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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세소관과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 표적 

항암후보물질들의 소포체 스트레스를 수반한 

항암작용 및 기전 연구 

 

김수진 

약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는 단백질 및 지질의 합성, 칼슘의 

저장과 신호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며, 소포체 

스트레스(ER stress)는 암, 퇴행성 신경질환, 대사질환, 염증 질환 등의 

질병들과 관련이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특히 암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는 암세포의 생존, 성장, 신생혈관, 전이, 약물 저항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에서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 저산소증(hypoxia), 영양분 고갈(nutrient deprivation)로 인해 

미접힘 단백질 반응(unfolded protein response, UPR)이 일어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된 항암제인 튜불린 중합 

저해제(tubulin polymerization inhibitor) 및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 저해제(histone 

deacetylase inhibitor)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내용을 다루었다. 

튜불린 중합 저해제 기전의 vascular disrupting agent (VDA)인 CKD-516 

(valecobulin)은 임상 1상 및 이리노테칸과의 병용 임상 1상을 통하여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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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 특히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리노테칸(irinotecan) 

병용 1 상 임상시험에서는 79%의 환자에서 안정성 병변(stable disease, SD) 

이상의 약효를 보인 신규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이 논문에서는 CKD-516 에 

의한 세포사멸에 소포체 스트레스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였다. 

CKD-516 의 활성대사체인 S516 을 이용한 시험관 내 시험에서 CKD-

516 은 튜불린(tubulin)에 결합하는 vascular disrupting agent (VDA)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폐암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S516 이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켰으나, 암세포 사멸 효과는 

활성산소 생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S516은 폐암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 마커인  inositol-requiring enzyme 1 

(IRE1) 와 protein kinase RNA-like endoplasmic reticulum kinase (PERK)의 

인산화를 증가시켰고, 스트레스 마커의 활성화는 N-acetylcysteine (NAC)에 

의해 부분적으로 저해되어, S516 에 의해 유도된 미세소관의 와해 및 이로 

인한 활성산소의 생성이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활성산소 저해제나 소포체 스트레스 저해제가 S516 에 의한 미세소관의 

와해를 저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미세소관의 와해와 활성산소 생성에 

의해 소포체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CKD-516 은 폐암 

이식모델에서 종양 성장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카보플라틴(carboplatin)과 병용 

시에는 항암 효과가 우수하여,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적절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histone deacetylase (HDAC) 저해제인 CKD-581 (alteminostat)은 

림프종(lymphoma) 및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 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44% (16/36 환자)의 환자에서 

안정성 병변(stable disease, SD)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CKD-581은 class I, II를 모두 저해하는 pan-HDAC 저해제이다. CKD-581에 

의해 혈액암 세포에서 Wnt/-catenin 신호전달이 유의하게 변화되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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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evelled binding antagonist of beta catenin 3 (DACT3)의 발현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Wnt/-catenin 신호전달의 negative 

regulator 인 DACT3 의 증가로 인해 Wnt/-catenin 신호 전달의 하위 신호인 -

catenin 및 c-MYC 의 발현이 감소되고, cyclin D1 과 cyclin-dependent kinase 4 

(CDK4)와 같은 세포 주기와 관련된 인자의 발현 역시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p53 활성화 및 p21 의 발현 증가와 함께 세포자멸사(apoptosis)가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발골수종 이식 마우스 모델에서도 CKD-581 에 

의한 암 성장 억제가 관찰되어, 동물모델에서도 항암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발골수종에서 CKD-581 이 항암 효과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혈액암인 림프종에서도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은 기존의 HDAC 저해제들이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암종이며, 

림프종 중 가장 많은 환자가 고통을 받는 질환이다. CKD-581 은 림프종에서 

히스톤 단백질과 튜불린의 아세틸화를 유도하였으며, DLBCL 환자의 중요한 

예후 인자인 MYC 과 BCL-2 및 BCL-6 의 발현을 줄였다. 또한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 있는 BCL-2 family 인 BCL-XL 과 MCL-1 의 발현을 줄였으며, 

phosphorylated histone H2AX (H2AX) 와 poly (ADP ribose) polymerase 1 (PARP1)을 

증가시켜 세포자멸사가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림프종 세포에 CKD-

581 을 처리한 결과 IRE1와 PERK,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 (ATF6) 및 

glucose-regulated protein 78 (GRP78)과 같은 소포체 스트레스 지표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어,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CKD-581 은 

2 종의 림프종 이식 동물모델에서 항암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CD20 이 

발현되는 SU-DHL-2 모델에서, DLBCL 의 중요한 치료제인 리툭시맙 

(rituximab)과 유사한 정도의 종양 성장 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CKD-

581 은 림프종 치료제로서 항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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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위논문에서는 튜불린 중합 저해제인 CKD-516 과 HDAC 저해제인 

CKD-581 의 작용 기전에 대해 밝혔으며, 강한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항암제 후보 물질들은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좋은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 요 어 (keywords): 소포체 스트레스, Wnt/-catenin 신호전달, 활성산소, 

튜불린 중합 저해제, HDAC 저해제, 폐암, 다발골수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학번: 201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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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 Suberoylanilide hydroxamic acid 

SD: Stable disease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P1: Site-1 protease 

SP2: Site-2 protease 

TBS-T: Tris-buffered saline 

TCD: N-deacetyl-N-(chromone-2-carbonyl)-thiocolchicine  

TRAF2: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2 

UPR: Unfolded-protein response 

VDA: Vascular disrupting agent  

XBP1: X-box binding prot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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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는 단백질 및 지질의 합성, 칼슘의 저장, 

신호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소기관이다 [1].  단백질들은 소포체에서 

구조 형성 및 변형을 거친 후 적절한 위치로 운송된다. 소포체 내에 미접힘 

단백질(unfolded protein) 또는 잘못 접힘 단백질(misfolded protein)이 증가하는 

소포체 스트레스(ER stress)는 단백질의 항상성 네트워크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1]. 

소포체 막(ER membrane)에 존재하는 3 개의 스트레스 센서(stress sensor) 

[Inositol-requiring enzyme 1 (IRE1), protein kinase RNA-like ER kinase (PERK) 및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 (ATF6)]는 미접힘 단백질 반응(unfolded-protein 

response, UPR)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미접힘 단백질이 없을 시, 

glucose-regulated protein 78 (GRP78, Bip)은 센서 단백질들에 결합하여, 센서 

단백질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시킨다. 소포체 내강(lumen)에 미접힘 

단백질이 축적되면, GRP78 이 센서 단백질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며, 센서 

단백질들은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고, UPR 이 발생된다 (Figure 1). UPR 

과정에서는 (1) 단백질 번역(translation)의 지연, (2) GRP78, glucose-regulated 

protein 94 (GRP94)와 같은 ER 샤페론(charperone) 및 protein disulfide isomerase와 

같은 folding enzyme 의 증가, (3) 미접힘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한 ER-associated 

degradation (ERAD)이 촉진된다 [1, 3].  

소포체 스트레스는 암, 퇴행성 신경질환, 대사질환, 염증 질환 등의 

질병들과 관련이 있다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4]. 특히 암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는 암세포의 생존, 성장, 신생혈관, 전이, 약물 저항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에서는 저산소증(hypoxia),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 영양분 고갈로 인해 미접힘 단백질 

반응(unfolded protein response, UPR)이 일어날 수 있다 [5, 6]. 따라서 소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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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ndoplasmic reticulum (ER) stress signaling.  

Accumulation of unfolded / misfolded proteins in the ER lumen results in UPR. Once ER 

stress occurs, GRP78 is dissociated from the ER stress sensors (IRE1, PERK and ATF6). 

IRE1 is activated upon dimerization of IRE1 and IRE1, and then autophosphorylated. 

PERK is also activated by dimerization and phosphorylation. ATF6, a member of the 

leucine zipper transcription factor family, is transferred to the Golgi and cleaved by S1P 

(site-1 protease) and S2P to generate ATF6, its active form. Activated ER stress sensors 

initiate the relevant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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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의 신호전달 기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된 항암제인 튜불린 중합 

저해제(tubulin polymerization inhibitor) 및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 저해제(histone 

deacetylase inhibitor, HDAC inhibitor)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다루었다. 

 

1. 튜불린 중합 저해제 

미세소관(microtubule)은 -, -튜불린의 이종 이량체(heterodimer)의 중합에 

의해 이루어진 원통형 구조(cylindrical structure)를 형성하며, 미세섬유(micro-

filament), 중간섬유(intermediate filament)와 함께 세포골격(cytoskeleton)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세포 모양 유지, 세포 운동성, 세포내 수송과 세포 

분열 등을 담당한다 [7, 8].  

미세소관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방추사(spindle)를 형성하여 염색체 

분열(chromosomal segregation)을 일으킨다. 튜불린에 결합하는 물질들은 

방추사의 역할을 저해하여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고 세포 사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튜불린 중합 저해제는 항암화합요법제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7].  

미세소관은 세포 분열과 더불어 스트레스 반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세포가 산소나 영양분이 고갈되거나 방사선 조사(irradiation)를 받는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미접힘 단백질은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시스템 

(ubiquitin-proteasome system, UPS)에 의해 제거된다 [9]. 미접힘 단백질 반응은 

미접힘 또는 잘못 접힘 단백질을 분해하여 재사용하기 위한 과정이며,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은 유비퀴틴화 되어, 프로테아좀(proteasome)과 

애그리좀(aggresome) 경로에 의해 분해된다 [10]. 애그리좀을 통한 단백질 

분해에서, 다중 유비퀴틴화된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을 애그리좀이라 하며, 

이들은 HDAC6 와 결합하여, 다이닌(dynein)이라는 운동 단백질(motor 

protein)에 붙어 세포질로부터 소포체로 이동하는데, 이 때 미세소관은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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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로의 역할을 한다 [10]. 그러므로, 미접힘/잘못접힘 단백질의 

응집(aggregation)은 미세소관의 기능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따라서, 

튜불린 중합 저해제에 의한 미세소관의 와해는 미접힘/잘못접힘 단백질의 

분해를 어렵게 하여 소포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CKD-516 (valecobulin)은 튜불린 중합 저해제 기전의 vascular disrupting 

agent (VDA)이다. CKD-516 은 임상 1 상 및 이리노테칸과의 병용 임상 1 상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리노테칸 병용 1 상에서는 79%의 환자에서 안정성 병변(stable disease, SD) 

이상의 약효를 보인 신규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이 논문에서는 CKD-516 에 

의한 세포사멸에 소포체 스트레스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였다. 

