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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COX-2를 과발현시킨 HCT-116 대장암 세포주에서 COX-2  

억제제인 celecoxib의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 

 

 

 

대장암은 서구에서 가장 많은 암종이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장암에 대한 화학적 예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cyclooxygenase 

(COX)-2와 그의 억제제에 대한 연구이다. COX-2는 여러 암 세포

에서 항시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장암 세포주를 

포함한 여러 암세포주에서 COX-2의 선택적 억제제가 발암을 방지

하는 효과가 있고, 생체 내외에서 자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

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런 대장암의 화학적 예방에 대한 연구 외에 항암요법과 방

사선의 병합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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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세포주에서 COX-2 선택적 억제제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증

진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방사선과의 병합 치료 효과는 부작용

을 감소시키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에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세포주 중 COX-2 발현량이 낮은 

HCT-116 세포주에 COX-2를 과발현 시킨 후 selection과정을 통

해 얻은 HCT-116-COX-2 세포주에서 COX-2 억제제인 

celecoxib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벡터만 transfection하여 COX-2 발현량이 낮은 HCT-116-mock

세포주에 비해 HCT-116-COX-2 세포주에서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에 대한 기전으로 

apoptosis와 cell cycle arrest에 대해 조사하였다. Apoptosis는 

COX-2 발현량이 높으면 감소하고, COX-2 발현량이 낮아지면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 COX-2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HCT-116-mock 세포주에 비해 HCT-116-COX-2 세포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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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가 증가하지만, 두 세포주 모두 COX-2 억제제 단독처리 

그룹과 COX-2 억제제와 방사선을 같이 처리한 그룹간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Cell cycle arrest의 경우에는 COX-2 과발현이 G1 

arrest를 유도하며 역으로 COX-2 억제제가 G1 arrest를 유도, 혹

은 세포에 따라서 G2/M arrest를 야기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본 실

험에서는 celecoxib와 방사선 처리했을 때 방사선에 의해 G2 

arrest가 잘 일어난 반면, HCT-116-COX-2 세포주에서 방사선에 

의한 G2 arrest가 오히려 풀어짐을 관찰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COX-2를 과발현시킨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COX-2에서 celecoxib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

이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을 나타내

는 기전은 apoptosis가 아닌 cell cycle arrest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핵심 되는 말: COX-2, celecoxib, 대장암 세포주, 방사선 감수성, 

apoptosis, cell cycle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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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2를 과발현시킨 HCT-116 대장암 세포주에서 COX-2 

억제제인 celecoxib의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 

 

 

<지도 교수 라 선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현 석 

 

Ⅰ. 서론 

 

 

 대장암은 서구에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그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악성 종양이다. 현재 대장

암의 화학적 예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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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cyclooxygenase (COX)-2와 그의 억제제이다. COX는 세포

막에서 유리된 arachidonic acid에서 프로스타글란딘 (PG)1,2,3을 포

함한 각종 프로스타노이드4,5,6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효소이다. 프로

스타글란딘은 20개의 탄소로 구성된 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COX 경

로를 거쳐 생성되는 물질의 총칭이다. 여러 개의 프로스타글란딘 중 

PGE2는 각 조직에서 혈류의 유지, 세포분화, 점액과 중탄산염의 생

성 등에 관여한다. COX는 COX-1과 COX-2 라는 두 개의 isoform

으로 나뉘는데, COX-1은 housekeeping gene으로서 신체 내 많은 

세포에서 항시적으로 발현하고, 위장관 보호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

지 생리 기능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COX-2는 평상시에는 발현

하지 않다가 사이토카인7,8,9,10, 성장촉진인자 및 tumor promoter 같

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하여 빠르게 유도되며, 염증반응11 유발이 

대표적인 기능이다. 

COX-2는 여러 암 세포주에서 항시적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OX-2가 암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COX-2는 

생물학적 치료제의 표적으로 간주 되고 있다. COX-2 억제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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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특이적 억제제인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와 특이적 억제제인 NS-398, celecoxib 등이 있고, 여러 

암세포에서 이러한 COX-2의 특이적 억제제가 발암을 방지하는 효

과와12,13,14, 생체 내외에서 자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15,16,17,18. 또한 최근에는 대장암 세포주에서도 상기 

보고와 같은 효과가 세포주와 동물 실험에서 보고되었다19,20.  

