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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16INK4a 유전자가 신경교종세포주의 성장에 미치는 향

 p16
INK4a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로 9번 염색체 단완 (short arm) 부위

에 위치한다. 정상적으로 p16
INK4a 

유전자는 cyclin D-dependent kinase인 

CDK4와 CDK6를 억제하는 p16 단백질을 만들고 p16 단백질은 CDK4가 

cyclin D1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retinoblastoma tumor suppressor 

protein (Rb protein)이 인산화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세포 분열과정 중에 

G1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p16
INK4a
 종양 억

제 유전자의 불활성화는 악성 신경교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유전

자 이상이다. 따라서 p16
INK4a
 의 소실은 신경 교종의 발생 및 분화와 접

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16
INK4a 

유전자가 소실되어 있는 U343 교종세포주에 full 

length p16 cDNA를 도입함으로써 세포주의 성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p16
INK4a
 유전자 발현 이외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tetracycline-repressor gene expression system을 사용하여 p16
INK4a
이 안정

적으로 감염된 clone을 만들 수 있었다.

 Hemocytometer를 이용한 세포 증식 분석결과 p16
INK4a
 발현을 유도한 

U343-p16
INK4a
 세포주의 증식이 현저하게 억제된 반면, 유전자 발현을 유도

하지 않는 U343-p16
INK4a
 세포주의 증식은 U343 모세포주의 증식과 같은 

양상을 보 다 (p<0.001). 세포 주기 분석결과 p16
INK4a
 발현을 유도한 경우 

85%를 상회하는 U343-p16
INK4a
 세포들이 G1 phase에 정지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지 않은 경우는 U343-p16
INK4a
  세포주와 U343 모세

포주 간에 차이가 없었다 (p<0.01). 면역형광염색을 이용한 세포형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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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서는 p16
INK4a
 발현을 유도했을 경우 입방형의 세포돌기가 없는 모세포

주의 형태가 점차 양극형의 모양과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이 잘 발달

된 세포돌기를 지니는 형태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p16
INK4a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U343 교종

세포주에 인위적으로 p16
INK4a
 활성을 복원하여 주면 세포주기를 G1 phase

에 정지시킴으로써 성장을 억제하고 교종 세포의 형태적인 분화를 정상적

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침윤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악성교종의 치료에 있어서 유전자치료 전략을 수립하는데 p16
INK4a
이 유용

한 표적 유전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p16
INK4a
, 교종, 성장 억제, 세포 주기, GFAP, 유전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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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INK4a 유전자가 신경교종세포주의 성장에 미치는 향

< 지도교수 최 중 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용 배

I. 서 론

9번 염색체 단완 (chromosome 9p21) 부위에 위치하는 p16
INK4a
 (p16) 

유전자는 cyclin-dependant kinase inhibitor (CDKI)로 종양의 성장을 억제

하는 세포 주기 조절 유전자 중의 하나이다.
1,2
 p16

INK4a
은  cyclin 

D-dependant kinase인 CDK4가 cyclin D1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retinoblastma tumor suppressor protein (Rb 단백)이 인산화 되는 것을 방

지함으로써 세포 주기 G1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3,4
 

이런 p16
INK4a
 유전자의 비활성화는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p16
INK4a
 유전자의 비활성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보고가 있으나 

mutation, deletion 또는 promotor의 methylation 등으로 설명한다.
4,5
 실제 

악성 종양과의 관계에 있어 p16
INK4a
 유전자는 p53 다음으로 빈번하게 이상

이 있는 유전자로 악성 신경 교종의 34-56%에서 p16
INK4a
 유전자 소실이 

있으며, 14-25% 에서는 p16
INK4a
 유전자 소실은 없으나 INK4a/INK4b의 돌

연 변이가 관찰된다.
6-10
 또한 80%의 교종 세포주에서 p16

INK4a
 유전자변형

이 관찰되며 melanoma-nervous system tumor/astrocytoma syndrome 같

은 유전적으로 악성 종양을 많이 가지는 질환에서 이 유전자의 이상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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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어
11,12
 p16

INK4a 
유전자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종양의 발생, 악성화에 관

계가 있을 것이다.
9,13,14
 

이런 사실을 역으로 이용하여 p16
INK4a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종양에 

p16
INK4a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종양 세포에 삽입시켜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5,15-17

 기존 연구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p16
INK4a
은 교

종 세포주에서 형태학적 변화, 세포 분화와 연관된 구조학적 변화뿐 아니

라 senescence marker의 발현, 침윤성의 감소, 성장 억제, 종양 형성 억제 

등의 효과를 확인하 다.
5,18-21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보여 준 바처럼 유전

자의 외부 유입을 통해서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전자 치료의 연

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 유전자가 안정

적으로 감염된 subclone의 확보, 외부 유전자의 지속적인 유전 형질의 발

현, 외부 유전자 이외에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성장 요인의 감

별, 외부 유전자의 적절한 발현 조절 등이다. 본 연구는 p16
INK4a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U343 교종 세포주에 tetracycline-dependent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full length p16 cDNA를 안정적으로 감염시켜 이 유전자의 기능

