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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동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인내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라선영 선생님, 언제나 연구하는 모습으로, 학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정현철 선생님, 바쁘신 시간 내주시어 관심 가져주시며, 

조언해주신 양우익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실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정희철 선생님, 

실험적인 면과 그밖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김태수 선생님, 항상 밝게 

맞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박규현 선생님, 실험에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해주신 오봉경 선생님, 통계학의 기초를 잡아주신 김기열 박사님, 뵐 

때마다 따뜻한 안부인사 전해주신 양상화 박사님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 좋은 일 가득한 유근오빠 항상 행복하세요, 사고칠 때마다 

뒷수습 해주시는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싸부 정옥언니,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세심한 배려해주신 태수오빠, 터프함과 섬세함이 함께 하는 

우선언니, 2년동안 옆자리에서 온갖 투정을 다 받아준 원주언니, 실험실의 

방장 찬희오빠, 엉뚱한 모습의 귀여운 귀연언니, 장난끼 가득한 새신랑 

동혁오빠, 언제나 유쾌한, 꿈꾸는 드러머 승희오빠, 카리스마 넘치는 

선정언니, 예리한 판단력의 재준오빠, 연구실 생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막둥이 원석이, 덜렁대고, 정신 없는 나를 너무도 잘 챙겨주고, 항상 힘을 

준 소중한 친구 명은이, 호흡기 내과 주혜언니, 정희, 실험심 밖에서 

사소한 일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순천언니와 윤정이, 너무나 착하고 

예쁜 앞방 아가씨 민주, 먼 곳에서도 언제나 용기를 북돋아준 효영언니 

감사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추억을 함께한 나의 친구들,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둔 미경, 



이하영, 석사생활 무사히 마치고 멋지게 변신한 미옥이, 어느새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자기 몫을 하고 있는 순희, 박하영, 어리버리하다고 구박 

하지만 항상 챙겨주는 진호, 같은 길을 걷고 있어서 더욱 맘이 통하는 

지희, 동준오빠, 드디어 졸업의 문에 다다른 수다친구 수연이, 언제 만나도 

편한 진수씨, 나보다 더 흥분해주며 걱정해주는 아들녀석 자빈이, 어엿한 

회사원이 되어버린 만득이 경득오빠, 2년동안 심심찮게 나의 운전기사가 

되어주고 간식을 조달해준 승원오빠, 항상 힘내라고 말해주며 의지가 

되어준 두원오빠, 경덕오빠, 애기아빠가 된 유철오빠와 아름다운 명진언니, 

꿈꾸는 청춘을 만들어준 노부, 부사모, 보스톤 식구들 감사합니다. 

무뚝뚝한 동생에게 늘 위로와 격려를 해준 사랑하는 오빠 승혁, 언제나 내 

걱정에 한숨이고 딸이 제일 무섭다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울 엄마, 

편안한 곳에서 쉬고 계실 나의 아빠. 아빠가 지켜주시는 것 같아, 밤길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랑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든 저의 석사 2년,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인도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고 싶을 때 의지가 되어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 받은 큰 사랑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유유유유    은은은은    정정정정    드림드림드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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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위암위암위암위암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이동에이동에이동에이동에    대한대한대한대한 thymidine phosphorylase thymidine phosphorylase thymidine phosphorylase thymidine phosphorylase 의의의의    역할역할역할역할    

 

세포의 이동능의 획득은 암의 전이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세포 

가 세포외기질에 부착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로 인해 세포내의 다 

양한 신호전달기작이 활성화된다. 이 중 focal adhesion kinase 

(FAK)는 focal adhesion 의 형성으로 활성화되며 내부 tyrosine 잔 

기들의 인산화에 의해 활성화되어 다른 세포질, 세포골격 단백질이 

세포의 부착부위에 결합되는 것을 유도한다. 또한 성장인자와 

integrin 에 의해 활성화 되는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는 Akt 및 그 하부 단백질들의 인산화를 유도함으로서 여러 

세포기능을 조절하며, 세포의 생존, 증식, 이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Thymidine phosphorylase (TP)는 사람의 platelet-derived endo- 

thelial cell growth factor (PD-ECGF)와 동일 물질로서 thymidine 

을 thymine 과 2-deoxy-D-ribose (2dR)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신 

생혈관 유도물질로서 작용한다. TP는 많은 암종에서 주위 정상조직 

에 비해 높게 발현되며, 신생혈관유도 능력과 상관없이 TP 의 발현 

은 임상적으로 불량한 예후의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TP 가 

신생혈관유도 능력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암의 진행에 생물학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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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을 것 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P 