또한 종양의 성장과 발암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COX-2 억제제와 

방사선 병합 치료 결과가 여러 실험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예로 

COX-2의 비특이적 억제제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들은 

암세포주에 대한 방사선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보고되어 있으며21, 

최근에 소수의 논문을 통하여 선택적 COX-2 억제제도 방사선 감수

성 증진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22,23,24,25. 그러나 대장암 세포주에

서는 COX-2 선택적 억제제가 발암을 방지하지만26,27,28,29,30, 방사선 

감수성 증식작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울러 COX-2 발현량에 따라서 COX-2 선택적 억제제의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며, 더구나 방사선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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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포내 COX-2 발현량에 의존적인지 여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밝힐 수 있다면 대장암, 특히 직장암 치료에 있어서 

COX-2 억제제와 방사선 치료의 병합으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작용은 감소시킴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종양에 대한 COX-2의 중요한 작용 

기전 중의 하나는 COX-2 발현에 따른 세포의 apoptosis15,31 억제

이다. 대장암 세포주에서 COX-2 발현량이 높아지면 apoptosis가 

억제되고, COX-2 발현량이 낮아지면 apoptosis가 잘 일어난다는 보

고가 있으며32,33,34, 동시에 대장암 세포주에서 COX-2의 선택적 억

제제가 COX-2 발현량을 낮추고 apoptosis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

으나, 이것이 COX-2 발현과는 별개라는 보고도 있다35. 

COX-2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 기전 중의 하나가 COX-2가 세포

주기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인데,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가 아직 혼란

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COX-2 과발현이 G1 arrest를 유도

하거나36, 역으로 COX-2 억제제가 G1 arrest를 유도하든가37,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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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따라서 G2/M arrest를 야기한다는 보고도 있다. 아울러 같

은 세포에서도 세포주기에 따라서 COX-2 mRNA 발현량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COX-2 혹은 COX-2 

억제제는 세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세포 주기 조절 기전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방사선 자체가 세포의 세포 주

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COX-2 혹은 COX-2 선택적 억제제

가 세포주기 조절에 관여한다면 세포의 방사선 감수성 조절에 중요

한 작용 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X-2를 과발현시킨 대장암 세포주에서 

COX-2 선택적 억제제인 celecoxib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과 이에 

대한 기전으로 apoptosis의 유무 및 cell cycle 조절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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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주 선정 및 배양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은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D,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HCT-116, 

HCT-116-mock, HCT-116-COX-2 세포주 배양을 위해 RPMI 

(JBI: Jeil Biotech services Inc, Dea-gu, KOREA) 기본 배지에 56℃

에서 30분 동안 비활성 시킨 10% 우태아 혈청 (Fetal Bovine 

Serum, Gibco BRL, NY, USA)과 50 units/ml penicillin 및 50 ug/ml

의 streptomycin 혼합용액 (Gibco BRL, NY, USA)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주는 37℃ 항온항습 배양기에서 배양하였고, 

0.25% Trypsin-EDTA (Gibco BRL, NY, USA)를 이용해 세포들을 

수확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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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ient transfection 및 stable transfected cell line 구축 

 

 COX-2 cDNA (임수정 박사 제공, 국립 암센터, KOREA)를 가지고 

Plasmid DNA preparation kit (Genenmed, Seoul, KOREA)를 

사용하여 plasmid DNA를 준비하였고, 대조군으로서 

HCT-116-mock vector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6 well plate에 

HCT-116 cell을 5 x 105로 plating한 다음 18-2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세포가 50-80% 정도 자라면 배지를 걷어내고,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2번 세척 후 DNA 0.8 ug/ul와 lipofectamin 

(Invitrogen, California, USA) 3-4 ul를 각각 우태아 혈청이 없는 

배지에 잘 섞어 주었다. 15분 후에 이들을 우태아 혈청이 없는 

배지와 함께 세포주에 넣어서 3-4시간 동안 37℃ 항온항습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새로운 우태아 혈청이 포함된 배지로 교환 

하였다. 이 세포주를 10-14일 동안 geneticin (G-418, Invitrogen, 

California, USA) 600 ug/ml에서 배양한 후, 플라스크 하에서 단일 

집락을 채취하여 이들을 같은 농도의 geneticin 하에서 배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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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COX-2를 발현하는 세포주를 선택하였다. 