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 방법은 tetracycline 농도에 따른 p16
INK4a
의 발현 

유무 이외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다른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p16
INK4a
만의 효과를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는 교종 치료 결과와 접한 관계가 있는 침윤성에 대한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과 p16
INK4a
유전자와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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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 

p16
INK4a
의 발현과 연관된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p16

INK4a
유전자가 

없고 GFAP를 잘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체 U343 교종 세포주를 

이용하 다. U343 교종 세포주와 vector plasmid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Rutka 교수로부터 기증 받았다. U343 교종 세포주는 2.5 x 10
5
의 세포를 

10 cm
2
의 배양 접시에서 10% fetal bovine serum (Gibco BRL, 

Gaithersburg, MD, USA)과 고농도의 glucose를 가진 modified Eagle 

medium (MEM, Gibco BRL, Gaithersburg, MD, USA)에서 5%의 이산화

탄소를 함유하는 섭씨 37도의 배양기내에서 무균 배양하 다. 

2. vector 및 감염

우리는 p16
INK4a
의 발현 조절을 위해 tetracycline-repressor gene 

expression system을 이용하 다. pUHD15-1 neo plasmid는 herpes virus

의 VP16 transactivation domain과 결합된 E. Coli의 tetracycline 

repressor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plasmid는 Cytomegalovirus의 

promotor와 neomycin에 대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22-24
 pUHD15-1 

neo plasmid를 calcium phosphate 방법으로 U343 교종 세포주에 감염시키

고 900 μg/ml의 geneticin (G418, Gibco BRL, Gaithersburg, MD, USA)으

로 선택 배양하 다. VP16에 대한 polyclonal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으로 VP16 transactivation domain과 결합된 tetracycline repressor가 발현

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세포를 찾아 지속적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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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을 하 다. gene cleaning 방법으로 tetracycline operator를 가지고 있

는 pUHD10-3에 p16
INK4a
를 포함하는 cDNA 를 삽입하고 fugene reagent 

(Roche Inc, USA)를 위의 방법으로 얻은, VP16 transactivation domain과 

결합된 tetracycline repressor를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U343 교종 세포주에 

동시 감염시켰다. 최종적으로 1 μg/ml의 puromycin (Sigma, St. Louis, 

MO, USA)으로 선택 배양함으로써 U343 교종 세포주에서 p16
INK4a 

단백을 

tetracycline 유무에 따라 적절하게 발현할 수 있는 tetracycline-dependent  

U343 glioma system (tet-on/off U343-p16
INK4a
 교종 세포)을 만들었다. 

3. Western blots

50%의 도로 종양 세포를 48시간 이상 배양 후 계획된 시간에 따라 

세포를 ph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두 차례 씻어 준 후 얼음 위

에서 용해액을 이용하여 전체 세포를 용해시켰다. 용해된 전체 세포 용액

을 섭씨 4도에서 15000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부의 soluble 

fraction과 침전된 insoluble fraction을 얻었다. 단백질의 농도는 BCA 

assay에 의해 결정되었고 각각 20μg의 단백질을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SDS-PAG)에서 전기 동하고 semidry electro 

transfer의 방법으로 nitrocellulose membrane에 옮겼다. p16
INK4a
를 확인하

기 위한 항체로는 anti-p16 antibody (Pharmingen, San Diego, CA, USA)

를 이용하 고 GFAP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는 monoclonal anti-GFAP 

antibody (50kDa, Dako, Carpinteria, CA, USA)를 이용하 다. 2차 항체로 

goat anti-rabbit 또는 mouse 항체를 1:5000 - 8000의 농도로 사용하 으

며 결과는 ECL (enhanced chemi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Amersham, Oakville, Canada)로 확인하고 dosimetry로 상대적 발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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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 비교하 다. 

4. 세포 증식 분석

세포 증식 정도는 1 x 10
5
의 tet-on/off U343-p16

INK4a 
교종 세포를 각

각 분주하여 tet-on state에서 7일간 배양하여 p16
INK4a
의 발현이 충분히 억

제되도록 유지한 후 PBS로 3차례 씻어 주어 tet-off state로 전환시키고 3, 

6, 9, 12, 15, 18, 21, 24, 27일에 1% trypsin으로 세포를 분리한 후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증식 정도를 측정하 다. 같은 실험은 세 차례 

반복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5. 세포 주기 분석

0.2-1 x 10
6
의 세포를 1% trypsin으로 세포를 분리하여 PBS로 세척하

고 냉각된 80% ethanol을 섞어 고정하고 섭씨 하 4도에서 보관하다가 

같은 조건에서 1 μg/ml의 propidium iodide (PI; Sigma, St. Louis, MO, 

USA)로 염색체를 염색하 다. DNAase-inactivated RNases A (Sigma, 

St. Louis, MO, USA)를 1 mg/ml의 농도로 섞어 주고 실온에서 30분 이

상 암소에서 반응시켰다. PI에 염색된 세포는 mesh capped tube로 여과시

킨 후 Becton-Dickenson FACSscan (Becton Dickenson, Heidelberg, 

Germany)으로 분석하 다. 각각의 실험은 1 x 10
4
의 세포를 분석하 으며 

각각 3번의 실험을 되풀이하여 세포 주기를 측정하 다. 