와 이의 효소 작용의 매개체인 2dR 이 위암세포의 이동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신호전달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MKN-45 세포주에 TP 를 과발현시킨 세포주 

(MKN-45/TP)를 확립하였으며, 세포내 TP 의 발현을 보이는 AGS 

세포주를 연구에 함께 사용하였다. 세포의 이동능과 부착능을 각각 

matrigel 을 coating 한 상태에서 migration assay 와 adhesion 

assay로 평가하였다. TP와 2dR의 억제제인 TPI (TP inhibitor)와 

2LR (2-deoxy-L-ribose)을 처리하여 TP와 2dR이 세포의 이동능 

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하 

여 세포내 actin 의 분포를 확인 하였다. 세포의 이동에 관련된 신호 

전달기작을 확인하기 위해 FAK, Akt, P70S6K 에 대한 immuno-

blotting 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1. 세포이동능 조사에서 MKN-45/TP 세포주는, 모세포주와 mock 

transfection 세 포주 (MKN-45/CV)에 비해 이동능이 증가하였으 

며, 외부에서 TP 나 2dR 을 첨가 하였을 경우 배양액만을 넣었을 

때 보다 세포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TP 억제제를 처리하였을 때 TP 

가 과발현되는 세포주의 이동이 감소하였으며, 2dR 의 억제제인 

2LR 을 처리하였을 때는 이동능이 약간 감소되었다. 세포내 TP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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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는 AGS 세포주는 세포외에서 주입된 TP 와 2dR 에 의해 이 

동능이 증가하였다. TPI 와 2LR 에 의한 이동능의 감소는 미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포주내의 TP 발현정도와 연관이 있을것이라 여 

겨진다. 

 

2. 세포의 부착능을 조사하였을 때 MKN-45 세포주와 AGS 세포주 

모두 TP 와 2dR 의 첨가에 의해 세포의 부착능이 증가하였다. AGS 

세포주에 대해 형광면역염색을 수행하여 세포내 actin 의 분포를 확 

인하였을 때 세포내에 actin 의 발현이 증가 하였으며 세포부착면적 

의 변화에 의해 세포의 부착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TP 와 2dR 에 의해 세포의 이동능 

이 증가할때 세포이동에 관여하는 신호전달경로의 변화를 확인하였 

다. FAK 의 인산화를 확인하였을 때,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실험군 

에서 Tyr397/576 잔기의 인산화가 진행되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신호전달 경로인 PI3K/Akt pathway  

의 경우, TP와 2dR 첨가 후 6시간 부터 Akt의 인산화가 증가하였 

으며, Akt의 하위작동단백질인 p70S6K 역시 인산화가 증가함을 관 

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P 와 2dR 이 암세포의 이동에 있어 

PI3K/Akt 경로에 관여하리라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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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세포내 TP 의 발현과 외부에서 주입된 TP 와 2dR 

이 세포의 이동능과 세포의 부착능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TP 

와 2dR 에 관련된 위암 세포의 이동능 향상에 PI3K/Akt 경로가 연 

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in vitro 실험결과는 TP 의 발 

현이 일부암에서 불량한 예측인자로 적용될 수 있는 기전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위암, 이동능, Thymidine phosphorylase, 2-deoxy-

D-rib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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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위암위암위암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이동에이동에이동에이동에    대한대한대한대한 thymidine phosphorylase thymidine phosphorylase thymidine phosphorylase thymidine phosphorylase 의의의의    역할역할역할역할    

 

<지도교수 라라라라    선선선선    영영영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유유유유    은은은은    정정정정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세포의 이동과 이에 동반된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의 

재배열은 암의 침윤 및 전이 과정과 신생혈관형성에서 중요한 단계 

로 인식되어왔다.1,2 암세포의 운동능력은 암세포 자체 또는 세포외 

기질에서 생성,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 제어되며, 이는 암세포와 세 

포외기질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다.3,4,5 암세포가 세포외기질에 

부착되어 focal adhesion 이 형성되면, 이는 세포의 생존, 증식, 이 

동 등 여러 생리적 조절에 관여하는 신호의 전달을 매개한다.6 이중 

focal adhesion kinase (FAK)는 focal adhesion 에서 활성화되며, 

actin 을 비롯한 세포질 또는 세포골격을 이루는 여러 단백질들을  

focal adhesion 으로 모이게 하여 세포의 부착과 이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단백질중 하나이다.7,8 또한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는 세포의 부착, 단백질 합성과 세포성장, 분화, 생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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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포의 생리과정을 조절하는 단백질로서 성장인자의 자극 또 