 

 

3) Western blotting 

 

 600 ug/ml의 G-418하에서 저항성을 가진 세포주들을 모아서 단백

질을 추출하였다. PBS로 3회 세척 후 lysis buffer (20 mM sodium 

phosphate (pH 7.4), 150 mM sodium choloride, 1% Triton X-100, 5 

mM EDTA, 1% aprotinin, 1 ug/ml leupeptin)를 이용해 세포를 긁어 

모은 다음, 30분 동안 얼음에 incubation시킨 후 12000 rpm에서 

15-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모아 단백 정량을 하였다. 40 

ug의 단백을 10% 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후 nitrocellulose 

membrane (Amershar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으로 1

시간 동안 transfer하였다. Membrane을 5% skim milk로 실내에서 

2시간 blocking한 후 COX-2 polyclonal 1차 항체 (Cayman 

Chemical, Ann Arbor, USA) 1:1,000, COX-2 monoclonal 1차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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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Biosciences Pharmingen, San Diego, USA) 1:250을 각각 실내

에서 2시간 incubation 하였다. 1차 항체 처리가 끝난 후 TBS 

(Tris-Buffered Saline) 에 0.1% Tween20 (Sigma-Aldrich, St. Louis, 

USA)이 포함된 TBS-T에서 membrane을 10분 동안 3회 세척한 

다음, anti-rabbit, anti-mouse 2차 항체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USA) 1:5,000을 각각 1시간 실온에서 처리하였다.  

TBS-T로 10분 동안 3회 세척을 한 후, ECL(+) develop solution 

kit (Amersharm Bioscience, Buckinghamshire, UK)를 사용하여, 1

분 동안 암실에서 membrane을 incubation한 후 hyperfilm 

(Amersharm Bioscience, Buckinghamshire, UK)으로 현상하였다. 

 

 

4) Celecoxib 세포 독성 실험 

 

DMSO 원액에 녹인 100 mM celecoxib stock (Pharmacia Corp, NJ, 

USA)용액을 -20℃에 보관하였다가 실험 직전에 적당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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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O에 희석한 뒤 사용하였다. 

먼저 세포주를 trypsin 처리하여 계수한 후, 순차적 희석을 통하여 

각 그룹당 3개의 25 cm2 플라스크에 적당한 숫자의 암세포를 

분주하였다. 세포가 플라스크 바닥에 붙도록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들을 DMSO 단독 혹은 여러 농도의 

celecoxib에 4시간 동안 노출시켰고, 모든 그룹에서 배지에서의 

DMSO의 최종 농도는 0.2%로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이후 6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신선한 배지로 교환하고, 7일간 다시 배양한 후 

0.5% Crystal violet (Sigma-Aldrich, St. Louis, USA) 용액으로 세포 

집락을 염색한 뒤 육안으로 50개 이상의 세포 수를 가진 집락만을 

육안으로 계수하였다. 세포생존분율 (SF; Surviving Fraction)과 

Plating efficiency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SF = 계수한 평균 집락수/(분주한 세포수 x Plating efficiency) 

Plating efficiency = 대조군의 평균 집락수/대조군에 분주한 세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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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lonogenic radiation cell survival experiment  

 

Celecoxib 세포독성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세포들에 

celecoxib에 대한 IC50 인 40 uM을 4시간 동안 노출시킨 뒤, Cesi 

Pharmaciaum cell irradiator를 이용하여 2, 4, 6 Gy 선량의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방사선 증진 효과가 PGE2에 의해 역전 

되는지를 보기 위해 celecoxib를 처리 한 후 PGE2 

(Caymanchemical, Ann Arbor, USA) 0.5 uM을 넣어주었고, 방법은 

Clonogenic radiation cell survival experiment 실험과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6) Apotosis 측정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를 T-25 

㎠에 각각 5x105 세포를 plating 하였다. Celecoxib를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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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로 처리 한 후, 4시간 배양 후 각 flask에 6 Gy의 방사선을 처리