6. 세포 면역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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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43 교종 세포주를 50%의 도로 10mm의 둥근 유리 coverslip에 직

접 배양한 후 PBS로 세척 하고, 섭씨 하 20도로 냉각한 methanol로 10

분간 고정한 후 투과액으로 처치 한 뒤 PBS로 다시 3차례 세척한다. 비특

이적 반응을 막기 위해 PBS내에 0.5% basal serum albumin으로 전처치 

후 약 2시간 anti-GFAP polyclonal 항체(Dako, Carpinteria, CA, USA)를 

반응시켰다. 형광 염색을 위한 2차 항체로 Rhodamine 또는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가 결합된 anti-rabbit antibody를 이용하 고 actin 

염색을 위해 phalloidin-rhodomin (Sigma, St Louis, MO, USA)이 사용되

었다. 세포 면역 염색의 결과는 Zeiss confocal microscope으로 관찰하

다. 

7. 면역 염색

면역 염색을 위해 파라핀에 고정된 조직을 4 μm의 두께로 잘라서  

reticular fiber를 염색하기 위해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고 면역 염색

은 각각의 합당한 항체를 이용하 다. p16
INK4a 

면역 염색을 위해서는 파라

핀에 고정된 조직에서 파라핀을 제거하고 peroxidase를 억제하기 위해 

30% H2O2/methanol에 30분간 둔 후 1% BSA, 10% FBS, 0.1% Tween, 

5% normal goat serum를 섞은 TBS에 넣어 섭씨 37도에서 2시간 전처치

하고, 1:500의 농도로 anti-p16 antibody (Pharmingen, San Diego, CA, 

USA)를 primary antiserum에서 섭씨 4도의 온도에서 밤새 반응하도록 하

다. 면역 염색 정도는 ABC method와 peroxidase substrate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로 diaminobenzidine을 측정하 다. 

GFAP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는 monoclonal anti-GFAP antibody (50kDa, 

Dako, Carpinterian, CA, USA)를 1:4000의 농도로 이용하 고 p16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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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항체로는 anti-p16 antibody (Pharmingen, San Diego, CA, 

USA)를 1:500의 농도로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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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Tet-off state에서 p16
INK4a
 발현 확인

Tet-on/off U343-p16
INK4a
 교종 세포를 tetracycline이 있는 상태와 없

는 상태에서 1주간 배양한 후 soluble 단백과 membrane 단백으로 구분하

여 western blot을 시행하 을 때 p16
INK4a
은 tetracycline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soluble 단백에서만 발견되었다 (Fig. 1). 그래서 이후의 모든 

western blot의 결과는 soluble 단백에서만 분석하 다.

Fig. 1. Expression patterns of p16
INK4a 

in Tet-on/off U343-p16
INK4a 

glioma cell. p16
INK4a 

was not expressed on tet-on state. The expression 

of p16
INK4a 

was detected only in soluble fraction of U343-p16
INK4a 

glioma 

cell on tet-off state, but not in insoluble (membran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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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
INK4a
을 포함하는 pUHD10-3과 VP16 transactivation domain과 결합된 

tetracycline repressor를 포함하는 pUHD15-1 neo plasmid가 동시에 안정

적으로 감염된 tet-on/off U343-p16
INK4a 

교종 세포는 4μg/ml 농도의 

tetracycline을 배양액에 섞어 주었을 때 (tet-on state) 12시간 이후부터 

p16
INK4a
 발현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24시간이 지나면 p16의 발현은 완전히 

없어졌다 (Fig. 2). Tet-on state의 세포를 PBS로 3차례 씻어주고 

tetracycline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새로운 배양액을 넣어 주면 (tet-off 

state) 12시간이내에 이미 p16
INK4a
은 발현을 시작하 고 24시간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Western Blot의 방법으로 확인하

다 (Fig. 2). Tet-off state에서 지속되던 p16
INK4a
 발현은 배양액 내에 4μ

g/ml 농도의 tetracycline을 다시 넣어 주면 다시 p16
INK4a
 발현이 없어진

다. Tet-on/off U343-p16
INK4a
 교종 세포의 tetracycline에 대한 p16

INK4a
 발

현 감수성은 감염된 지 6개월까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7개월부터는 통계

학적으로 의미는 없었으나 tetracycline에 대한 p16
INK4a
 발현 감수성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Fig. 2).

