 남성의 혈액 및 porcine 

serum에서 분리한 순환 엑소좀을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도 농도 의존

적으로 암세포의 이동능을 올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D).

이러한 순환 엑소좀의 역할이 다른 암세포주에도 공통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암 세포주에서 순환 엑소좀에 의한 암세포의 이동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

장암 세포주(HCT116, SW48), 폐암 세포주(H1975, GR-HCC827), 유방암 세포주

(MDA-MB-231)에서 엑소좀 농도에 따라 세포간 편차가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엑소좀에 의해 암세포의 이동능이 증가하는 경향인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2E).환자 

유래 1차 분리 유방암 세포에서도 순환 엑소좀에 의한 이동능을 평가하였을 때도 순환 

엑소좀에 의한 이동 촉진 효과를 확인하였다(Figure 2F). 이를 통하여 순환 엑소좀이 in 

vitro 상에서 암세포의 이동능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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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ssential role of circulating exosomes in cancer cell migration. 

(A) Migration of LNCaP cells after incubation with normal FBS, exosome-depleted 

FBS and exosome-depleted FBS + circulating exosome 20 μg/mL (n=3). (B) 

Migration of GR-HCC827 cells after incubation with normal FBS, 

exosome-depleted FBS and exosome-depleted FBS + circulating exosome 20 μ

g/mL (n=3). (C) Migration of LNCaP cells in serum free medium after exposure 

of circulating exosomes 0, 5, 10, 20 μg/mL as chemoattractant (n=3). (D) 

Migration of LNCaP cells in serum free medium after exposure of porcine (up) or 

human (down) circulating exosomes 0, 5, 10, 20 μg/mL as chemoattractant (n=3). 

(E) Evaluation of migration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after exposure of circulating 

exosomes as chemoattractant (n=3). (F) Migration of primary breast cancer cells in 

serum free medium after exposure circulating exosomes 0, 5, 10, 20 μg/mL as 

chemoattractant (n=3). 

PANEL (A), (B): ## p<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HCC-827 cells, ++ 

p<0.01,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normal FBS condition;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exo-depleted FBS condition; by t-test

PANEL (C), (D), (E): * p<0.05, ** P<0.01, and *** p<0.005, significan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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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serum free medium condition; # p<0.05,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circulating exosomes 5 μg/mL; by one way ANOVA. All error bars 

represent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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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 엑소좀의 TGFβ 신호 활성화 및 EMT 촉진 

TGFβ 신호는 암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이 암세포의 이동과 전이를 촉진시키

는 대표적 신호로 알려져 있다. TGFβ 신호의 경우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역할이 다르

나, 전이성 있는 암세포에서는 EMT 현상 등 여러 현상을 촉진하여 암 전이를 촉진시

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9]. 특히 암세포 유래 엑소좀에 의한 TGF-β 신호의 경우 

myofibroblast를 종양 연관 myofibroblast로 변형 시켜 암세포에 유리한 미세환경을 조

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10]. 이렇게 조성된 미세 환경은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일으키

게 된다. 그러나 순환 엑소좀이 암세포의 TGF-β 신호에 관여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

진 바가 없다. 

암세포가 혈관으로 유출되어, 전이의 단계를 거칠 때 순환계 유래 엑소좀에 의

하여 TGF-β신호가 활성화된다면 암세포의 전이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순환 

엑소좀에 의한 TGF-β 신호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순환 엑소좀에 의해 TGF-β 신호

가 활성화 되면 인산화 되는 것으로 알려진 Smad2 신호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Figure 

3A). 엑소좀에 의한 TGF-β 신호의 활성화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TGF-β receptor 

inhibitor인 LY36947에 의하여 엑소좀에 의한 세포의 이동능에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

하였다. 그 결과 LY364947에 의하여 엑소좀에 의하여 증가된 세포의 이동능이 유의미

하게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B). 따라서 순환 엑소좀에 의한 TGFβ 신호

가 엑소좀에 의한 세포의 이동능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GF-β 신호는 smad2를 인산화 시켜 EMT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T는 상피세포가 mesenchymal 세포(간엽세포) 또는 섬유아세포와 같은 특징인 세포

간의 결합력 감소와 증가된 이동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상 발달 또는 암세포의 전