 

2.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 저해제 

진핵생물(eukaryote)의 deoxyribonucleic acid (DNA)는 각 두개씩의 H2A, 

H2B, H3 및 H4 로 이루어진 히스톤(histone) 옥타머(octamer)에 감겨져 

존재하며, 이를 뉴클레오솜(nucleosome)이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은 크로마틴 

(chromatin)의 기본 단위이며, 양전하(positive charge)를 띄는 히스톤과 

음전하(negative charge)를 띄는 DNA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DNA 의 응축을 

유지한다. 히스톤 라이신(lysine) 잔기의 아세틸화(acetylation)는 히스톤의 

양전하를 중성화(neutralization)시켜,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을 

약화시킨다 [12]. 이로 인한 뉴클레오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들의 DNA 로의 접근성이 영향받게 된다.  

단백질의 아세틸화는 해독 후 변경 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중 

하나이며, 이중 히스톤의 아세틸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크게 두 가지의 효소-히스톤 아세틸기 전달 효소(histone 

acetyltransferase, HAT) 및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histone deacetylase, HDAC)에 

의해 조절이 된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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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AC 저해제는 후생학적 작용 약물(epigenetic drug)이며, DNA 의 

변화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서, 암세포를 정상화(normalization)시키는 

작용을 한다 [15]. HDAC 은 다양한 혈액암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암종에서 효과적인 항암제로서 개발되고 있다. HDAC 저해제는 

림프종(lymphoma)과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MM)의 치료제로 

승인되었다. 예를 들어, Vorinostat 은 피부 T 세포 림프종(cutaneous T cell 

lymphoma, CTCL)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으며, Romidepsin 은 CTCL 및 말초 T 

세포 림프종(peripheral T cell lymphoma, PTCL), Belinostat 은 PTCL, Panobinostat 은 

다발골수종의 치료제로 각각 허가 받았다 [16]. 

몇몇 HDAC 저해제들은 소포체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항암 효과가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17, 18]. Class I 및 pan-HDAC 저해제는 여러 암종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9, 20]. 또한 Class II 에 

속하는 HDAC6 는 암세포에서 과발현된 잘못접힘 단백질을 애그리좀 경로를 

통해 제거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1].  

CKD-581 (Alteminostat)은 HDAC class I 과 class II 를 모두 억제하는 HDAC 

저해제이다. 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 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44% (16/36 환자)의 환자에서 안정성 병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22].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학위논문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항암제 후보물질의 작용 기전 및 항암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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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약 및 실험방법 

 

1. 시약 및 항체 

CKD-516과 S516, CKD-581은 종근당 (서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카

보플라틴 (cyclobutane-1,1-dicarboxylate-O,O′, carboplatin)과 tunicamycin, 4-

phenylbutyric acid (4-PBA), suberoylanilide hydroxamic acid (SAHA, Vorinostat)는 

Sigma-Aldrich (St. Louis, MO)로부터 구입하였다. 리툭시맙(Rituximab)은 Roche 

(Basel, Switzerland)에서 구입하였다. CKD-516과 카보플라틴, CKD-581, 리툭시

맙은 식염수(saline)에 녹여 동물실험에 사용하였다. S516은 dimethylsulfoxide 

(DMSO)로 녹여 사용하였다. IRE1와 p-PERK, PERK, BCL-2, BCL-6, BCL-XL, 

Dishevelled binding antagonist of beta catenin 1 (DACT1), Dishevelled binding 

antagonist of beta catenin 3 (DACT3), Cyclin D1, cyclin-dependent kinase 4 (CDK4), 

HRP-conjugated goat anti-mouse, anti-rabbit IgG들은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로부터 구입하였다. GRP78과 ATF6, phosphorylated H2AX (H2AX) 항

체는 Abcam (Cambridge, UK)에서 구입하였다. C/EBP homologous protein (CHOP)

과 ubiquitin, histone H3, acetylated histone H3, histone H4, acetylated histone H4, 

tubulin, acetylated tubulin, myeloid cell leukemia-1 (MCL-1), poly (ADP-ribose) 

polymerase 1 (PARP1), p21, phosphorylated p53에 대한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로부터 구입하였다. MYC과 CD20, DACT2,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에 대한 항체는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CellTiter-Glo luminescent cell 

viability assay kit 는 Promega (Madison, Wi)에서 구입하였다. -actin 항체 및 다

른 시약들은 Sigma (St. Louis, MO)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A549 (비소세포폐암)와 H460 (비소세포폐암), Calu-6 (비소세포폐암),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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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2 (ABC/DH) and SU-DHL-4 (GCB/DH), HH (T 세포 림프종), MJ (T 세포 림

프종), MM.1S (다발골수종), RPMI8226 (다발골수종)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에서 구입하였다. OCI-LY1 (GCB/DH)와 

U2932 (ABC/DE) 세포주는 서울삼성의료원 유해용 교수님으로부터 분양받았

다.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은 Modern Cell & Tissue 

Technologies (MCTT,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OCI-LY1 및 MJ 세포 배양에

는 20%의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을 첨가한 IMDM 배지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사용하였고, HUVEC 세포는 EGM-2 배지 (Lonza, Basel, 

Switzerland)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나머지 세포들의 배양에는 10% FBS를 

첨가한 RPMI1640 배지를 이용하였다. 모든 세포들은 37℃, 5% CO2 배양기에

서 배양되었다.  

 

3. 튜불린 중합체 형성 분석 

S516이 튜불린 중합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HTS-Tubulin 

Polymerization Assay Kit (Cytoskeleton, Denver, CO)을 이용하였으며, 제조사로부

터 제공된 실험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S516 또는 DMSO와 정제된 튜불린 단백질을 4℃에서 

섞은 후, 37℃로 설정한 FlexStation 3 (Molecular devices, San Jose, CA)에서 340 nm 

파장으로 혼탁도(turbidity)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다. DMSO가 처리된 시료에 

비해 혼탁도가 저해된 정도를 계산하여, 튜불린 중합체 형성 저해능을 확인

하였다. 

 

4. 튜불린 결합 위치 동정 

H460 세포에 S516과 N,N'-ethylene-bis(iodoacetamide) (EBI, Sigma-Aldrich, St. 

Louis, MO)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였다. 처리가 끝난 세포는 150 μL Laemmli 

sample buffer (12 mM Tris–Cl pH 6.8, 0.5% SDS, 2% glycerol, 1% -mercapto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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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bromophenol blue)로 녹인 후, 10분간 끓여주었다. 이렇게 얻어진 시료는 

웨스턴 블롯팅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5. 세포골격 면역염색 

HUVEC 세포를 커버 글라스(cover glass) 상에서 EGM-2 배지로 2일간 배

양한 후, 100 nM S516을 제시된 약물 처리 시간에 따라 처리하였다. H460과 

A549, Calu-6 세포들은 하룻밤(overnight) 동안 커버 글라스 상에서 RPMI1640 

배지로 배양한 후, 100 nM S516을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약물 처리가 끝난 

세포는 4% paraformaldehyde로 15분간 고정하였으며, -tubulin 단일클론 항체를 

30분간 처리하고, 다시 rhodamine phalloidin (Sigma-Aldrich)으로 30분간 염색하

였다. 모든 검체는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를 포함한 ProLong Gold 

Antifade reagent (Thermo Fisher Scientific)로 마운팅(mounting)하였다. 염색이 완

료된 검체는 Nikon Eclipse 80i fluorescence microscope (Nikon,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6. HUVEC 튜브 형성  

HUVEC 세포는 matrigel (BD Biosciences, Mississauga, ON) 상에서 EGM-2 

배지로 배양하였다. 모세혈관 모양의 구조(capillary-like tube)로 분화된 세포에

는 S516을 한 시간 처리한 후, EGM-2 배지로 씻어주었다. 그 후, Nikon Eclipse 

Ti-s (Nikon, Tokyo, Japan)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7. 활성산소 측정 

H460 세포에 S516을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20 M 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DA, Sigma-Aldrich, St. Louis, MO)를 30분간 처리하였다. DCF 형

광은 FlexStation 3 (Molecular Devices, San Jose, CA)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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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C-1 염색 

JC-1은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를 관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H460 세포에 30 또는 100 nM S516을 24시간 동안 처리한 

뒤, 30분 동안 2 g/mL JC-1으로 염색하였다. 형광은 Incucyte S3 live cell analysis 

system (Essen BioScience, Ann Arbor, MI)로 시각화 및 분석하였다.  