Fig. 2. Confirmation of stable expression of p16
INK4a 

on tet-on/off state. 



- 12 -

The expression of p16
INK4a 

was decreased within 12 hours after adding 

4μg/ml tetracycline into the culture media (tet-on state) and completely 

suppressed on 24 hours after tet-on state. We removed tetracycline 

from culture media by 3 times washing with PBS (tet-off state). 

p16
INK4a 

started to be expressed 12 hours later and constantly expressed 

from 24 hours after tet-off state. U343-p16
INK4a
 glioma cell had showed 

the ability of p16
INK4a
 expression responding to tetracycline for at least 

6 months after transfection of pUHD10-3 including p16
INK4a
.

2. p16
INK4a
 발현에 따른 세포 증식 및 세포 주기의 변화

우리는 tet-off state에서 tet-on state에서보다 세포 증식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phase-contrast 현미경하에서 관찰 할 수 있었으며 (Fig. 3) 

hemocytometer를 이용한 증식 분석에서도 tet-off state에서 tet-on state

에서 보다 현저한 증식 억제가 있었다 (Fig. 4, p<0.001). 이러한 증식 억

제는 최소한 3주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증식의 억제 상태는 배양액에 

tetracycline을 넣어 주어 tet-on으로 전환하 을 때 48시간이 지나면서 증

식의 억제 효과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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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pression of proliferation on tet-off state in U343-p16
INK4a 

glioma cells. We compared the proliferation patterns of U343-p16
INK4a 

glioma cells on between tet-on state (A and B) and tet-0ff state (C 

and D). The microscopic findings 7 days after plating of tumor cells 

showed that cell proliferation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on tet-off 

state (D). 

A: Microscopic findings on tet-on state 2 days after cell plating (x100)

B: Microscopic findings on tet-on state 7 days after cell plating (x100)

C: Microscopic findings on tet-off state 2 days after cell plating (x100)

D: Microscopic findings on tet-off state 7 days after cell plating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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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ppression of proliferation by p16
INK4a 

in U343-p16
INK4a 

glioma 

cells. Hemocytometer studies revealed that the proliferation of 

U343-p16
INK4a 

glioma cells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on tet-off state, 

while that of U343-p16
INK4a 

glioma cells on tet-on state was the same 

to that of U343 parent glioma cells (p<0.001). After tet-off state was 

turned to tet-on state (*), the suppressed proliferation of U343-p16
INK4a 

glioma cells was rapidly normalized. 

p16
INK4a
 발현에 따른 세포 주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p16

INK4a
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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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발현되도록 7일간 tet-off state를 유지한 후의 세포 주기와 tet-on 

state의 세포 주기를 비교하 다. 그 결과 tet-on state에서 전체 세포 중 

약 63%는 G1, 31%는 G2-M, 6%가 S phase로서, 이것은 p16
INK4a
을 감염

시키지 않은 U343 교종 세포 (parent cell)가 57%의 G1 phase, 36%의 

G2-M, 7%의 S phase를 보여준 결과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었다 

(p=0.89). 그러나 tet-off state에서는 약 85%의 세포가 G1, 9%가 G2-M, 

6%가 S phase로 tet-off state나 parent cell의 세포 주기와 비교할 때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Fig. 5). Tet-off state에서의 p16
INK4a
의 발현

은 S phase에는 큰 향이 없었던 (p=0.89) 반면 G1 phase의 현저한 증가

와 G2-M phase의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 (p<0.01). 이러한 p16
INK4a
의 발현

에 따른 G1에서의 세포 주기 정지는 최소 4주간 지속되었으며 

tetracycline을 다시 배양액에 넣어 준 후에는 12시간 만에 세포 주기의 정

지가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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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cycle
U343 parent cells 

(%)

U343-p16
INK4a
 cells (%)

tet-on state tet-off state

G1 phase 57.38 ± 4.88 63.07 ± 2.38 85.35 ± 5.59

G2-M phase 36.16 ± 2.48 31.39 ± 1.23     8.51 ± 3.34

S phase  6.46 ± 0.57  5.54 ± 0.45  6.14 ± 0.55

Fig. 5. Changes of cell cycle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p16
INK4a 

in 

U343-p16INK4a glioma. Flow cytometric study showed that p16INK4a 

expression (C) caused over 85% of the U343-p16
INK4a 

glioma cells to 

arrest in G1 (p<0.01). There was no difference in G1 fraction between 

U343 parent cell line (A) and U343-p16INK4a cell line on tet-on state 

(B). (value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3. p16INK4a 발현에 따른 U343 교종 세포의 형태 변화

Tet-off state로 전환하여 p16
INK4a
이 발현하는 것을 세포 면역 염색을 

통해 확인하 다 (Fig. 6). GFAP의 세포 면역 염색을 위해서는 rhodamine

이 부착된 monoclonal anti-GFAP antibody를 사용하고 p16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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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항체로는 anti-p16 antibody와 이차 항체로는 FITC를 표식자로 하여 

동시 염색을 통해 세포내에서 p16
ink4a
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6. Confirmation of p16 expression using a epifluorescence 

microscopy after immunocytochemical stain. After tet-off state,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was decorated with a rhodamine (red) 

tag (A); p16 was identified by a FITC (green) label (B). Transfected 

cells were visualized by double immunofluorescence studies (C). 