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11]. 순환 엑소좀을 처리하고 각 24, 

48, 72시간 째에 mesenchymal marker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특히 48시간째에 엑소

좀 비처리군에서는 감소한 mesenchymal marker중 Slug, Twist 등이 엑소좀 처리군에

서는 계속 강한 발현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C). 면역형광법을 사

용하여 듯 지표들을 확인하였을 때도 Slug, Vimentin, Twist가 엑소좀 비처리군에 비하

여 엑소좀 처리군에서 강하게 발현하였다(Figur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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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ctivaton of TGFβ signaling and promotion of EMT by circulating 

exosomes. 

(A) LNCaP cells were treated with 10 μg/mL CE. Phospho-Smad2, and smad2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s at the indicated time points (n=5). (B) Effects 

of circulating exosomes induced TGF-β signaling on migration of LNCaP cells 

were determined by Incucyte chemotaxis analysis. Medium containing CE (10 μ

g/mL) was placed in the lower chamber and the upper chamber contain LY364947 

(1 μM) (n=3). (C) Evalutaion of circulating exosomes induced EMT at the 

indicated time points (Left, n=3). The immunocytochemical stainings of Vimentin, 

Slug, Twist and N-caherin after after treatment with CE  for 48 h (Right).

* p<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0 hr time point,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CE 10 μg/mL treatment ;by t.test ;All error bars represent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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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 엑소좀의 RhoA-ROCK 신호에 의한 암세포 이동능 촉진

순환 엑소좀에 의한 TGF-β 신호에 의한 EMT 증가는 비교적 엑소좀 처리 후 

늦은 시간대(48-72)에 나타난 반면 엑소좀에 의한 세포의 이동은 엑소좀 처치 후 이르

면 16시간째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EMT 외에 TGF-β 하위의 Smad 비의존적 신호

에 대해 고려하였다. Smad와는 독립적인 신호인 RhoA 신호는[12], Rho-ROCK 신호

에 의하여 actin filament의 조절로 비교적 단시간 안에 세포의 이동의 변화가 나타남

이 알려져 있다 [13].

기본적인 암세포주에서 RhoA의 발현을 평가하였을 때, invasive한 세포주일수

록 RhoA의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E). 순환 엑소좀이 RhoA를 

활성화 시키는지를 RhoA의 활성화 형태인 GTP-RhoA를 정량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

과 순환 엑소좀 처치 3시간 째에 GTP-RhoA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F). 이렇게 증가된 GTP-RhoA가 TGF-β 하위 신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TGF-

β inhibitor인 LY364947을 사용하였을 때 활성화 된 GTP-RhoA가 LY364947 처치에 

의하여 비활성화되었다(Figure 3G). RhoA의 하위 신호로 알려진 ROCK의 inhibitor인 

Y27632를 처치하였을 때 순환엑소좀에 의한 세포의 이동능이 유의미하게 억제됨을 확

인하였다(Figure 3H). 순환 엑소좀이 ROCK1 및 ROCK2 중 어느 신호에 관여하는 지

를 평가하기 위하여 ROCK1 하위의 p-MLC와 ROCK2 하위의 p-cofilin을 평가하였

다. p-MLC는 변화가 없었으나, 엑소좀에 의한 p-cofilin의 억제가 LNCaP 세포에서 

관찰되었다(Figure 3I). 흥미롭게도, 전립선암세포에서 invasive한 암세포의 경우 TGF-

β 신호에 의하여 RhoA가 활성화 될 때 cofilin의 인산화는 오히려 발현이 억제됨이 

보고된 바 있다 [14]. 이렇게 cofilin의 인산화 억제는 actin filament를 유동적으로 만

들어 전이와 이동능을 더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TGF-β 신호를 통해 초기 반응으로써는 RhoA-ROCK 신호의 활성화

를 통하여, 후기 신호로는 EMT 신호의 촉진을 통해 엑소좀은 암세포의 이동능을 촉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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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itvation of RhoA by circulating exosomes 

(A) Basal expression of rhoA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n=3). (B) LNCaP cells 

were treated with 10 μg/mL CE. Active RhoA and total RhoA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s at the indicated time points (n=3). (C) The effect of LY364947 

on expression of RhoA activation by CE 10 μg/mL (n=3). (D) Suppression of 

LNCaP cell migration by ROCK inhibitor, Y27632 (n=3). (E) Expression of 

p-cofilin and p-MLC after treatment with 10 μg/mL CE for 12 h (n=3). 