 

9. Mito-HyPer 및 ER-HyPer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와 소포

체 ROS의 실시간 분석 

Mito-HyPer와 ER-HyPer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J. Sadoshima 

(University California, San Diego, CA)에게서 기증받아 사용하였다. 10 MOI 

(multiplicity of infection)의 Mito-HyPer 또는 ER-HyPer 아데노바이러스로 H460 

세포를 24시간 동안 감염시켰다. 감염된 세포에는 30 또는 100 nM S516을 24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형광 측정은 Incucyte S3 live cell analysis system으로 수

행하였고, 형광의 상대값은 녹색 형광을 발현하는 세포의 수를 살아있는 전

체 세포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10. HDAC 효소 저해 활성 분석 

CKD-581의 HDAC 효소 저해 활성은 사람의 재조합 HDAC 단백질들

(human recombinant HDAC proteins)을 사용하여, Reaction Biology Corporation 

(Malvrn, PA, USA)에서 수행되었다. 1/3 배씩 연속 희석된 10 구간의 CKD-581

을 각 HDAC 동종효소에 처리하여,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IC50 값은 GraphPad 

Prism 5 프로그램(Irvine, CA, USA)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11. 히스톤 단백질 추출 

CKD-581 및 SAHA, DMSO를 각각 SU-DHL-2 또는 MM.1S 세포에 6시간 

동안 처리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2번 씻어주었다. 세포는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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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lysis buffer [10 mM Tris-HCl (pH 6.5), 50 mM sodium bisulfate, 1% Triton X-100, 

10 mM MgCl2, and 8.6% sucrose] 50 L로 녹인 후, 원심분리 (1500g, 10분, 4℃)하

였다. 침전된 핵(nucleus)은 50 L 0.4N H2SO4로 풀어주고,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 (1500g, 10분, 4℃)하였다. 상층액에는 차가운 아세톤(acetone) 500 

L를 첨가한 후, -20℃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켜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침전

된 단백질은 원심분리 (1000g, 10분, 4℃)하여 회수되었으며, 50 L 증류수로 녹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12. cDNA microarray 및 유전자 발현 분석 

HH 및 MJ 세포에 CKD-581을 시간에 따라 처리한 후, Trizol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고, RNeasy Mini Kit (Qiagen, 

Hilden, NRW, Germany)을 사용하여 정제(purification)하였다. Microarray 

hybridization은 Infinium® HumanHT-12 BeadChip을 사용하여 수행되었고, R 

version 3.5.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얻어진 데이터는 quantile algorithm을 이

용하여 normalization하였으며, glplots R package (version 3.0.1.1)의 heatmap.2를 이

용하여 그래프를 만들었다. 

 

13. 웨스턴 블롯팅 

시험물질들은 암세포에 기재된 시간 및 농도에 따라 처리되었다. 약물 

처리가 끝난 세포들은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protease inhibitor, Roche)와 탈

인산화 효소 저해제(phosphatase inhibitor, Roche)가 포함된 RIPA 완충액(buffer)

으로 녹였다. 추출된 단백질들은 NuPAGE Novex 4-12% Bis-Tris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 하였고, nitrocellulose 막으로 옮겼다. 0.05% Tween20을 포함한 tris-

buffered saline (TBS-T)에 녹인 5% 탈지 우유(skim milk)로 블로킹(blocking)을 

한 후, 1 차와 2 차 항체를 순차적으로 반응시켰다. Chemiluminescence는 

Chemidoc (BioRad, Hercules, CA)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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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양 이종 이식 마우스 모델  

폐암 세포주인 H460, A549, Calu-6의 이식을 위해서는 BALB/c nu/nu 마우

스를 이용하였고, 림프종인 SU-DHL-2와 SU-DHL-4 및 다발골수종인 MM.1S

의 경우에는 NOD.CB17 SCID 마우스를 이용하였다. 암세포를 실험동물의 피

하에 이식하고, 종양이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 종양 부피에 따라 군 분리

(grouping)를 하였으며, 각 군의 마우스에는 투여 스케줄에 따라 실험 약물 또

는 vehicle을 복강 투여 하였다. 종양 부피와 몸무게는 일주일에 2회 측정하

였다. 종양 부피는 캘리퍼(caliper)로 측정하였으며, (단경2 x 장경)/2 수식에 따

라 계산하였다. 

 

15. 통계 분석   

실험군의 유의성은 one-way analysis of variation (ANOVA)를 수행하여 확인

하였으며, 종양 이종 이식 마우스 모델 실험에서는 two-way ANOVA를 사용하

였다. 유의성은 *p<0.05, **p<0.01, ***p<0.001로 표시하였다. 모든 결과값은 

GraphPad Prism 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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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튜불린 중합 저해제, CKD-516 

 

1) S516 의 미세소관 결합 위치 동정 

CKD-516 (Figure 2A)은 전구 약물(prodrug)로서, 활성 대사체(active 

metabolite)인 S516 으로 전환된다 [23]. 따라서, 시험관 내 실험(in vitro 

assay)에서는 S516 을 시험 물질로 사용하였다. S516 은 G2/M 기에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4], Figure 2B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농도의존적으로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하여 튜불린 중합 저해제임을 

확인하였다.  

미세소관에는 파클리탁셀(paclitaxel) 결합 위치와 빈카 알칼로이드(vinca 

alkaloid) 결합 위치, 콜히친(colchicine) 결합 위치 등, 3 가지의 결합위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S516 은 튜불린 중합 억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 3 가지 위치 중, 빈카 알칼로이드 또는 콜히친 결합 위치에 

결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N,N’-ethylene-bis(iodoacet-amide) (EBI)를 

이용하여 S516 의 결합 위치를 확인하였다. EBI 는 특이적으로 -튜불린(-

tubulin)의 콜히친 결합 위치에 자리한 시스테인(cysteine) 239, 354 잔기를 

연결시킨다 [25, 26]. EBI 를 처리하면 EBI--튜불린 중합체(adduct)를 형성하기 

때문에, S516 이 콜히친 위치에 결합을 했는지는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상의 전기영동 패턴의 차이로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실험에서 S516 은 농도 의존적으로 EBI--튜불린 

중합체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C). 결론적으로, 

S516 은 -튜불린의 콜히친 결합 위치에 결합함으로써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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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516 inhibits tubulin polymerization and disrupts the cellular microtubule 

network.  

(A) CKD-516 structure. (B) Concentration-dependent effect of S516 on tubulin 

polymerization. Purified tubulin protein was exposed to 0.6-20 M S516 or vehicle for 

the indicated time points and optical density (O.D.) at 340 nm wavelength was determined. 

(C) Competitive binding of S516 with EBI on H460 cells. H460 cells were exposed to 

S516 (40, 8, 1.6, 0.32, 0.064, 0.0128 M). The covalent binding of EBI to -tubulin forms 

an adduct that migrates faster than the native -tubulin on SDS-PAGE. (D) Effect of S516 

on HUVEC capillary tube formation on matrigel layer. HUVECs incubated on matrigel 

for 4 h were further exposed to S516 for 1 h and examined by light microscopy. (E) 

Fluorescence microscopic visualization of microtubule (green), actin (red) and nucleus 

(blue) in HUVEC. Incubation with 100 nM S516 led to a destruction of the microtubules 

while actin microfilaments were intact. 400-fold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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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516 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의 미세소관 붕괴 

S516 의 혈관 붕괴 효과(vascular-disrupting effect)를 혈관 내피 세포에서 

확인하기 위해, HUVEC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HUVEC 세포를 matrigel 상에서 

모세혈관과 유사한 형태(capillary-like tube)로 분화하도록 유도한 후 S516 을 

처리하였을 때, S516 은 농도 의존적으로 모세혈관 유사 형태를 와해시켰다 

(Figure 2D). 또한, HUVEC 세포에 S516 을 처리한 후 세포골격(cytoskeleton)을 

염색한 결과, 수 분내에 미세소관이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2E). 

이 때 액틴 섬유(actin filament/microfilament)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S516 은 미세소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VDA 임을 알 수 있다. 

 

3) 폐암 세포에서 S516 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동정 

미세소관 교란은 활성산소 생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27], 폐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S516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S516 에 24 시간 노출시킨 H460 세포에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

DA)를 처리하여, 생성된 활성산소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100 또는 300 nM 

S516 이 유의미하게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A).  

S516 에 의한 활성산소의 생성이 어느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ER- 또는 Mito-HyPer green fluorescent protein 을 발현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였다. H460 세포에 이들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infection)시키고, 감염된 세포는 다시 S516 에 24 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그 결과 S516 은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모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3B). 다음으로 JC-1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 표지자) 

염색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H460 세포에 

약물을 처리한 결과, 빨간색 형광/초록색 형광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3C). 이는 S516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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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516 stimulates ROS production and loss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in lung cancer cells.  

(A) ROS accumulation by S516 treatment. ROS levels were measured by DCF 

fluorescence. H460 cells were treated with S516 or vehicle for 24 h. Representative 

images (left). Fluorescence intensity was represented by histogram (right). Data represent 

mean ± SEM (significant vs. vehicle treated control cells; ***p < 0.001). (B) Subcellular 

ROS production by S516. H460 cells were infected with adenoviral ER- or Mito-HyPer 

expressing ROS-sensitive GFP in specific subcellular compartment, and then the infected 

cells were exposed to 30 or 100 nM S516 for 24 h. Representative fluorescence images 

(left). Fluorescence intensity was measured by Incucyte S3 live cell analysis system. 

Relative green fluorescence intensity was represented by histogram (right). Data represent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vs. vehicle treated 



18 

 

control cells; ***p < 0.001). (C)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was determined by 

JC-1 staining. H460 cells were treated with S516 (30 or 100 nM) or vehicle for 24 h, and 

then stained with JC-1 (2 g/mL) for additional 30 min. Representative images (upper). 