Epifluorescence microscopy (x400).

세포 면역 염색에서 confocal microscopy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U343-p16
INK4a
 세포는 tet-on state에서는 parent 세포와 같은 모양으로 세

포 돌기는 없고 세포체는 입방형의 조약돌 모양으로 보이지만 (Fig. 7A) 

tet-off state로 전환한 후 24시간부터 편평형의 세포질 양이 많아지면서 

세포체가 둥 게 변하고 GFAP가 핵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형성되었다 

(Fig. 7B). Tet-off state 48시간에는 방사형의 GFAP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며 양극성의 짧은 세포돌기를 형성하기 시작하 다. Tet-off stat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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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후부터 짧은 세포돌기가 가느다랗게 변화하면서 더욱더 길어졌다 

(Fig. 7C and D). 세포 면역 염색에서 p16은 핵 주위와 세포질에 고르게 

염색되었지만 p16 발현이 지속되어 세포 종양 세포가 분화된 형태로 바뀌

면서 세포 돌기 부위에서 더 강하게 염색되었다.

Fig. 7. Morphological changes of U343-p16
INK4a
 glioma cell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p16
INK4a
. U343-p16

INK4a
 cell on tet-on state showed 

tightly packed cuboidal cells in colonies without process formation (A). 

However, the expression of p16
INK4a 

on tet-off state induced cells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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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4 hours after tet-off state). Further expression of p16
INK4a
 induced 

the bipolar cells with the cytoplasmic processes with well-organized 

GFAP (C: 48 hours after tet-off state, D: 72 hours after tet-off state). 

GFAP was immunostained with anti-GFAP polyclonal antibody as 

primary antibody and FITC conjugated anti-rabbit antibody as 

secondary antibody. Epifluorescence microscopy (x400).

p16
INK4a
의 발현에 따른 이런 형태학적 변화는 GFAP의 변화와 접한 

관계가 있어 보 다. 그래서 2.5 x 10
5
의 U343-p16

INK4a
 세포를 각각 분주

하고 tet-on state와 tet-off state 상태에서의 GFAP의 발현 정도를 조사

하 으나 p16
INK4a
 발현에 따른 GFAP 발현 정도와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

었다.

4. 여러 가지 악성도의 교종에서 p16
INK4a
 발현 정도

간질 환자의 수술 중 채집한 정상 뇌 조직과 여러 가지 다른 악성도를 

가진 신경 교종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한 Western Blot 결과 p16
INK4a

은 검사한 모든 조직에서 발현되었으나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털모양세포 별세포종 (pilocytic astrocytoma)과 저

등급 별세포종 (low grade astrocytoma)에서는 정상 뇌조직과 비슷한 정

도의 p16
INK4a
이 발현되었으며, 역형성 별세포종 (anaplastic astrocytoma)

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p16
INK4a
 발현이 관찰되었다 (Fig. 8). 그러나 교모 

세포종 (glioblastoma multiforme)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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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p16
INK4a
 in several glioma samples. 

p16
INK4a
 immunity was weakly detected in low grade astrocytoma (A) 

and it's expressions were variable in anaplastic astrocytomas (B and 

C). However, p16
INK4a
 was not expressed at all in glioblastoma 

multiforme (D). HE stain and immunostain for p16
INK4a
 (Brown color). 

(x200).

역형성 별세포종을 가진 환자의 파라핀 조직을 면역 염색한 검사에서

는 흥미있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종양과 정상 조직의 경계 부위에

서 종양 세포가 정상 조직으로 침윤해 있는 부위에서 정상 조직에서는 

p16
INK4a
의 발현이 아주 약하게 발현되었으며 역형성 별세포종 종양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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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아주 강한 p16
INK4a
의 발현이 보이는 반면 정상 조직으로 침윤한 

종양 세포에서는 p16
INK4a
의 발현이 없었다 (Fig. 9).  