하였다. 15 ml tube를 준비하고 각 처리 및 시간대 별 (24, 48, 72hr)

로 준비된 flask의 배지와 flask에 남아있는 cell 들을 trysinize한 

후 15 ml tube에 모두 넣었다. 2-3분 incubation한 후 cell을 

suspension하고 다시 tube에 담은 후 4℃, 200-300 G에서 원심분

리하였다. 원심 분리 후 pellet만 남기고 상층액을 제거한 후에 4℃ 

PBS로 1회 세척하고, 다시 원심 분리 후에 pellet만 남기고 상층액

을 제거한 후 4% formaldehyde (Sigma-Aldrich, St. Louis, USA) 3 

ml을 넣고 고정시켰다. 4℃에서 24시간 이상 고정시킨 sample을 

4℃, 200-300 G에서 원심분리하여 formaldehyde를 제거한 후, 1% 

Triton X-100 (Sigma-Aldrich, St. Louis, USA)을 첨가한 PBS로 1

회 세척하였다. Pellet만 남기고 상층액을 모두 제거하고 1 ug/ml 농

도의 DAPI solution (Sigma-Aldrich, St. Louis, USA)을 200-300 ul 

넣고 상온 암실에서 10분간 incubation 한 후에 원심분리하여 상층

액을 제거한 후 다시 PBS로 suspension시켰다. 세포들이 들어 있

는 PBS를 slide glass에 적당량 분주하여 말린 후 cover glass로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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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mounting을 한 후에,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500개 이상의 

세포를 계수하고, 그 중 apoptosis cell을 계수하였다. 

 

 

7) FACS analysis 

 

Apoptosis 측정 방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포 pellet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세포 pellet에 70% ethanol 3 ml을 넣고 고정하였고, pellet만 

남기고 상층액을 모두 제거한 후에 10 ug/ml의 PI (Propidium 

Iodide, Sigma-Aldrich, St. Louis, USA)와 40 ug/ml의 RNase A 

(Amresco, Cleveland, USA)를 첨가한 용액을 300-500 ul 넣어서 

suspension시켰다. 실온 암실에서 30분간 incubation 후에 FACS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BD Bioscience, San Diego, 

US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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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COX-2 발현 정도 

 

공벡터와 COX-2 cDNA를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에 각각 

transfection하여 얻어진 HCT-116-mock 세포주에서는 COX-2가 

발현하지 않고, HCT-116-COX-2 세포주에서는 COX-2가 과발현 

됨을 확인하였다 (Fig. 1). 

 

 

2) 방사선 감수성 효과  

 

먼저 celecoxib 세포 독성 실험을 통하여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의 celecoxib

에 대한 IC50을 40 uM으로 결정하였다 (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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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celecoxib에 대한 IC50농도를 사용하여 HCT-116-mock 세

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에서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HCT-116-mock 세포주에서는 방사선을 단독 처리하였을 때

와 방사선과 COX-2 억제제인 celecoxib를 같이 처리하였을 때 세

포생존분율 (surviving fraction)의 차이가 없었지만, 

HCT-116-COX-2 세포주에서는 celecoxib에 의하여 방사선 감수

성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Fig. 2). 이러한 효과는 방사선과 

celecoxib 투여 후 PGE2를 처리하여도 역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Fig. 3). 

 

 

3) Apotosis 측정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에 celecoxib

을 농도별로 단독 처리했을 때와 방사선과 함께 처리했을 때 

apoptosis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또한 HCT-116-mock 세포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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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HCT-116-COX-2 세포주에서 apoptosis가 더 일어남을 관찰

하였다 (Fig. 4). 

 

 

4) Cell cycle analysis 분석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를 FACS로 

분석한 결과 두 세포주 모두 저농도 (40, 60 uM)의 celecoxib에 의

해서 G1 arrest가 일어났으며, 방사선에 의한 G2 arrest가 

HCT-116-mock 세포주에 비해 HCT-116-COX-2 세포주에서 많

이 일어남을 관찰하였다 (Fig. 5). 24시간째 고농도인 80 uM의 

celecoxib에 의해서는 두 세포주 모두 오히려 G2 arrest가 일어난 

반면, 방사선과 고농도의 celecoxib가 함께 투여된 경우에는 방사선

에 의한 G2 arrest가 완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5).  그러나 

48시간째 방사선과 40 uM celecoxib가 함께 투여된 경우에는 

HCT-116-COX-2 세포주에서만 방사선에 의한 G2 arrest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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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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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X-2 expression in HCT-116 cell line by western blot.  