Relative red/green fluorescence object counts were represented by histogram (lower). (D) 

Effects of diphenyleneiodonium chloride (DPI) on subcellular ROS production and cell 

death induced by S516. 5 M DPI diminished S516-stimulated ROS production in both 

ER and mitochondria (upper right), however, it did not affect cell proliferation inhibition 

by S516 (upper left). Representative images of cell proliferation inhibition effects by S516 

with or without DPI at 72 h (lower). Data represent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vs. vehicle treated control cells; ***p < 0.001, 

significant vs. S516 treated cells;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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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보여준다. Diphenyleneiodonium (DPI)는 NADPH 산화 효소의 

특이적인 저해제로서, 활성산소 생성 및 미접힘 단백질 반응의 활성화를 

막는 작용을 한다 [28]. DPI 는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S516 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을 저해하였으나 (Figure 3D, 오른쪽 위), 세포 성장 저해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Figure 3D, 아래). 그러므로, S516 의 암세포 사멸 효과는 

소포체나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활성산소 생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S516 에 의한 폐암 세포에서의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 

단백질 접힘은 소포체에서 세밀하게 조절된다. 잘못 접힘 단백질의 

축적은 소포체의 항상성을 해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미접힘 단백질 반응이 활성화된다. IRE1와 PERK, ATF6 의 3 개의 

스트레스 센서가 미접힘 단백질 반응에 관여한다 [29, 30]. 소포체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는 모두 미세소관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잘못접힘/미접힘 

단백질들은 유비퀴틴화 되고, 다중의 유비퀴틴이 붙은 단백질은 미세소관을 

통해 애그리좀으로 운송된다 [10, 11, 31]. 그러므로, 미세소관의 이상은 

잘못접힘 단백질의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 튜불린 중합 저해제인 N-deacetyl-

N-(chromone-2-carbonyl)-thiocolchicine (TCD)의 경우,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 세포에서 미세소관을 와해시켜 소포체 스트레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32]. 그러므로, S516 에 의한 세포 

사멸에 대한 소포체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516 에 의해 3 가지의 폐암세포들에서 IRE1와 PERK 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ATF6 및 GRP78 의 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ure 4A-C). 

흥미롭게도, 활성산소 차단제(scavenger)인 N-acetylcysteine (NAC)은 H460 

세포에서 부분적으로 PERK 의 인산화를 저해하였다 (Figure 4A). 그러므로, 

S516 에 의해 유도된 미세소관의 와해 및 이로 인한 ROS 생성이 IRE1와 

PERK 를 매개한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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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516 induces ER stress in lung cancer cells.  

(A) Western blot analyses of ER stress marker proteins in H460 cells, (B) A549 cells, (C) 

and Calu-6. Three cell lines were treated with S516 or tunicamycin (T)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 mM NAC or 0.25 mM 4-PBA for 24 h. (D) Expression levels of ATF6 in 

H460 and A549 lung cancer cells treated with S516 (S) or tunicamycin (T) with or without 

1 mM NAC for 24 h. (E) Effect of NAC or 4-PBA on microtubule shortening by S516 in 

three different lung cancer cells. Three lung cancer cells were treated with S516 and/or 

NAC or 4-PBA for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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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16 에 의한 미세소관 와해에 활성산소 저해제 (NAC)나 소포체 

스트레스 저해제 (4-phenylbutyric acid, 4-PBA)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100 nM S516 과 1 mM NAC 또는 0.25 mM 4-PBA 의 조합을 3 가지 암세포에 

각각 처리하고, -튜불린을 면역염색하여 미세소관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S516 은 3 가지의 모든 폐암 세포들에서 미세소관의 길이를 짧아지게 하는 

효과를 보였고, NAC 이나 4-PBA 는 이를 저해하지 못하였다 (Figure 4E). 

그러므로, S516 에 노출된 폐암 세포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나 활성산소에 

의해 미세소관의 와해가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세소관의 와해와 

미토콘드리아 또는 소포체에서의 활성산소 생성에 의해 소포체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폐암 이종이식 모델에서의 CKD-516 의 항암효과 

CKD-516이 종양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Calu-6 또는 A549, 

H460 폐암을 이식한 이종이식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였다. CKD-516 을 4 일에 

한 번씩 복강 주사한 결과, 3 가지 폐암 모델에서 모두 종양 성장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Figure 5A-C). 이러한 결과는 CKD-516 이 폐암에 대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CKD-516 과 카보플라틴 병용에 의한 항암 효과의 상승 

소포체 스트레스는 백금 화합물(platinum-based agent)를 포함한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한 암세포의 감수성을 높인다 [7]. 카보플라틴은 2 세대 백금 

화합물로서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백금 화합물은 폐암에서 

활성산소를 유도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33]. 그러므로, CKD-516 과 

카보플라틴의 병용이 상승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H460 이종 

이식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 CKD-516 과 카보플라틴은 다소 약한 

항암 효과를 보였으며, 고용량 (100 mg/kg) 카보플라틴에 의해서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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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otent in vivo anti-cancer activities of CKD-516 in xenografts implanted 

with (A) Calu-6, (B) A549 and (C) H460 cells. CKD-516 was intraperitoneally injected 

once every four days. All data represent mean ± SEM (significant vs. vehicle treated group; 

*p < 0.0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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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저용량 (50 mg/kg) 카보플라틴과 CKD-

516 (3 mg/kg)의 병용은 고용량의 카보플라틴 보다 높은 수준의 항암 효과를 

보였으며, 체중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6A-B). 이러한 결과는 CKD-

516 과 카보플라틴의 병용이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카보플라틴의 용량을 

낮추어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화학요법으로 적용 가능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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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ynergistic anti-cancer activity of CKD-516 with carboplatin in NSCLC 

xenograft.  

(A) Enhanced anti-cancer activity by combination injection of CKD-516 (3 mg/kg) with 

carboplatin (50 mg/kg) in xenografts implanted with H460 cells. Both CKD-516 and 

carboplatin were intraperitoneally injected. (B) No body weight loss by combination 

injection of CKD-516 with carboplatin. High dose (100 mg/kg) of carboplatin showed 

severe body weight loss. All data represent mean ± SEM (significant vs. each treatment 

groups; ***p < 0.001, significant vs. vehicle group;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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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 저해제, CKD-581 

 

1) CKD-581 에 의한 HDAC 효소의 저해 

CKD-581 의 HDAC 효소 저해능을 확인하고자, 정제된 HDAC 동종 

효소(isozyme)들을 이용하여 in vitro HDAC assay 를 수행하였다. CKD-581 은 

HDAC 동종 효소의 대부분을 저해하였으며, 특히 HDAC1, 2, 3, 6, 9, 10, 11 에 

대해서는 30 nM 이하의 농도에서도 강하게 저해하였다 (Table 1). 이 결과로써 

CKD-581 은 강력한 pan-HDAC 저해제임을 알 수 있다. 

SAHA 는 재발성 피부 T 세포 림프종(cutaneous T cell lymphoma, CTCL)의 

치료제로 허가 받은 HDAC 저해제이다 [12, 14]. CKD-581 과 SAHA 는 MM.1S 

세포에서 히스톤 H3 와 H4 의 아세틸화를 증가시켰다. 또한 튜불린의 

아세틸화를 증가시키는 것도 확인되었다 (Figure 7A). 이러한 결과는 CKD-

581 이 class I 과 II HDAC 효소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서,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타겟 단백질의 아세틸화를 유도하였음을 보여준다. 

 

2) CKD-581 에 의한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세포의 사멸 

림프종 세포 (HH, MJ)와 다발골수종 세포 (MM.1S, RPMI8226)에 대한 

CKD-581 의 세포사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CellTiter-Glo luminescent cell 

viability assay system 을 사용하였다. CKD-581 은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세포들의 

사멸을 농도의존적으로 유도하였다. CKD-581 의 IC50 값은 HH 와 MJ, MM.1S, 

RPMI8226 에서 각각 32.9±1.3, 93.3±4.2, 38.8±1.3, 53.3±5.0 nM 이었다. 이는 

CKD-581 이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세포 모두에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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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KD-581 is a potent HDAC inhibitor.  

HDAC enzyme activity was measured using recombinant HDAC isozymes. Data 

represent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HDAC enzyme assay IC50 (nM) 

Class I 

HDAC1 0.50±0.11 

HDAC2 2.22±0.39 

HDAC3 0.61±0.09 

HDAC8 49.82±18.24 

Class IIa 

HDAC4 1502±109 

HDAC9 0.95±0.69 

HDAC11 26.91±19.12 

Class IIb 
HDAC6 2.62±0.32 

HDAC10 1.1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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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KD-581 induces acetylation of target proteins and suppresses cell 

proliferation in hematological cancer cells.  

(A) Acetylation of histone H3, H4 and tubulin. MM1.S cells were treated with 30-1000 

nM CKD-581 or SAHA for 6 h, and total cell lysates were obtained. Acetylation of 

proteins was determined by immunoblottings. (B) Comparison of inhibitory effects of 

CKD-581 and SAHA on proliferation of four hematological cancer cell lines. Data 

represent mean ± SEM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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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KD-581 에 의한 DACT3 의 선택적 유도 및 Wnt/-catenin 신호 전달의 

저해 

혈액암 세포에서의 CKD-581 의 약리학적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의 

림프종 세포를 이용하였다. Infinium® HumanHT-12 BeadChip 을 이용하여, CKD-

581을 시간에 따라 6, 12, 24시간 처리한 암세포의 mRNA 발현 패턴의 변화를 

microarray 로 분석하였다. 발현율이 4 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전자들을 

선택한 후, 이들 유전자들의 역할(functional role)을 알아보기 위해 KEGG 

pathway 분석을 수행하였다. KEGG pathway 분석 결과는 Wnt/-catenin 

신호전달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able 2). Wnt/-catenin 

신호 전달은 암의 성장과 줄기세포화(stemness)를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신호 

전달 중 하나이다 [34-38]. DACT3 는 Wnt/-catenin 신호전달의 negative 

regulator 로 알려져 있으며 [39, 40], DACT3 의 발현은 흥미롭게도 두 가지 

암세포에서 모든 시간대에 공통적으로 증가되었다 (Figure 8B).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CKD-581 에 의해 DACT3 가 단백질 수준에서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DACT3 family 에 대한 면역 블롯팅을 수행하였다. 

DACT3 의 발현은 30-300 nM CKD-581 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다른 

두 가지의 DACT family member 인 DACT1 과 DACT2 의 발현에는 변화가 

없었다 (Figure 8C). DACT3 의 발현은 히스톤의 변화(modification)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39], 또한 CKD-581 뿐만 아니라 1000-3000 

nM SAHA 도 역시 DACT3 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8C). 이러한 결과들은 암세포에서 HDAC 저해제들이 공통적으로 DACT3 의 

과발현을 통해 Wnt/-catenin 신호 전달을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Wnt/-catenin 신호 전달의 하위 신호인 

-catenin 과 c-MYC 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였다. 기대했던 바와 같이, HDAC 

저해제들은 두 가지 다발골수종 세포인 MM.1S 와 RPM8226 에서 -catenin 과 

c-MYC 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Figure 8D). 이러한 결과들은 타 연구 그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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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GG pathway analysis of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y CKD-581 treatment.  