Fig. 9. Immunohistochemical stain on the margin of anaplastic 

astrocytoma. p16
INK4a
 was strongly expressed in the center of tumor (D: 

x400) and still weakly expressed on the peripheral area of tumor (C: 

x400). However, invaded tumor cell nest on perivascular area (the left 

bottom in A: x40) was not immunostained for p16
INK4a
 (A). B: 

Magnified view of invaded tumor cell nest (x400). HE stain and 

immunostain for p16
INK4a
 (Brown color).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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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교종은 중추 신경계에서 가장 흔한 종양중의 하나로 교종의 50 - 65%

는 악성인 교모 세포종이다. 교모 세포종은 두개강 내 종양의 12-20%로 

매년 약 10만명당 2-3명의 발생율을 보이는 흔한 종양 중의 하나로, 수술

적인 방법으로 완전 절제가 어렵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에도 불구

하고 수술 후 1년 생존률이 25%, 2년 생존률이 6%에 불과하며 평균 수명

이 9 개월로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25,26
 이런 교모 세포종의 새로운 접근법

으로 유전자 치료가 도입되고 이들에서의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p53 유전자 변이와 함께 p16, p15과 같은 억제성 

세포 주기 조절자의 이상도 잘 알려져 있다.
6-10,13,14

 그 중 p16
INK4a
은 중요

한 억제성 세포 주기 조절자로 항 세포 분열 신호(anti-mitogenic signal)

를 가진다.
1,2
 그래서 교모 세포종에서 발견되는 p16

INK4a
의 소실 또는 변이

는 세포 주기 검사점 (checkpoint)의 기능 상실을 유도하여 종양 세포는 

성장과 증식을 무한정 하게 된다.
4,5,27,28

 저자들은 이런 사실을 역으로 이용

하여 p16
INK4a
이 소실되거나 변이되어 있는 악성 교종의 유전자 치료에 있

어서 표적 유전자로서 p16
INK4a
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미 비생체 또는 생체에서 retroviral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p16
INK4a
 유

전자를 종양 세포에 감염시켜 교종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전자 치

료가 진행되어 왔다.
20,22,29-34

 많은 연구자들이 p16
INK4a
이 없는 교종 세포에 

외부로부터 p16
INK4a
을 유입시켜 이를 발현시키면 세포의 형질 변화와 함께 

G1에서 세포 주기가 정지 되어 성장과 증식이 억제 된다고 하 다.
15,29
 본 

연구에서도 p16
INK4a
의 발현이 U343 교종 세포의 세포 주기를 G1에서 정지

시킴으로써 성장과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런 결과는 

기존의 보고들과 일치하 다. 그러나 p16
INK4a
 발현에 따른 성장 억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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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세포 주기의 정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p16
INK4a
이 교종 세

포에서 세포 불멸화의 표식자인 telomerase 발현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

으며,
33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증식의 휴지기를 유도한다는 연구도 있

다.
21
 본 연구에서도 우리는 confocal microscopy를 이용하여 p16

INK4a
 발현

이 U343 교종 세포가 세포 돌기를 가지는 정상적인 별세포 형태로 분화하

는 것을 관찰하 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p16
INK4a
이 세포 주기를 G1에서 

정지시키는 것 뿐 아니라 종양 세포가 형태학적으로 더욱 분화된 세포로 

성숙되어 증식이 억제될 것이다.

교종의 치료가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이 종양의 침윤성과 접한 관

계가 있다. 그래서 교종 치료의 가장 큰 목표점 중의 하나는 주변 조직으

로의 침윤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p16
INK4a
은 단순히 G1에서 세포 주기를 정

지시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 뿐 아니라 교종의 침윤성에도 향

을 줄 수 있다. 생체 실험에서 임파구의 이동은 G2-M phase가 아닌 G1 

phase에서 일어나는데 p16
INK4a
의 소실은 G1 분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침

윤성의 증가를 유도한다.
35-37
 melanoma에 대한 최근의 보고도 p16

INK4a
 유

전자의 소실은 종양의 침윤성과 진행에 큰 향을 준다.
38
 종양의 침윤성에

는 다양한 기전이 관계하는데 그 중 하나가 세포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구조 단백질과의 관계이다.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은 중추 

신경계의 교세포에 특이성을 가지는 중요 구조 단백질인 intermediate 

filament의 하나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세포의 이동성에도 

향을 준다. GFAP의 감소는 actin bundling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세포

간 결합을 느슨하게 하고 이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세포 돌기의 변화를 

초래하여 세포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종은 침

윤성이 강할수록 GFAP의 발현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교

모 세포종에서 GFAP는 거의 소실되어 있다.
6,27,39-41

 Dirks 등은 교종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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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p16
INK4a
의 발현이 GFAP, vimentin 등 다른 intermediate filament의 

재배열을 유도하여 침윤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고 한다.
1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p16
INK4a
이 GFAP의 발현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p16
INK4a
 발현에 따른 GFAP의 발현 정도를 분석하 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술시 얻은 교모 세포종의 

파라핀 조직에서 종양과 경계부에서 침윤이 있는 부위에서 p16
INK4a
 발현이 

저하되거나 소실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또한 U343 교종 세포에 외부에서 

유입된 p16
INK4a
의 발현은 형태학적으로 GFAP의 fibillary 부분을 강화 시

키고 세포 돌기를 유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들은 

p16
INK4a
이 종양의 성장 억제 뿐 아니라 침윤성을 저하 시킬 수 있는 유전

자 치료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양의 침윤성은 세포의 구조학적 변화이외에 세포외 기질의 단백질 