가. transient transfection, 나. stable trans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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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clonogenic assay with 40 uM of celecoxib.   

가. HCT-116-mock 세포주   나. HCT-116-COX-2 세포주   

Mock-Radiation denotes radiation treatment in HCT-116-mock 

cell line. COX-2-Radiation denotes radiation treatment in 

HCT-116-COX-2 cel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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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onogenic assay with 40uM of celecoxib & PGE2 in 

HCT-116-COX-2 cell line.                                                     

RTx: radiation treatment,  DTx: celecoxib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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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valuation of apoptosis in HCT-116-mock and 

HCT-116-COX-2 cell lines with DAPI staining 24, 48, 72hr. 

Mock-RTx+ (40, 60, 80 uM) denote radiation and celecoxib (40, 

60, 80 uM) treatment in HCT-116-mock cell line.   

COX-2-RTx+ (40, 60, 80 uM) denote radiation and celecoxib (40, 

60, 80 uM) treatment in HCT-116-COX-2 cell line. 



  

   2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G1 G2M S

Q
ua

d 
%

 T
ot

al

Mock-Control
Mock-Celecoxib 40uM
Mock-Celecoxib 60uM
Mock-Celecoxib 80uM
Mock-RTx alone
Mock-RTx+40uM
Mock-RTx+60uM
Mock-RTx+80uM
COX 2-Control
COX 2-Celecoxib 40uM
COX 2-Celecoxib 60uM
COX 2-Celecoxib 80uM
COX 2-RTx alone
COX 2-RTx-40uM
COX 2-RTx+60uM
COX 2-RTx+80uM

 

Fig. 5. Cell cycle analysis in HCT-116-mock and 

HCT-116-COX-2 cell lines with FACS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Mock-RTx+ (40, 60, 80 uM) denote radiation and celecoxib (40, 

60,  80 uM) treatment in HCT-116-mock cell line. COX-2-RTx+ 

(40, 60, 80 uM) denote radiation and celecoxib (40, 60, 80 uM) 

treatment in HCT-116-COX-2 cel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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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Evaluation of G2 phase in HCT-116-mock and 

HCT-116-COX-2 cell lines with FACS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Mock-RTx+40 uM denote radiation and 40 uM celecoxib 

treatment in HCT-116-mock cell line.  COX-2-RTx+40 uM 

denote radiation and 40 uM celecoxib treatment in 

HCT-116-COX-2 cel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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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COX-2는 염증 발생은 물론 암전이, 신생혈관 생성과 관련되어 있

다고 보고되고 있으며38,39, 대장암 세포에서 COX-2의 역할이 보고 

되면서40 COX-2 억제제에 대한 연구와 방사선과의 병합 치료에 관

심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암세포에서 COX-2 억제제에 의한 방사

선 감수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지만 대장암 세포주에서의 

방사선 감수성 효과를 본 실험은 많지 않다. 그리고 COX-2 발현량

이 낮은 HCT-116 세포주에서 방사선 감수성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있지만 이 세포주에 COX-2를 과발현 시켰을 때 방사선 감수성 증

진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의문이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발현량

이 낮은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에 COX-2를 과발현 시켜서 

HCT-116-COX-2 세포주를 얻었다. 그리고 대조군인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에서의 

celecoxib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 실험 결과, COX-2를 발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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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CT-116-mock 세포주에서는 방사선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고, COX-2를 발현하는 HCT-116-COX-2 세포주에서는 효과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사선 증진 효과가 PGE2에 의

해 역전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PGE2는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의 방사선 감

수성 증진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OX-2 선

택적 억제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사선 감수성 증진 작용이 COX-2 

선택적 억제제에 의해서 PGE2가 감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COX-2 억제제인 celecoxib가 COX-2의 발현량에 따라 방사

선 감수성 효과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COX-2 발현량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효과 외에 또 다른 기전으로 

apoptosis와 cell cycle arrest와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COX-2 발현량에 따라 apoptosis 유무가 결정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41,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방사선 감수성 효과가 apoptosis와 관련