Wnt signaling pathway is significantly altered in HH cell treated with CKD-581 for 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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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KD-581 down-regulates Wnt/β-catenin pathway.  

(A) Heatmap analysi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of 34k genes. HH and MJ cells were 

treated with vehicle or 100 nM CKD-581 for 6, 12 and 24 h, and total RNA samples were 

obtained and reverse transcribed to cDNA. Expression level of mRNA was analyzed with 

the Infinium® HumanHT-12 BeadChip. (B) Heatmap analysis of Wnt/β-catenin target 

genes altered by 4-fold or above. (C) MM1.S cells were treated with 30-300 nM CKD-

581 or 1000-3000 nM SAHA for 24 h, and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ting for DACT1, 2 and 3. (D) MM1.S and RPMI8226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KD-581 or SAHA for 24 h, and immunoblotted for β-catenin 

and c-Myc. Data represent mean ± SEM (significant vs. control; *p < 0.05, **p<0.01, 

***p < 0.001). S, 1000 nM S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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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HDAC 저해제에 의한 Wnt/-catenin 신호 전달의 감소와 일치한다 [36, 

41]. 

-catenin 의 과발현은 CCND1 및 c-myc 과 같은 타겟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42]. CCND1 유전자 산물인 Cyclin D1 은 사람의 종양에서 

암세포가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절인자이다 [43-45].  

D cyclin 들은 CDK4 또는 CDK6 와 활성 복합체(active complex)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세포주기를 G1 에서 S 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43, 44]. 면역 

블롯팅 결과들은 다발골수종 세포들에서 CKD-581 이 농도와 시간 

의존적으로 cyclin D1 과 CDK4 의 발현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9A, B). SAHA 또한 고농도에서 CDK4 와 cyclin D1 의 발현량을 줄였다. 

이러한 결과는 CKD-581 이 혈액암 세포들에서 DACT3 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Wnt/−catenin 신호 전달을 저해함을 제시한다. 

 

4) CKD-581 에 의한 세포자멸사 유도 

-catenin과 c-Myc은 p53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자멸사의 핵심 조절자(key 

regulator)이기 때문에, Wnt/-catenin 신호전달의 저해는 암세포에서 

세포자멸사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6, 47]. 그러므로, 다발골수종 

세포들에 후보물질 처치 후 세포자멸사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다. 유세포 

분석 결과는 CKD-581이 MM.1S와 RPMI8226 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sub-

G1 의 비율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1000 nM CKD-581 을 24 시간 처리한 

MM.1S 세포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sub-G1 의 비율이 5.45±0.16%에서 

26.61±1.80%로 증가하였으며 (p<0.001), RPMI8226 세포에서는 9.99±0.15%에서 

17.10±0.25%로 증가하였다 (p<0.001, Figure 10A). 

Sub-G1 비율의 증가가 세포자멸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종양 억제자(tumor suppressor)의 변화를 면역 블롯팅을 

통해 확인하였다. p53 의 전사 조절자로서의 역할은 단백질 번역 후 변형(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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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KD-581 decreases the expression of cell cycle related proteins.  

(A) MM1.S cells were treated with 30-1000 nM CKD-581 or 30-3000 nM SAHA for 24 

h. (B) RPMI8226 cells were treated with CKD-581 (30-1000 nM) or 1000 nM SAHA for 

24 h (left). RPMI8226 cells were also treated with 300 nM CKD-581 for 0.5-6 h (right), 

and total cell lysates were obtained and subjected to immunoblottings for CDK4 and 

Cyclin D1. Data represent mean ± SEM (significant vs. control; *p < 0.05, **p<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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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al modifications) 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p53 의 활성화는 DNA 

수선(repair)이나 세포자멸사에 관련되어 있는, p21 이나 Bax, PUMA 와 같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48]. 이러한 유전자 중, p21 은 CDK 를 

저해함으로써 세포 주기의 진행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ure 10B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CKD-581 은 다발골수종 세포들에서 p21 의 발현량을 

증가시켰으며, p21 의 발현은 p53 (Ser15)의 인산화와 함께 증가하였다 (Figure 

10B). 이와 더불어, 다발골수종 세포에서는 24 시간의 CKD-581 처리에 의해 

caspase-3 의 활성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으며, 1000 nM SAHA 에 의해서는 

미약한 정도의 활성화만이 관찰되었다 (Figure 10C). 종합적으로, CKD-581 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세포자멸사가 유도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5) CKD-581 의 다발골수종 동물모델에서의 항암효과 

CKD-581 의 항암효과를 동물모델에서 평가하기 위해, 다발골수종 이종 

이식 마우스를 제작하였다. CKD-581 (40, 60 mg/kg) 또는 vehicle 을 일주일에 두 

번씩 MM.1S 암세포가 이식된 SCID 마우스들에 복강 투여하였다. CKD-581 

투여군에서는 종양 크기가 vehicle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 (p<0.001, 

Figure 11A, B). CKD-581 투여군에서 체중 증가폭이 약간 낮았으나 (Figure 11C), 

육안으로 관찰되는 독성 증상은 없었다. 그러므로, 체중 증가가 적은 것은 

CKD-581 의 항암 효과로 인해 작아진 종양의 무게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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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KD-581 activates tumor suppressors and induces apoptosis in MM.  

(A) MM1.S and RPMI8226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KD-581 for 

24 h, and sub-G1 population was analyzed using flow cytometry. (B) MM1.S and 

RPMI8226 cells were treated with 300 nM CKD-581 in a time-dependent manner, and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tings for phosphorylated p53 (ser15), p53 

and p21. (C) MM1.S and RPMI8226 cells were treated with CKD-581 or SAHA for 24 h. 

Cleaved caspase-3 was detected by immunoblotting. Data represent mean ± SEM 

(significant vs. control; *p < 0.05, **p<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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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KD-581 suppresses tumor growth in MM1.S xenograft model.  

(A) NOD.CB17 SCID mice were implanted with MM1.S (1x106 cells/mouse). When 

tumors grew to about 100 mm3, the mice were intraperitoneally injected with vehicle or 

CKD-581 (40 and 60 mg/kg) bi.wk. (B) Dot graph showed individual tumor size after 35 

day-treatment. (C) Body weight change was monitored before sacrifice. Data represent 

mean ± SEM (significant vs. vehicle group;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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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림프종에서 CKD-581 에 의한 HDAC 타겟 단백질의 아세틸화 

다발골수종에서 CKD-581 이 항암 효과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혈액암인 림프종에서도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은 기존의 HDAC 저해제들이 아직까지 임상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암종이며, 림프종 중 가장 많은 환자가 고통을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상 

암종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DLBCL 에서 CKD-581 이 HDAC 저해제로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겟 단백질의 아세틸화를 확인하였다. HDAC 은 다양한 단백질의 

아세틸화에 관여한다.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는 핵내에서 HDAC class I 에 

의해 조절되고, 튜불린의 아세틸화는 세포질에서 HDAC class II 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49]. CKD-581 은 SU-DHL-2 세포주에서 히스톤과 

튜불린의 아세틸화를 모두 유도하였다 (Figure 12A). 그러므로, CKD-581 은 

다발골수종에서와 마찬가지로 림프종에서도 HDAC class I, II 를 모두 

저해함으로서 타겟 물질들의 아세틸화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7) CKD-581 에 의한 림프종 세포 사멸의 유도 

CKD-581 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는 CellTiter Bright-Glo assay 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3 가지의 DH-DLBCL 세포주 (SU-DHL-2, SU-DHL-4, OCI-LY1)와 

하나의 DE-DLBCL 세포주 (U2932)를 사용하였다 [50, 51]. CKD-581 은 모든 

암세포들에서 대조물질인 SAHA 보다 낮은 IC50 값을 보였다 (Figure 12B).  

 

8) CKD-581 에 의한 림프종의 나쁜 예후 인자 감소 

림프종의 예후 인자들의 발현에 CKD-581 이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면역 블롯팅을 통해 몇 가지의 관련 인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13A-D). CKD-581 은 GCB-DLBCL 세포들에서 MYC 과 BCL-2 의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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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KD-581 is a potent HDAC inhibitor.  

(A) Acetylation of tubulin or histone H3. SU-DHL-2 cells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 CKD-581 (10–300 nM), or 300 nM SAHA (S) for 6 h. (B) Comparison of 

inhibitory effects of CKD-581 and SAHA on cell viability of four DLBCL cell lines. SU-

DHL-4, OCI-LY1, SU-DHL-2, and U2932 cells were incubated with CKD-581 and 

SAHA for 72 h, and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a CellTiter Bright-Glo assay. Data 

represent mean ± SEM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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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KD-581 reduces the protein expression of prognostic markers for 

DLBCL.  

(A) SU-DHL-4, (B) OCI-LY1, (C) SU-DHL-2, and (D) U2932 cells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 various concentrations (10–300 nM) of CKD-581, or 300 nM SAHA 

(S) for 24 h, and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tings for MYC, BCL-2 

and BCL-6. Data represent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 = 3, 

significant vs. control;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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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Figure 13A-B), ABC-DLBCL 

에서는 MYC 과 BCL-6 의 발현을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3C-D).   

대조 물질인 SAHA 의 경우, MYC 과 BCL-2 및 BCL-6 의 발현을 약간 줄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CKD-581 이 DLBCL 에서 흔히 중가하는 

종양 단백질(onco-protein)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각 세포들에서의 IC50 값으로 보아, CKD-581 이 종양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항암 효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9) 림프종에서 CKD-581 에 의한 DNA 손상 

CKD-581 에 의한 DNA 손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oly (ADP ribose) 

polymerase 1 (PARP1)과 phosphorylated histone H2AX (H2AX)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ARP1 분해(cleavage)는 DNA 사슬 절단(DNA strand break, DSB)과 

caspase-3 에 의한 분해에 의해 시작된다. PARP1 은 89 와 24 kDa 크기의 

조각으로 분해되며, 세포자멸사의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52]. 또한, 

H2AX 는 DNA 이중 사슬 절단(DNA double-strand break)의 지표이다 [52]. 