* p<0.05, ** p<0.01,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0 hr time point,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CE 10 μg/mL treatment ; # p<0.05,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negative control (PBS treatment),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CE 10 μg/mL treatment ;N.S. not significant; 

by t.test; All error bars represent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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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rculating exosome의 함입에 미치는 Clathrin-mediated 

endocytosis 경로

엑소좀이 miRNA 전달 등으로 암의 성장, 전이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서

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수혜 세포로 유입되는 경로에 대한 uptake pathway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5].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Clathrin-mediated endocytosis(CME) 

경로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16-17]. CME 신호의 경우 TGF-β신호와도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다 [18]. 순환계 유래 엑소좀이 CME 신호를 통하여 함입되는지

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여러 암세포주에서 clathrin heavy chain(CHC)의 

발현을 확인하였을 때 rhoA와 동일하게 침습성이 강한 암세포일 수록 CHC의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A). Clathirin mediated endocytosis의 inhibitor

로 알려진 chloropromazine [19]을 사용하여 inhibitor 실험을 진행하였다. CPZ가 

LNCaP 세포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인 2.5 uM을 사용하였다 (Figure 

5B). CPZ 2.5 uM을 사용하였을 때, 순환 엑소좀에 의한 세포의 이동이 감소되었다

(Figure 5C).  

CHC가 세포에서 엑소좀의 함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CHC siRNA를 사용하여 gene silencing을 진행하였다. 성공적으로 CHC가 

knockdown 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5D). 대조군 siRNA 및, CHC siRNA를 사용

하여 Did로 표지된 엑소좀을 처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FACS로 Did로 표지된 엑소좀과 

결합한 세포의 형광을 측정하였을 때 CHC가 silencing된 세포에서 exosome과 결합한 

세포의 형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미미하였으나 유의미하였

다 (26%→20%) (Figure 5E).

다음으로 CHC를 silencing 하였을 때 엑소좀에 의한 세포의 이동능에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CHC가 silencing되더라도 엑소좀에 의

한 이동능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5F). 또한 Smad2 의 인산화 또한 변화가 

없었다(Figure 5G). 따라서 이를 통하여 Clathrin mediated endocytosis는 순환 엑소좀

의 함입에는 일부 관여하나, 순환 엑소좀에 의한 세포의 이동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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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le of clathrin-mediated endocytosis in exosome uptake. 

(A) Basal expression of clathrin heavy chain (CHC)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n=3). (B) Effects of chloropromazine on cell proliferation of LNCaP cells (n=6). 

(C) Effect of chloropromazine on CE-induced cell migration of TAMR-MCF-7 

cells (n=3). (D) Inhibition of CHC expression by CHC siRNA treatment. (E) 

Uptake of Did-labeled exosomes in control siRNA LNCaP cells and CHC siRNA 

LNCaP cells. The proportion of uptake is measured by FACS (n=3). (F) Evaluation 

of CE-induced cell migration in control siRNA LNCaP cells and CHC siRNA 

LNCaP cellls (n=3). (G) Expression of CE induced phospho-smad2 after 

transfection with CHC siRNA in LNCaP cells at indicated time points (n=3).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control siRNA treatment,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negative control (PBS treatment),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10 μg/mL CE treatment ; by t.test; N.S. not 

significant; All error bars represent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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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환 엑소좀의 응용: 피부 섬유 아세포에서 순환 엑소좀의 활용

순환 엑소좀이 암세포의 이동능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기본적으로, 일차 분리한 피부 섬유 아세포에

서 순환 엑소좀을 처치하였을 때 상처 치유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순환 엑소좀에 

의하여 농도의존적으로 상처 재생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Figure 6A). 현재 창상 

및 화상 등의 피부 재생 치유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는 EGF(Epidermal 

growth factor)이다 [20]. 그러나 EGF의 경우, 노화된 피부섬유아세포는 EGF receptor

의 소실로 인하여 EGF 반응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된 바 있다 [21]. 따라서 보유한 1차 

분리 피부 섬유 아세포를 사용하여 EGF를 처치하였을 때 p-AKT 및 p-ERK의 반응

성을 확인하였다. p-AKT와 p-ERK에 대한 반응성이 초기 passage (passage 14)에 비

하여 후기 passage (passage 24)에서 더 떨어졌다.