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COX-2억제제인 celecoxib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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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celecoxib와 방사선을 같이 처리한 그룹간의 apoptosis를 

본 결과를 토대로 보면 두 세포주 모두 고농도인 80 uM의 

celecoxib를 처리하게 되면 apoptosis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HCT-116-mock 세포주에 비해 HCT-116-COX-2 세포주에서 

apoptosis가 더 잘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COX-2가 과발현하면 

apoptosis가 억제되고, COX-2가 억제되면 apoptosis가 증가한다는 

여러 보고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두 세포주 모두 celecoxib를 단독

으로 처리한 그룹과 celecoxib와 방사선을 같이 처리한 그룹간의 

apoptosis의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 이용된 

세포주들에서 apoptosis가 방사선 감수성 효과의 주요한 기전은 아

닐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능한 다른 기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cell cycle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의해 G2 arrest가 일어나고, G2 arrest가 

일어나게 되면 세포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여 생존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게 되지만, G2 arrest가 유지되지 않으면 mitotic cell 

death에 이르게 된다. COX-2의 발현량에 따른 G1, G2 arrest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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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보고가 있는데36,37,42. 이러한 보고는 아직 혼란스러운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즉 COX-2 과발현이 G1 arrest를 유도하거나36, 역

으로 COX-2 억제제가 G1 arrest를 유도하든가37, 혹은 세포에 따라

서 G2/M arrest를 야기한다는 보고도 있다. 본 실험 결과에서는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에 모두 

celecoxib 저농도 (40, 60 uM)에서는 G1 arrest를 일으키고, 고농도 

(80 uM)에서는 G2 arrest를 일으켰다. 그리고 방사선 단독처리에 의

한 G2 arrest는 HCT-116-COX-2 세포주에서 더 잘 일어났다. 하

지만 고농도 (80 uM)의 celecoxib와 방사선을 같이 처리하면 G2 

arrest가 완화 되었고, 48시간에서는 HCT-116-mock 세포주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G2 arrest가 잘 일어난 반면, HCT-116-COX-2 세

포주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G2 arrest가 오히려 완화되었다. 

Celecoxib와 방사선을 같이 처리했을 때 HCT-116-mock 세포주 

에 비해 HCT-116-COX-2 세포주에서 방사선에 의한 G2 arrest가 

억제되는 것은 celecoxib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 작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전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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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선 celecoxib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증진 효과에 대한 가

능한 기전으로 DAPI staining을 이용한 apoptosis와 FACS 분석을 

통해 cell cycle arrest를 보았지만, 좀더 나아가 분자 생물학적인 접

근이 요구 된다. 세포의 DNA 복제 및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단백

질 및 핵의 구조유지, 세포의 항상성유지 등과 관련된 단백질들을 

파괴시키거나 관련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apoptosis를 유도하는 

caspase와 이런 caspase를 활성화 시키는 신호에 대한 연구가 앞

으로 요구된다. 또한 cell cycle을 조절하는 cyclin, cyclin에 결합하

는 단백질인 Cdk (Cyclin dependent kinase) 및 손상된 DNA를 복

제하거나 분열시켜서 유전자 변이와 chromosome instability를 야

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할 때까지 세포의 분열을 지연시키는 

G1 및 G2 checkpoint의 역할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COX-2를 과발현시킨 대장암 세포에서의 celecoxib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사선 감수

성 기전으로서는 apoptosis보다는 cell cycle arrest가 관여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대장암 세포에서의 COX-2 억제제인 celecoxi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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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동물 모델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방

사선과의 병합치료에 대한 보고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COX-2 억제제를 방사선 치료와 병합하여 방

사선 치료의 부작용의 증가없이 치료 효과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

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대장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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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에 COX-2를 과발현시킨 

HCT-116-COX-2 세포주에서 COX-2 발현량을 확인하고, 방사선 

감수성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이런 방사선 감수성 효

과의 기전으로 apoptosis와 cell cycle arrest와 관련성을 조사하였

다. 