실험에 사용된 모든 DLBCL 세포들에서 24 시간 동안의 300 nM CKD-581 

처리는 H2AX 와 PARP1 분해를 증가시켰다 (Figure 14A-D). 

한편, BCL-XL 과 MCL-1 은 BCL-2 family 에 속하는 세포 자멸사 억제 

인자들이며, 다양한 암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3]. 선행 

연구들은 BCL-XL 이나 MCL-1 의 손실이 MYC 에 의한 B 세포 림프종의 

발생을 늦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54, 55]. 반면에, BCL-XL 과 MYC 의 

과발현은 B 세포 림프종을 유발하고, 또한 과발현된 MCL-1 은 MYC 에 의한 

B 세포 림프종의 악화(development)를 촉진한다 [56, 57]. 그 뿐만 아니라, 

BCL-XL 과 MCL-1 의 과발현은 리툭시맙과 다른 항암 화학 요법에 대한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다 [58, 59]. 그러므로, BCL-XL 과 MCL-1 의 발현을 

낮추는 것은 DLBCL 과 같은 B 세포 림프종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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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KD-581 induces DNA damage and apoptosis.  

(A) SU-DHL-4, (B) OCI-LY1, (C) SU-DHL-2, and (D) U2932 cells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 CKD-581 (10–300 nM), or 300 nM SAHA (S) for 24 h, and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ting for H2AX and PARP1 (PARP). Data represent 

mean ± SEM (n = 3, significant vs. control;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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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BCL-XL 저해제 (AT-101, ABT-263)와 MCL-1 저해제 (AZD5991, 

MIK665, AMG 176)들은 DLBCL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60, 61]. HDAC 저해제가 이들 BCL-2 family 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CKD-581 과 SAHA 를 24 시간 동안 DLBCL 세포들에 

처리하였다. BCL-XL 은 4 가지 세포들에서 모두 발현율이 높았고, MCL-1 은 

대부분의 세포주에서 발현율이 높았으나 SU-DHL-2 세포에서만 낮은 

발현율을 보였다 (Figure 15A-D). CKD-581 은 대부분의 세포들에서 BCL-XL 과 

MCL-1 의 발현을 농도의존적으로 낮추었으며 (Figure 15A-D), 또한 SU-DHL-2 

세포에서의 낮은 기초 발현에도 불구하고 MCL-1 의 발현도 낮추었다 (Figure 

15D). 그러나, CKD-581 은 SU-DHL-4 세포에서는 MCL-1 발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Figure 15A), 이 결과로 볼 때 CKD-581 의 항암효과가 SU-DHL-4 

세포에서는 MCL-1 을 제외한 BCL-2 나 BCL-XL 과 같은 다른 BCL-2 family 

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CKD-

581 이 DLBCL 에서 DNA 이중 사슬 절단(DNA double-strand break)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암세포의 사멸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시한다. 

 

10) CKD-581 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의 증가 

몇몇 HDAC 저해제들이 소포체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9, 21], CKD-581 에 의한 

세포자멸사에도 소포체 스트레스가 관여하는지 알아보았다.  

SU-DHL-4 림프종 세포에 CKD-581 을 24 시간 처리한 후, 소포체 

스트레스 지표의 변화를 면역 블롯팅을 통해 확인하였다. IRE1와 PERK, 

ATF6 및 GRP78 과 같은 소포체 스트레스 지표 단백질들의 변화가 관찰되어, 

CKD-581 에 의해 소포체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6A). p-

PERK 와 ATF6 는 CKD-581 고농도 처리 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caspase-3 의 활성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포자멸사가 일어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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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KD-581 decreases anti-apoptotic proteins in DLBCL. (A) SU-DHL-4, (B) 

OCI-LY1, (C) SU-DHL-2, and (C) U2932 cells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 

CKD-581 (10‒300 nM), or 300 nM SAHA (S) for 24 h, and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ting for BCL-XL and MCL-1. Data represent mean ± SEM (n = 

3, significant vs. control;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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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KD-581 induces ER stress in lymphoma cell.  

(A) Western blot analyses of ER stress marker proteins in SU-DHL-4. SU-DHL-4 cells 

were treated with 10-1000 nM CKD-581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0.25 mM 4-PBA 

for 24 h. (B) SU-DHL-4 cells were treat with 300 nM CKD-581 for 0.5-6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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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신호전달이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포체 

스트레스 저해제인 4-PBA 처리에 의해 ATF6 와 GRP78 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소포체 스트레스의 일부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CHOP 의 

경우, 다른 소포체 스트레스 지표들의 변화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가 24 시간 

째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Figure 16B),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family 등의 다른 신호전달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62]. 

 

11) CKD-581 의 림프종 동물 모델에서의 항암효과 

동물에서의 CKD-581 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U-DHL-4 와 SU-DHL-

2 이종 이식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였다. NOD.CB17 SCID 마우스에 두 종류의 

암세포를 각각 이식하였고, 일정한 크기로 암이 자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에는 vehicle 또는 CKD-581 (20, 40 mg/kg)을 일주일에 두번씩 복강 

투여하였다. CD20은 SU-DHL-4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고, SU-DHL-2에서만 

발현되었기 때문에 (Figure 17A), 리툭시맙 (CD20 단일클론항체)을 SU-DHL-2 

모델에서 양성대조군(positive control)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리툭시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강 투여하였다. CKD-581 은 SU-DHL-4 이종 이식 

모델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의한 종양 성장 억제효과를 보였다 (Figure 

17B). 반면, SU-DHL-2 이종 이식 모델에서 CKD-581 은 10 mg/kg 리툭시맙과 

유사한 정도로 종양 성장 억제효과를 보였다 (Figure 17C). 그러므로, CKD-

581 은 림프종 치료제로서 항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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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KD-581 suppressed DH-DLBCL tumor growth in the mouse xenograft 

models.  

(A) CD20 expression in DH-DLBCL cells. CD20 expression levels were compared in SU-

DHL-4 and SU-DHL-2 cells by immunoblotting. (B, C) Xenograft tumor growth assays. 

NOD.CB17 SCID mice were implanted with (B) SU-DHL-4 (1 × 106 cells/mouse) or (C) 

SU-DHL-2 (1 × 106 cells/mouse) cells. When tumors grew to about 150 mm3, the mice 

were intraperitoneally injected with vehicle, CKD-581 (20 and 40 mg/kg), or rituximab 

(10 mg/kg) according to the treatment schedule. Data represent mean ± SEM (n = 10, SU-

DHL-4; n = 6, SU-DHL-2) significant vs. vehicle group;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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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소포체 스트레스는 암 및 여러 질병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암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저해하고, 약물 저항성을 낮추어 항암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4]. 본 논문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된 항암제인 

튜불린 중합 저해제 및 HDAC 저해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다루었다. 

미세소관은 여러 가지 고형암에서 잘 밝혀진 항암제의 타겟이다. VDA 인 

CKD-516 은 간암 모델에서 종양의 혈류를 줄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63-

65]. VDA 는 종양 혈류를 줄이고, 이로 인한 저산소증(hypoxia) 및 

허혈(ischemia)을 유발하여, 결국에는 암세포의 사멸을 일으킨다 [66]. 비록 

VDA 가 종양 중심부에 괴사(central necrosis)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종양 

조직의 주변부에는 살아남는 테두리(viable rim)를 남기며 [67], 이 부위로부터 

종양의 재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VDA 는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의 개발을 통해, 암세포의 약물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미 CA4P [68, 69], AVE8062 [70-72], ZD6126 [73-75], MBRI-001 

[76], ICT2588 [77] 등의 VDA 가 폐암 동물 모델에서 암성장 저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CKD-516 이 종양 혈관을 통한 VDA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암세포에 작용함을 증명하였다. 이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CKD-516 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8). 또한, CKD-516 의 대상 질환(therapeutic indication)은 종양 혈관에 

비교적 덜 의존적인 백혈병(leukemia)이나 림프종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CKD-516 에 의한 암세포 사멸에 대한 기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약물이 소포체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생성을 동반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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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Proposed mechanism of CKD-516.  

CKD-516 disrupts the cellular microtubule network in cancer cell. And it causes ROS 

generation and ER stress. In the other hand, CKD-516 induces collapse of tumor blood 

vessels, leading to hypoxia and consequent necrosis of tumor tissue. Consequently, CKD-

516 acts on both cancer cell and tumor vessel, it results in anti-canc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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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516 의 기전 연구들은 튜불린 중합체 형성을 저해하여 암세포 

분열(mitosis)을 막는 효과 [23, 24] 및 in vivo 종양 모델에서 종양 혈관을 

파괴함으로 인한 종양 괴사의 유도 [63, 64, 78-80]에 관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S516 이 -튜불린 소단위(subunit)의 콜히친 결합 자리에 결합함을 

보고하였다 [81]. In vitro 시험에서 S516 은 HUVEC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미세소관을 와해 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CKD-516 의 결합 

위치를 새로이 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S516 에 노출된 폐암 세포에서는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소포체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 (Figure 4). 그러나 S516 의 영향은 항산화제 

(NAC)이나 케미컬 샤페론 (4-PBA)에 의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활성산소와 

소포체 스트레스는 S516 에 의한 암세포 사멸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몇 개의 논문에서 컴브레타스타틴(combretastatin) 또는 

유도체들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소포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82, 83], VDA 에 의한 이러한 작용들이 암세포의 사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었다. 미세소관은 잘못접힘 단백질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암세포에서 생성된 미접힘/잘못접힘 

단백질은 프로테아좀과 애그리좀 경로를 통해 분해된다 [10].  