분해력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
42-44
 특히 p16

INK4a
이 소실되어 있거나 변이

가 있는 교종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인 MMP-2가 증가되어 있다.
45-47
 1997

년 Chintala SK 등은 SNB19 교종 세포의 연구에서 p16
INK4a
 발현이 이 종

양의 침윤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는 p16
INK4a
이 교종 세포의 

침윤성과 직접 관계있는 MMP-2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이고 3차원적 종양 

배양을 이용해 p16
INK4a
의 발현이 종양의 침윤성을 직접 억제하는 것을 확

인하 다. 세포 주기의 또 다른 억제 조절자인 p21은 p16
INK4a
과 마찬 가지

로 증식과 성장의 정지를 유발하지만 침윤성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18
 그

런 보고는 교종의 유전자 치료에 있어 p21보다는 p16
ink4a
의 유용성을 뒷받

침하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저등급 교종은 시간이 갈수록 악성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p16
INK4a
의 소실은 교종의 악성화 (malignant transformation)에도 관계가 

있다.
1,3,48
 p16

INK4a
이 없는 쥐에서는 연부 조직 육아종이 많이 생기고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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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carcinogen에 취약하여 쉽게 종양이 유발된다.
48
 임상적으로는 흑색

종, 췌장암, 백혈병, 악성 교종에서 p16
INK4a
의 소실이나 변이가 있는 경우 

더욱 나쁜 예후를 보인다.
1,6,27,28

 본 연구에서도 보여 준 바와 같이 악성도

가 다른 교종의 파라핀 조직의 면역 염색에서 p16
INK4a
의 발현 정도는 교종

의 악성도와 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p16
INK4a
은 종양 성장과 

증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종양의 침윤성을 저하 시키고 종양의 악성화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p16
INK4a
이 없는 여러 종류의 교종 세포주에 

p16
INK4a
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세포 분화 및 증식, 

침윤성, 세포 부착성에 변화를 유도하고, 생체에서 종양 형성도 억제하는 

연구들이 많다.
5,18-22,29-34

 그러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적인 목표로 생각되는 

p16
INK4a
이지만 실제 생체에서의 p16

INK4a
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17,49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유전자 치료가 가지는 한계점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세포내에 표적 유전자의 안정적인 감염과 

감염시 이용되는 retrovirus 프로모터 자체의 세포 독성, 감염율 등이 문제

이다.

비생체에서 adenovirus를 이용한 표적 유전자의 외부 도입 방법은 

retroviral 프로모터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감염률을 보여 

실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15-18
 본 연구에서 adenovirus를 이

용한 표적 유전자의 외부 도입 방법은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표적 유전

자를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한 교종 성장 억제

가 세포 주기 조절자인 p16
INK4a
의 외부 유입에 의한 것인지 adenovirus 자

체에 의한 세포 독성 때문인지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50,51
 따라서 

저자들은 adenovirus 자체에 의한 세포 독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tetracycline의 존재 유무에 따라 p16
INK4a
 발현이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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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cycline dependent gene expression system (tet-on/off system)을 이

용하 다. Tetracycline은 세포 배양이나 생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생

제로 다른 유전 인자의 발현에는 특별한 향을 주지 않는다.
22-24,52

 종양 

세포에 감염시킨 유전자를 tetracycline dependent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발

현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었다.
22,52
 Senner 등

은 누드마우스의 뇌에 쥐의 교종 세포를 주입하고 tetracycline-dependent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luciferase를 발견자(reporter gene)로 이용한 

연구에서 이 방법은 tetracycline의 농도만으로 표적 유전자 발현을 적절하

게 조절할 수 있었다.
53
 우리는 p16

INK4a
을 가지고 있지 않은 U343 교종 세

포주에서 p16
INK4a
 cDNA를 감염시키고 tetracycline이 없는 경우에만 유전

자가 발현되는 tetracycline-dependent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p16
INK4a
의 도입을 성공하 고 도입된 p16

INK4a
 유전자는 성장 배지내에 

tetracycline 농도에 따라 민감하게 발현하는 것을 Western Blot과 세포 면

역 염색의 방법으로 확인하 다. 이러한 tet-on/off system은 본 연구의 모

든 실험에서 tetracycline의 존재 이외에는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 즉 

p16
INK4a
 발현 유무만 다른 상태에서 실험함으로써 adenovirus 자체에 의한 

세포 독성의 가능성 뿐 아니라 교종의 성장에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숨

겨진 외부 인자의 개입 가능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었다.