다음으로 순환 엑소좀이 전형적인 EGF 경로를 자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순환 

엑소좀은 p-AKT 및 p-ERK의 활성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순환 엑소좀이 

EGF 수용체를 경유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순환 엑소좀이 

Smad 신호를 활성화 시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초기 passage와 후기 passage에서 모

두 엑소좀은 Smad 신호를 강력하게 활성화 시켰으며, 이는 후기 passage에서도 엑소좀

이 상처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현상적으로 wound healing assay를 

통해 평가하였다. 흥미롭게도 초기 passage에서는 EGF와 순환 엑소좀의 반응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 passage에서는 EGF의 반응성은 떨어진 반면, 순환 엑소

좀은 계속 상처 치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순환 엑소좀이 노화된 피

부섬유 아세포에서도 강력하게 상처 치유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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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pplication of circulating exosomes as a wound healing agent. 

(A) Evaluation of CE as a wound healing agent in primary dermal fibroblast 

(n=4). (B) EGF induced phosphorylation of AKT and ERK in primary dermal 

fibroblast at an early or late passage (n=3). (C) Expression of p-AKT and p-ERK 

after treatment of 10 ug/mL CE (n=3). (D) Expression of CE induced 

phospho-Smad2 in primary dermal fibroblast at an early or late passage (n=3). (E) 

Wound healing ability of CE in primary dermal fibroblast at an early or late 

passage compared to EGF 100 ng/mL (n=5).

* p<0.05, ** p<0.01, *** p<0.005, significant as compared to CE non-treating 

group (PBS treatment); by t.test; N.S. not significant; All error bars represent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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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2008년-2014년에 암에 의한 5년 생존율은 69.7%로 5년 생존율이 35%였던 

1950년대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암의 발생은 약 173만건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은 약 61만명으로 추정된다 [22]. 표적 

항암제 등의 개발 등 암의 치료에 있어서 많은 진보가 있었지만, 암의 전이가 일어난 

후에는 환자의 생존율은 낮으며 해결 되야 할 숙제이다. 

암세포와 미세환경 사이의 양방향 상호작용은 최근 중요한 논제이다. 과거에는 

종양의 다양성이 암 세포 자체의 유전자 변이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인식 되었다. 그러

나 최근 종양 미세 환경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종양은 암 주변의 환경인 간질 세포의 

구성 및 활성 상태, 면역세포, 신호전달 물질 등 여러 복합인자로 인하여 다양성이 나

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은 조직의 복잡한 미세환경에 의존하여 성장이 이루어

지며 이러한 미세 환경은 암의 전이, 침윤, 성장을 조절하므로 암의 치료에 있어서 중

요한 표적이다 [23]. 

최근 엑소좀은 암의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중개자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

다. 고전적으로 종양 미세 환경 내에서 다양한 신호를 조절하는 인자는 cytokine, 성장 

인자 등이 있다. 이러한 인자들은 종양 미세 환경 내에서 세포 신호 전달에 주요한 수

단이다. 최근 종양에서 유래한 엑소좀(TDE) 역시 중요한 신호 인자이며, 1차 종양의 

미세 환경을 전이에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 pro-tumorigenic niche를 형성한다는 것

이 알려졌다. 그 후로 다양한 암종에서 TDE가 암의 성장과 전이를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 보고 되었다 [24]. 