애그리좀 경로에서 다량체의 유비퀴틴이 결합한 미접힘/잘못접힘 

단백질(aggresome)은 HDAC6 와 함께 다이닌 운동 단백질에 결합하여, 

미세소관을 따라 리소좀(lysosome)으로 이동한다 [10]. 또한, 잘못접힘 

단백질의 침전은 미세소관의 기능에 의존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11]. 

그러므로, 폐암 세포에서 관찰된 S516 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는 미세소관의 

기능적 이상 및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의 생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유추된다.  

폐암은 세계적으로 암과 관련된 사망의 첫번째 원인이며 [84], 

카보플라틴은 비소세포폐암의 1 차 요법제이다 [85]. CKD-516 은 폐암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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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카보플라틴의 항암효과를 증대시켰다 (Figure 6). 이러한 항암 

효과의 상승은 1) VDA 와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작용하는 종양 조직의 

공간적인 차이와 2) 미세소관과 DNA 라는 타겟 물질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CKD-516 은 -튜불린 소단위의 콜히친 결합 부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폐암 세포들에서 항암 활성을 보였다. 또한 

소포체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의 생성은 미세소관이 와해에 의해 유도되며, 

이러한 현상은 폐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CKD-581은 HDAC class I과 II를 모두 저해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HDAC 저해제이다. CKD-581 은 임상 1 상을 통해 다발골수종과 림프종 

환자에서의 안전성과 약동학(pharmacokinetics) 및 약력학적(pharmacodynamics) 

분석이 진행되었다 [22]. 이 논문에서는 CKD-581 의 적응증으로 예상되는 

다발골수종 및 림프종에서의 약효 및 기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발골수종은 형질 세포(plasma)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다 [86]. 

프로테아좀 저해제나 면역조절제(immune-modulatory drug, IMiD), 단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들의 개발로 인해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survival 

rate)은 향상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치료 요법에 저항성을 갖게 

된다 [87-89]. 그러므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CKD-581 이 Wnt/-catenin 신호전달을 저해함으로서 

세포자멸사를 유도함을 보여주었다. Wnt/-catenin 신호전달은 혈액암의 

진행(progression)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90-92]. 많은 

연구들은 Wnt/-catenin 신호전달이 암의 진행과 전이(metastasis), 

화학요법제에 대한 내성(chemo-resistance), 면역 항암요법(immune-oncology 

therapy)에 대한 좋은 치료 타겟임을 보고하였다 [42, 93-98]. 몇몇 HDAC 

저해제들은 c-Myc 발현을 감소시키며 암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99], DACT3 의 발현은 히스톤의 아세틸화나 메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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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조절된다는 것 또한 알려져 있다 [39]. 그러나 아직까지 

다발골수종에서 HDAC 저해제에 의해 유도되는 DACT3 과발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논문은 Wnt/-catenin 신호전달의 negative regulator인 DACT3의 발현이 

CKD-581 이나 SAHA 와 같은 HDAC 저해제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DACT3 의 발현량이 다발골수종 세포의 생존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KD-581 과 같은 HDAC 저해제의 

작용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CKD-581 은 p53 의 인산화 (Ser15)를 증가시켰다. Ser15 에서 

인산화 된 p53 과 p21 의 발현은 암에서 예후 인자(prognostic factor)로 

활용된다 [100, 101].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Ser15 에서의 p53 인산화가 

암세포의 세포자멸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CKD-

581 이 p53 이나 p21 과 같은 종양 억제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종양 치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림프종은 다발골수종과 함께 CKD-581 의 적응증이 될 수 있는 암종이다. 

DLBCL 은 전체 림프종 중 약 30%를 차지한다 [102]. DLBCL 에서 리툭시맙은 

중요한 치료제이다. 리툭시맙은 단독 투여로도 효과를 보이며 [103], CHOP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ne)과의 병용요법 (R-

CHOP)으로도 DLBCL 환자에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인다 [104]. 그렇기 

때문에, 리툭시맙은 DLBCL 을 포함한 NHL 환자를 위한 1 차 요법 치료제로 

허가되었다 [105]. 그러나, DLBCL 환자의 30–40%는 초기 치료에 대한 반응 

후, 반응이 없어지거나 병의 재발에 의해 고통받게 된다 [106]. 또한 

리툭시맙의 항암효과는 BCL-XL 이 발현되는 DLBCL 에서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58]. 그러므로, 이들 환자를 위한 새로운 요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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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roposed mechanism of CKD-581. 

CKD-581 is a HDAC inhibitor. Therefore, it induces hyperacetylation of histone proteins. 

Acetylated histone proteins loosen the interaction between DNA and histone proteins. 

Because loosened chromatin is accessible to RNA polymerase, which increases gene 

expression. DACT3 is the markedly altered gene by CKD-581. DACT3 blocks Wnt/-

catenin signaling pathway, causing anti-canc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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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581 은 DH-와 DE-DLBCL 타입 등 위험도가 높은(aggressive) DLBCL 

세포들에서 세포 성장을 저해하였다. 또한 CKD-581은 c-Myc과 세포자멸사를 

막는 BCL-2 family 들의 발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림프종을 이식한 동물모델에서는 CD20 을 

발현하는 DLBCL 에서 리툭시맙과 유사한 수준으로 암성장 억제효과를 

보였다 (Figure 17C). 그러므로, CKD-581 은 CD20 이나 BCL-XL 발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암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림프종, 특히 

리툭시맙을 포함한 치료법에 실패한 림프종 환자를 위한 치료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용요법은 임상에서의 암의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단독요법제들에 대한 저항성 등에 의한 충분하지 않은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107, 108]. CKD-581 이 암세포 또는 암이식 

동물 모델을 사용한 실험들에서 좋은 항암효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임상에 

적용했을 시에는 약효가 불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CKD-581 의 

임상에서의 약효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항암제와의 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HDAC 저해제가 프로테아좀 저해제에 의한 잘못접힘 

단백질의 축적을 더욱 촉진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109, 110], 

보르테조밉(bortezomib)과 같은 약물은 CKD-581 과의 병용 약물로 적절할 수 

있다. 또한, Bruton’s tyrosine kinase (BTK) 저해제 역시 적절한 병용약물일 수 

있는데, 이는 림프종에서 획득 내성(acquired resistance)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111]. HDAC 저해제는 UPR 에 의해 IRE1 의 과발현을 

유도하여, B-cell receptor (BCR)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HDAC 저해제와 BTK 

저해제의 병용은 UPR 과 BCR 경로를 모두 저해함으로서 종양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CKD-581 은 이러한 여러 종류의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으로 DLBCL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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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포체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항암 효과를 보이는 두 가지의 

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논문을 통해, 튜불린 중합 저해제인 

CKD-516 과 HDAC 저해제인 CKD-581 의 작용 기전에 대해 밝혔으며, 강한 

항암 효과가 나타남도 확인하였다. 이들 항암제 후보 물질들은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중이며, 향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좋은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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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doplasmic reticulum stress-related anti-cancer effects of 

microtubule- or histone deacetylase-targeting agents and its 

mechanistic basis  

 

Soo Jin Kim 

Advisor: Prof. Keon Wook Kang 

 

The endoplasmic reticulum (ER) is an important organelle, playing major roles in 

synthesis of proteins and lipids, calcium storage and signal transduction. ER stres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athogenesis of inflammatory and 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cancer, neurodegenerative disease and metabolic disease. Moreover, many previous 

studies reveled that survival, growth, angiogenesis, metastasis and chemoresistance in 

cancer cells are partly due to ER stress. Oxidative stress, hypoxia and nutrient deprivation 

lead to unfolded protein response (UPR)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This thesis 

describes the ER stress-related anti-cancer activities of tubulin polymerization inhibitor 

and HDAC inhibitor. 

CKD-516, a tubulin polymerization inhibitor, was reported to be safe and tolerable 

in a single and irinotecan combination phase 1 clinical studies. And disease control rate 

(DCR)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patients co-treated with CKD-516 and irinotecan 

was 79%. 

In the present study, S516 was used in cell-based experiments, because S516 is an 

active metabolite of CKD-516. S516 showed vascular disrupting activity to disrupt 

HUVEC capillary-like tubes. An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as increased by S516 

in endoplasmic reticulum and mitochondria. However, cancer cell death was not induced 

by ROS generation in response to S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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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16 activated ER stress markers, inositol-requiring enzyme 1 (IRE1) and protein 

kinase RNA-like endoplasmic reticulum kinase (PERK). ROS scavenger, N-

acetylcysteine (NAC), partially blocked ER stress, indicating that ER stress was likely 

caused by ROS, induced by microtubule disturbance in lung cancer cells. CKD-516 

suppressed tumor growth in lung cancer xenograft models, and combination of CKD-516 

with carboplatin was more efficacious without body weight decrease. Therefore, CKD-

516 combined with carboplatin would be suitable for the treatment of NSCLC. 

CKD-581 (alteminostat), a HDAC inhibitor, was reported to be safe and tolerable in 

phase 1 study, and 44% (16 of 36) patients with lymphoma or multiple myeloma (MM) 

achieved stable disease status or better. CKD-581 as a pan-HDAC inhibitor, inhibits class 

I and II HDACs. CKD-581 modulated Wnt/-catenin signaling pathway in hematologic 

cancer cell lines. In particular, dishevelled binding antagonist of beta catenin 3 (DACT3) 

expression was markedly increased by CKD-581 treatment in HH and MJ cells. The 

expression levels of -catenin and c-Myc were decreased by DACT3, a negative regulator 

of Wnt/-catenin signaling pathway. And cell cycle related factors, such as cyclin D1 and 

cyclin-dependent kinase 4 (CDK4), were also decreased by CKD-581. In addition, p53 

phosphorylation, p21 expression and apoptosis were increased by CKD-581 treatment in 

MM1.S and RPMI8226 cells. I further showed that CKD-581 potently suppressed tumor 

growth of MM1.S cells in xenografts. 