비생체에서 p16
INK4a
 발현의 교종 세포의 성장 억제 및 증식 억제 효과

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 결과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비생체

에서 p16
INK4a
 발현이 교종 세포의 성장 억제 및 증식 억제를 확인하고 있

다. 그러나 안정적인 장기간의 p16
INK4a
 발현에도 불구하고 증식이 완전히 

억제되지는 않는데 이점은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결과들이었으며, 본 연

구 결과와 같이 p16
INK4a
의 발현이 비생체에서 분명한 형태학적 변화를 유

도함에도 불구하고 생체에서는 기대하 던 성장률의 저하나 종양의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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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7,49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직 

없지만 생체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p16
INK4a
 유전자의 안정적인 발현에 문

제가 있을 수 있고 비생체에서도 p16
INK4a
의 장기간의 발현이 p16

INK4a
에 대

한 교종 세포주의 내성을 유발하여 시간이 갈수록 p16
INK4a
의 항증식 효과

가 반감된다. 생체에서는 이런 내성이 다른 면역 체계와 함께 더 증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것이 생체에서 p16
INK4a
의 효과를 반감케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p16
INK4a
의 마지막 목표인 pRB의 소실이다. 일부 연구

자들이 보고한바와 같이 외부에서 유입된 p16
INK4a
의 발현이 장기간 지속되

면 pRB 발현이 소실되거나 억제되는데 이 현상은 p16
INK4a
을 이용한 유전

자 치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9,54,55

 p16
INK4a
의 성장 억제 효과는 결국 

pRB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외부에서 유입된 p16
INK4a
 발현이 장기간 지속

되어 pRB 발현이 소실되거나 억제되면 종양 세포는 급격히 p16
INK4a
에 대

한 감수성을 소실하고 p16
INK4a
의 항증식 효과는 없어진다. 

이상과 같이 p16
INK4a
은 부분적으로 교종의 유전자 치료에 유용한 목표 

유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vector에 대한 문제, 유전자 

감염 후 생기는 이차적인 유전자의 활성 또는 내성의 유발 뿐 아니라 생

체에서의 증식 억제 효과, 독성, 효과적인 감염 방법 등 해결하여야 할 문

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체에 무해한 tetracycline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목표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조절함으로써 유전자 치료의 한 방

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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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p16
INK4a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U343 교종 세포주에 

tetracycline-dependent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full length p16
INK4a
 cDNA를 

안정적으로 감염시켜 U343 교종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 방

법은 tetracycline 농도에 따른 p16
INK4a
의 발현 유무 이외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다른 요인을 배제함으로 p16
INK4a
만의 성장 억제 효과를 확

일 할 수 있었다. 또한 p16
INK4a 

발현을 유도하 을 경우 교종 세포의 형태

학적 분화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촉진시켰다. 결과적으로 p16
INK4a 

유전자의 

외부도입을 통해 종양의 성장 억제, 침윤성의 저하를 도모할 수 있어 

p16
INK4a 

은 향후 악성교종의 유전자 치료에 적합한 목표 유전자로서의 가

능성을 충분히 제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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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ene transfer of p16INK4a 

on growth of glioma cell line

Yong Bae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ng Uhn Choi)

The tumor suppressor gene p16
INK4a 

is a G1-specific cell cycle 

inhibitor which negatively regulates CDK4 and CDK6 by binding in 

competition with D-type cyclins. p16
INK4a
 maps to human chromosome 

9p21, a region frequently mutated or deleted in human cancer cell lines. 

One of the most frequent abnormalities in the progression of gliomas is 

the inactivation of tumor suppressor gene p16
INK4a
, suggesting that loss 

of p16
INK4a 

is associated with acquisition of malignant characteristics.

We have analysed the significance of the loss of this gene in 

gliomas by introducing  the cDNA for p16
INK4a
 into U343 human glioma 

cell line which lacks p16
INK4a
, but expresses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With use of tetracyclin-repressor gene expression system, we obtained 

stably transfected clone that expressed p16
INK4a 

upon induc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using hemocytometer reveal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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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of U343-p16
INK4a
 glioma cells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after the induction of p16
INK4a
, while that of U343-p16

INK4a
 without 

induction was the same to that of parent U343 glioma cells (p<0.001). 

Flow cytometric analysis showed that p16
INK4a
 expression caused over 

85% of the U343-p16
INK4a 

glioma cells to arrest in G1 phase (p<0.01)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G1 fraction between U343 parent cell 

line and U343-p16
INK4a
 cell line when p16

INK4a 
was not induced. By 

using confocal microscope, we have observed that the expression of 

p16
INK4a 

led tightly packed cuboidal cells without process to change into 

the bipolar cells with the cytoplasmic processes with well-organized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restoring p16
INK4a 

activity into 

p16
INK4a
-null U343 glioma cells significantly suppressed tumor cell 

proliferation by arresting cell cycle in G1 phase and potentially inhibit 

tumor cell invasion, thus suggesting that p16
INK4a 

could be a useful 

target of gene therapy strategy for the treatment of human gli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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