혈액은 암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원발성 종양에서 혈액으로 침윤된 극히 

일부의 암세포는 혈액 내 여러 인자와 상호 작용하며 최종적으로 2차 종양으로 전이 

된다. 혈액 내에서 CTC의 비율은 다른 세포들에 비하여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고

전적으로 TDE만이 암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혈액 내 순환 엑

소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비록 원발성 종양에서 유출 된 극히 일부의 암세포

(0.01%)만이 전이의 과정을 무사히 끝내지만, 암으로 인한 대부분의 사망이 암의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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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발생한다 [8].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혈액 내 존재하는 순환 엑소좀과 암

세포간의 상호작용은 연구되어야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 엑소좀에 의해 여러 암종에서 이동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Figure 2). Chemotaxis 실험을 통하여 소좀을 제거한 FBS를 포함한 배지를 

attractant로 사용하였을 때, 일반 FBS를 attractant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암세포의 이동

능이 감소하였다(Figure 2A). 또한, FBS에 포함되어 있는 cytokine, hormone 등의 교

란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serum 고갈 배지에서 엑소좀 단독으로 chemoattractant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였을 때 엑소좀에 의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이동능이 증

가하였다(Figure 2B). 이 결과는 순환 엑소좀이 혈액에서 CTC의 이동을 매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암세포의 이동능 정도는 침습적 성격이 두드러

진 암종(LNCaP, H1975)에서 순환엑소좀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종양 유래 엑소좀이 암의 전이 및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TDE가 암의 이동 및 전이를 매개하는 기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중 TGFβ 경로는 많은 연구에 의하여 TDE가 암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기전으로 제

시 되었다. 특히 TDE는 TGF-β 경로를 통하여 근섬유아세포를 암에 우호적으로 변화 

시켜 혈관 신생 등을 촉진시키며, CD8+ T 세포의 사멸 및 조절 T 세포의 확장을 유

도한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다 [25].  TGF-β 신호는 암에서 종양 억제자 및 종양 촉

진자의 이중적 면을 가진 신호이다. 종양 억제자로 작용할 때는, 종양 발생 과정에서 

성장 억제 및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반대로 종양의 촉진자로써 작용할 때는 암세포의 

이동과 EMT를 유도한다 [26]. 

본 연구에서는 TDE뿐만 아니라 CE 또한 암세포에서 TGF-β 경로를 활성화 시킨

다는 사실을 밝혔다 (Figure 3A). 본 연구에서 CE가 암세포의 이동능을 크게 증가 시

켰으므로, 순환 엑소좀에 의한 TGF-β 신호는 암세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에 의하여 활성화 된 TGF-β 신호가 전사인자인 

Smad2의 인산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Figure 3A). 암에서 TGF-β 신호에 

의한 Smad의 인산화를 통하여 EMT가 수반됨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27], CE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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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도된 Smad2의 활성화가 암세포의 EMT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설대

로  EMT의 지표인 Vimentin, Slug, Twist 등이 CE 처리 48시간 째에 대조군에 대비

하여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C). 

또한 단시간 경로로, CE에 의하여 촉진된 TGF-β 신호는 RhoA를 활성화 시켰다 

(Figure 4B). RhoA는 actin 및 microtubule의 세포 골격 유전자 발현, 세포 형태 등을 

조절하여 암의 진행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CE에 의하여 활성화된 RhoA 신호를 

inhibitor를 사용한 억제 실험은 CE에 의한 LNCaP 세포의 이동능을 감소 시켰다

(Figure 4D).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RhoA 하위의 ROCK2 하위 신호로 알려져 있는 

cofilin의 인산화가 CE에 의하여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E). 고전적 

경로에 따르면 RhoA가 활성화 되면, 하위 신호인 ROCK2에 의하여 cofilin의 인산화

가 증가하여 비활성화 된다. 그러나 최근 전립선암세포(LNCaP, PC3)에서 TGF-β 경

로를 통하여 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cofilin의 인산화가 감소하며, 이로 인한 cofilin

의 활성화는 전립선 암의 전이를 in vivo에서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14]. 특히 

전이력이 높은 암세포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cofilin이 관찰되며, TGF-β-RhoA 

신호에 반응하여 활성화 된 cofilin은 암세포의 전이능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는 전이력

이 높은 암세포에서는 ROCK2가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14]. 이를 통하여 볼 

때, CE는 전이능력이 높은 암세포에서 TGF-β–RhoA 경로를 통하여 cofilin의 인산

화를 감소 시켜 암의 이동능을 촉진시키는 비정형 경로를 작동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CE는 TGF-β 신호에 의하여 초기 신호(12-24시간)로는 