Another hematologic cancer was used to test the anti-cancer activity of CKD-581.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DLBCL) is the most common type of lymphoma, and 

there is still no HDAC inhibitor clinically approved for DLBCL. CKD-581 induced 

acetylation of histone and tubulin in lymphoma. The poor prognostic markers in DLBCL 

patient such as MYC, BCL-2 and BCL-6 were decreased by CKD-581 in SU-DHL-4, 

OCI-LY1, SU-DHL-2, U2932 cells. And the expression levels of other BCL-2 family 

members, BCL-XL and MCL-1 were also reduced in lymphoma cell lines treated with 

CKD-581. Apoptosis in DLBCL was also assessed by determining H2AX expression and 

cleavage of poly (ADP ribose) polymerase 1 (PARP1). CKD-581 increased the protein 

levels of H2AX and cleaved form of PARP1 in DLBCL cell lines. In addition, activation 



73 

 

of IRE1, PERK,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 (ATF6) and glucose-regulated protein 

78 (GRP78) was seen in cells treated with CKD-581.  

In a DLBCL SCID mouse xenograft model, CKD-581 exhibited anti-cancer 

effects comparable with those of rituximab (CD20 mAb). Overall, CKD-581 would 

be beneficial for lymphoma treatment.  

Here, anti-cancer activities of CKD-516, a tubulin polymerization inhibitor and 

CKD-581, a HDAC inhibitor were assessed in NSCLC and two hematological 

malignancies, respectively. I also studied possible mechanistic basis for their anti-cancer 

activities focusing on ER stress responses. These two anti-cancer drug candidates are now 

in clinical trials, and could be promising therapeutic options. 

  



74 

 

Appendix 

 
Kim, S. J., U. J. Kim, H. Y. Yoo, Y. J. Choi, and K. W. Kang. Anti-Cancer Effects of CKD-

581, a Potent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 against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Int 

J Mol Sci 21 (12) 

 

Kim, S. J., K. H. Jegal, J. H. Im, G. Park, S. Kim, H. G. Jeong, I. J. Cho, and K. W. Kang. 

Involvement of ER Stress and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ion in Anti-Cancer Effect 

of CKD-516 for Lung Cancer. Cancer Chemother Pharmacol 85 (4) : 685-97. 

 

Kim, H. K., J. W. Kang, Y. W. Park, J. Y. Kim, M. Kim, S. J. Kim, S. M. Kim, et al. Phase 

I and Pharmacokinetic Study of the Vascular-Disrupting Agent CKD-516 (NOV120401) 

in Patients with Refractory Solid Tumors. Pharmacol Res Perspect 8 (2) : e00568. 

 

Kim, J. W., D. K. Yadav, S. J. Kim, M. Y. Lee, J. M. Park, B. S. Kim, M. H. Kim, H. G. 

Park, and K. W. Kang. "Anti-Cancer Effect of GV1001 for Prostate Cancer: Function as 

a Ligand of GNRHR." Endocr Relat Cancer 26(2): 147-62. 

 

Lee, I. J., M. Lee, S. J. Kim, Y. K. Kim, J. Y. Won, and J. W. Chung. Chemoembolization 

with Vascular Disrupting Agent CKD-516 Dissolved in Ethiodized Oil in Combination 

with Doxorubicin: A VX2 Tumor Model Study. J Vasc Interv Radiol 29 (8): 1078-84. 

 

Nagarajan, S., M. J. Choi, Y. S. Cho, S. J. Min, G. Keum, S. J. Kim, C. S. Lee, and A. N. 

Pae. Tubulin Inhibitor Identification by Bioactive Conformation Alignment 

Pharmacophore-Guided Virtual Screening. Chem Biol Drug Des 86 (5): 998-1016. 

 

Lee, J., S. Bae, S. H. Lee, H. Choi, Y. H. Kim, S. J. Kim, G. T. Park, et al. Discovery of 

a Potent Tubulin Polymerization Inhibitor: Synthesis and Evaluation of Water-Soluble 

Prodrugs of Benzophenone Analog. Bioorg Med Chem Lett 20 (21): 6327-30.  

 



75 

 

Choi, H., J. Lee, Y. H. Kim, D. S. Im, I. C. Hwang, S. J. Kim, S. K. Moon, et al. Discovery 

of Potent, Selective, and Orally Bioavailable PDE5 Inhibitor: Methyl-4-(3-Chloro-4-

Methoxybenzylamino)-8-(2-Hydroxyethyl)-7-Methoxyquinazolin-6-Ylmethylcarbamate 

(CKD-533). Bioorg Med Chem Lett 20 (1): 383-6. 

 

Lee, J., S. J. Kim, H. Choi, Y. H. Kim, I. T. Lim, H. M. Yang, C. S. Lee, et al. Identification 

of CKD-516: A Potent Tubulin Polymerization Inhibitor with Marked Antitumor Activity 

against Murine and Human Solid Tumors. J Med Chem 53 (17): 6337-54. 

 

Kim, Y. H., H. Choi, J. Lee, I. C. Hwang, S. K. Moon, S. J. Kim, H. W. Lee, et al. 

"Quinazolines as Potent and Highly Selective PDE5 Inhibitors as Potential Therapeutics 

for Male Erectile Dysfunction." Bioorg Med Chem Lett 18 (23): 6279-82. 

 

In, J. K., M. S. Lee, J. E. Yang, J. H. Kwak, H. Lee, S. K. Boovanahalli, K. Lee, S. J. Kim 

et al. Synthesis of Novel Diaryl Ethers and Their Evaluation as Antimitotic Agents. Bioorg 

Med Chem Lett 17 (6): 1799-802. 

 

Kim, S. J., S. Jeon, E. Y. Shin, E. G. Kim, J. Park, and C. D. Bae. AMPA, Not NMDA, 

Activates RhoA GTPases and Subsequently Phosphorylates Moesin. Exp Mol Med 36 (1): 

98-102. 

  


	I. 서론     
	II. 시약 및
	1. 시약 및 항체
	2. 세포배양
	3. 튜불린 중합체 형성 분석
	4. 튜불린 결합 위치 동정
	5. 세포골격 면역염색
	6. HUVEC 튜브 형성
	7. 활성산소 측정
	8. JC-1 염색
	9. Mito-HyPer 및 ER-HyPer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ROS의 실시간 분석 
	10. HDAC 효소 저해 활성 분석
	11. 히스톤 단백질 추출
	12. cDNA microarray 및 유전자 발현 분석
	13. 웨스턴 블롯팅
	14. 종양 이종 이식 마우스 모델
	15.

	III.
	1. 튜불린 중합 저해제, CKD-
	1) S516의 미세소관 결합 위치 동정
	2) S516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의 미세소관 붕괴
	3) 폐암 세포에서 S516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동정
	4) S516에 의한 폐암 세포에서의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
	5) 폐암 이종이식 모델에서의 CKD-516의 항암효과
	6) CKD-516과 카보플라틴 병용에 의한 항암 효과의 상승

	2.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 저해제, CKD-
	1) CKD-581에 의한 HDAC 효소의 저해
	2) CKD-581에 의한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세포의 사멸
	3) CKD-581에 의한 DACT3의 선택적 유도 및 Wnt/-catenin 신호 전달의 저해
	4) CKD-581에 의한 세포자멸사 유도
	5) CKD-581의 다발골수종 동물모델에서의 항암효과
	6) 림프종에서 CKD-581에 의한 HDAC 타겟 단백질의 아세틸화
	7) CKD-581에 의한 림프종 세포 사멸의 유도
	8) CKD-581에 의한 림프종의 나쁜 예후 인자의 감소
	9) 림프종에서 CKD-581에 의한 DNA 손상
	10) CKD-581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의 증가


	11) CKD-581의 림프종 동물 모델에서의 항암효과
	IV. 고찰
	V. 참고문헌


<startpage>15
I. 서론      1
II. 시약 및 실험방법
 1. 시약 및 항체 6
 2. 세포배양 6
 3. 튜불린 중합체 형성 분석 7
 4. 튜불린 결합 위치 동정 7
 5. 세포골격 면역염색 8
 6. HUVEC 튜브 형성 8
 7. 활성산소 측정 8
 8. JC-1 염색 9
 9. Mito-HyPer 및 ER-HyPer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ROS의 실시간 분석  9
 10. HDAC 효소 저해 활성 분석 9
 11. 히스톤 단백질 추출 9
 12. cDNA microarray 및 유전자 발현 분석 10
 13. 웨스턴 블롯팅 10
 14. 종양 이종 이식 마우스 모델 11
 15. 통계분석
III. 결과
 1. 튜불린 중합 저해제, CKD- 516
  1) S516의 미세소관 결합 위치 동정 12
  2) S516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의 미세소관 붕괴 15
  3) 폐암 세포에서 S516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 동정 15
  4) S516에 의한 폐암 세포에서의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 19
  5) 폐암 이종이식 모델에서의 CKD-516의 항암효과 22
  6) CKD-516과 카보플라틴 병용에 의한 항암 효과의 상승 22
 2.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 저해제, CKD- 581
  1) CKD-581에 의한 HDAC 효소의 저해 26
  2) CKD-581에 의한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세포의 사멸 26
  3) CKD-581에 의한 DACT3의 선택적 유도 및 Wnt/-catenin 신호 전달의 저해 29
  4) CKD-581에 의한 세포자멸사 유도 33
  5) CKD-581의 다발골수종 동물모델에서의 항암효과 35
  6) 림프종에서 CKD-581에 의한 HDAC 타겟 단백질의 아세틸화 39
  7) CKD-581에 의한 림프종 세포 사멸의 유도 39
  8) CKD-581에 의한 림프종의 나쁜 예후 인자의 감소 39
  9) 림프종에서 CKD-581에 의한 DNA 손상 44
  10) CKD-581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의 증가 46
11) CKD-581의 림프종 동물 모델에서의 항암효과 49
IV. 고찰 51
V. 참고문헌 5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