 

1. 대장암 세포주인 HCT-116에 COX-2와 mock vector를 

transfection시킨 후 G-418에서 selection하여 확립한 

HCT-116-COX-2 세포주와 대조군인 HCT-116-mock 세포주에서 

COX-2 단백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2. HCT-116-mock 세포주와 HCT-116-COX-2 세포주에 순차적

으로 방사선을 단독 처리한 그룹과, COX-2 억제제인 celecoxi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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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방사선을 같이 처리해 준 그룹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

다. 먼저 HCT-116-mock 세포주에서는 두 그룹간의 차이를 볼 수 

없었고, HCT-116-COX-2 세포주에서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HCT-116-mock 세포주에서는 COX-2 억제제인 celecoxib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HCT-116-COX-2 세포주

에서는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 방사선 효과에 대한 기전으로 apoptosis 을 DAPI staining으로 

관찰하였다. HCT-116-mock 세포주에 비해 HCT-116-COX-2 세

포주에서 apoptosis가 더 많이 일어남을 관찰하였고, 두 세포주 모

두 celecoxib를 농도별로 단독 처리했을 때와 방사선과 함께 처리

했을 때 apoptosis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4. 방사선 효과에 대한 또 다른 기전으로 cell cycle arrest를 조사 

하였다. HCT-116-mock 세포주는 방사선에 의해 G2 arrest가 잘 

일어난 반면, HCT-116-COX-2 세포주에서 방사선에 의한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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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est가 오히려 풀어지게 됨을 확인하여, cell cycle arrest가 방사

선 효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전 중의 하나로 사료된다. 

 

위 결론을 종합하면, HCT-116-mock 세포주와 비교하여 

HCT-116-COX-2 세포주에서 COX-2억제제인 celecoxib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방사선 감수성 효과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기전은 apoptosis가 아닌 cell cycle arrest와 연관

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COX-2 억제제와 방사선의 병합 치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료

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방사선 감수성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임상 실험과 이 효과에 대한 기전 연구, 분자 생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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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ation sensitizing effect of COX-2 inhibitor, celecoxib, in 

HCT-116 colorectal cancer cell line 

 

Hyun Seok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Young Rha) 

 

Colorectal cancer is the 3rd most common malignancy in Western 

countries and considerably increasing in Korea, recently. To 

improve the treatment efficacy of colorectal cancer, there are 

tremendous efforts including 1) understanding the biology, 2) 

identifying the novel targets for biological agents, 3) the 

development of novel biological agents for treatment and 

chemoprevention, and 4) the multimodalit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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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ignificant role of COX-2 in cancer development and 

progression has been reported, the selective COX-2 inhibitors are 

currently developed as a potential anticancer agent.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chemotherapy and radiation has known to be 

effective in treating colorectal cancer patients, it is a novel 

concept to use the biological agent as a radiation sensitizing agent. 

So, the radiation sensitizing effect of celecoxib, the selective 

COX-2 inhibitor and it's possible mechanisms were evaluated in 

current study.  

 

Using the HCT-116 colorectal cancer cell line which did not 

express COX-2, COX-2 over-expressing HCT-116-COX-2 and 

control HCT-116-mock stable cell lines were established. With 

these two cell lines, radiation sensitizing effect of celecoxib was 

evaluated with clonogenic assa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CT-116-COX-2 showed the significant radiation sensit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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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with celecoxib treatment, but not in HCT-116-mock cell 

line. Next, the level of apoptosis was evaluated in 2 cell lines after 

the radiation and celecoxib treatment, resulting in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ell lines. Then, the cell cycl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ACS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COX-2 

expressing HCT-116-COX-2 cells showed the G2 arrest after the 

radiation and celecoxib treatment, suggesting the possible 

mechanism of G2 arrest in radiation sensitizing effect with COX-2 

inhibitor.  

 

In conclusion, selective COX-2 inhibitor induced the radiation 

sensitization effect in COX-2 over-expressing cells and the 

possible mechanism might be related to the cell cycle regulation 

through G2 arrest, but not through apoptosis. Current result might 

be useful to understand the role of COX-2 in radiation sensit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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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nd support the basis of combination treatment of radiation 

and COX-2 inhibitor in treating the colorectal cancer patients.     

 

Key words: COX-2, celecoxib, radiation sensitization, apoptosis, cell 

cycle arrest, colorectal cancer cel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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