RhoA-cofilin 신호가 작동하며, 후기 신호(48-72시간)로는 EMT가 작동하여 암세포의 

이동능을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CE가 암세포에서 TGFβ 신호를 통하여 촉진한 

다는 것은 CE가 혈액에서 순환 암세포의 이동을 도와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므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엑소좀은 내부에 단백질, 지질, microRNA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물질들을 

통하여 기원세포로부터 다른 세포에 신호 전달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2]. 엑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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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포 간 신호전달에 중요한 전달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엑소좀의 발생, 분비, 구성 

요소 등에 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엑소좀이 다른 세포에 어떠한 경로

로 uptake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현재 엑소좀이 다른 세포에 전달되

는 경로로는 크게 수용체 경유, fusion, phagocytosis 등이 있다 [15]. 암세포에서 TDE

가 uptake 되는 경로는 현재까지 clathrin-mediated endocytosis pathway(CME)가 보

고 되었다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가 전립선암세포인 LNCaP 세포에서 CME

에 의하여 uptake 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CME가 엑소좀의 uptake에 일부 관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Figure 5E). 그러나 CME는 CE에 의한 암세포의 이동능 

증가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clathrin 결손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Figure 5F,G). 엑

소좀에 의한 반응성이 세포마다 다른 것을 고려하면 (Figure 2E), 세포 특이적인 수용

체가 작동할 것으로 추측되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CE의 직접적 활용 방안으로 피부섬유아세포에서 CE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1차 분리 피부 섬유 아세포에서 CE는 저농도의 EGF (1 nM)에 비

하여 강력한 상처 치유 효과를 나타냈다(Figure 6A). 흥미롭게도, CE는 상대적으로 노

화된 피부섬유 아세포(passage 24)에서도 초기 passage 피부 섬유 아세포와 동일하게 

상처 치유 효과를 나타내었다. EGF의 경우 상처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상처 치유제지

만, 노화된 섬유아세포에서는 EGF 수용체의 발현감소로 인하여 EGF 반응성이 떨어진

다는 사실이 보고 되었다 [21].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EGF를 처치하였을 때 후기 

passage의 섬유 아세포에서는 초기 passage 섬유 아세포에 비하여 EGF 반응성 및 

EGF에 의한 상처 치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6B). 그러나 

CE에 의한 smad 반응성 및 상처 치유 효과는 초기 및 후기 passage의 섬유 아세포에

서 모두 동일하였으며(Figure 6E) 이는 CE가 노화된 피부 세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상처 치유제의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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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Abstract

Involvement of circulating exosomes in migration of 

cancer cells and dermal fibroblast cells

Park, Miso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umor derived exosome (TDE) promotes the formation of a tumor 

microenvironment, mediating tumor-stroma signaling. TDE can influence cancer 

growth, metastasis, resistance to chemotherapy,\ and immune response avoidance. 

In particular, many studies have revealed that TD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etastasis of cancer. However, the presence of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within the circulatory system is limited to 1-10 per 1 mL of blood. Thus, most of 

the exosomes in the cardiovascular system are derived from red blood cells and 

platelets, which are the majority of the blood. However, the physiological roles of 

circulating exosomes (CE) is relatively unknown.

In this study, it was showed that CE functions as an important mediator 

for cancer cell migration. The migratory ability of cancer cells is displayed in a CE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such as highly invasive 

prostate cancer cell line LNCaP cells and gefitinib resistant HCC-827 lung cancer 

cells. As mechanisms for this, the TGFβ-RhoA pathway was involved in the 

short-term reactive pathway and TGFβ-Smad-EMT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pathway in the long-term reactive pathway. In addition, it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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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some portion of CE uptake was through clathrin-mediated endocytosis.

I further demonstrated that wound healing activity is significantly increased 

by CE treatment in primary dermal fibroblasts. The wound healing ability of 

primary dermal fibroblast was similarly powerful in both early and late passage 

fibroblasts compared to vehicle-treated control. In a similar way to cancer cells, 

TGFβ-Smad pathway was also involved in dermal fibroblast which indicate that 

CE could be applied for skin regeneration purposes instead of epidermal growth 

factor.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for the first time that CE is a critical 

factor for cancer cell migration and skin regeneration. 

Key words: Circulating exosomes, migration, TGFβ, RhoA, 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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