는 세포와 세포외기질의 부착에 의해서 활성화된다.9 그 하위신호전 

달 경로인 Akt는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로서 PI3K에 의 

해서 Thr308, Ser473 부분이 인산화됨으로서 활성화 되고 P70S6K 

는 Akt의 effector로 작용하며, 인산화가 일어나면 actin섬유의 재 

배열을 유도하여 세포의 이동을 촉진시킨다.10,11,12 

Thymidine phosphorylase (TP)는 pyrimidine nucleoside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처음 분리되었으나, 최근 platelet-derived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 (PD-ECGF)와 동일한 물질임이 밝 

혀지면서 신생혈관형성인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TP 는 thymidine 을 thymine 과 2-deoxy-D-ribose-1-phosphate 

로 가역적으로 변환시키며, 이것은 추가적인 탈인산화과정에 의해 

2-deoxy-D-ribose (2dR)로 바뀌어 세포내외로 배출된다. 2dR 은 

내피세포에서 주화성과 신생혈관생성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TP의 실제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13,14 TP는 주위의 정상 

조직에 비해 암조직에서 높게 발현되고, 이의 발현은 종양의 침윤, 

종양내의 혈관밀도, matrix metalloproteinase 의 발현과 상관성을 

보이며, TP 의 발현이 높은 암은 불량한 임상경과를 보이고 있음이 

알려져 있어 TP 의 암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 가능한 생물학적 표지 

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15,16,17 하지만, (1) TP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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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대장암이나 신장암 등 일부 암에서는 신생혈관형성인자로서의 

기능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불량한 예후인자로 작용하며, (2) 위, 

대장, 신장, 폐, 자궁, 간암 등에서 원발암에 비해 전이암 조직에서 

TP의 발현이 의미있게 상승하며 18-23, (3) TP를 과발현시킨 KB 두 

경부암 세포주가 대조군에 비하여 간전이율이 높다는 동물모델과 

함께 24 (4) 최근 TP 의 억제제인 TP inhibitor (TPI)에 의해 TP 의 

주화성과 TP 발현 암세포의 기저막 침윤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는 25,26,27 TP가 신생혈관형성인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암 

의 진행과 전이에 관련된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가 

능성을 제시한다. 

암의 침윤과 전이에 암세포의 세포외기질에의 접착과 운동능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현재까지 TP 의 발 

현과 암세포의 이동능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극히 미미하며, 특히 

암세포에서 TP 와 관련된 이동능증가의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 

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원인은 TP 의 특성에 의한 연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다른 신생혈관형성인자와는 달리 TP 와 그 매개체로 

알려진 2dR 에 대한 세포표면의 수용체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 

고, TP가 세포외로 분비된다는 보고가 없으며 TP의 단백질 구조에 

세포외분비에 필요한 신호서열이 포함되지 않았고, TP의 발현과 관 

련된 하부의 신호전달체계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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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이며 전세계 암사망의 수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암이다. 위암은 진단시에 50% 정도만 절제가 가능 

하며, 근치적 수술후에도 60%에서 재발하여 지속적인 치료법 개발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예후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는 위암의 

진행 초기부터 일어나는 주위조직으로의 침윤과 전이능에 기인하는 

데, 실험적으로도 위암세포가 높은 이동능과 침윤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기전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위암의 이동능에 관여하는 물질과 그 기전을 파악하고 이 

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위암의 암화와 전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 

론 장래의 생물학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선정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P 와 그 매개체인 2dR 이 

위암 세포의 이동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며 이와 관련된 신호전 

달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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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시약시약시약시약    및및및및    재료재료재료재료        

TP 의 stable transfectant 세포주 확립을 위한 Human TP 의 

cDNA 가 삽입되어 있는 expression vector는 일본 Kagoshima 대 

학의 Dr. Akiyama 에게 기증받아 사용하였다. Human recombinant 

TP와 anti-hPD-ECGF는 R&D system (Minnepolis, MNN, USA) 

에서, 2dR 는 Sigma (St Louis, MS, USA)에서 구입하였고 TP 의 

특이적 억제제인 TPI 는 Taiho 제약 (Saitama, Japan)에서 기증받 

았다. 또한 PI3K 저해제인 wortmannin 과 LY294002 는 각각 

Sigma (St Louis, MS, USA)와 Calbiochem (San Diego,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외기질 coating 용으로 사용되는 matrigel 은 

BD Science (Franklin Lakes,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TP에 대한 마우스 단클론 항체는 Novocastra (New Castle, Upon 

Tyne, UK), pan-FAK와 FAK의 tyrosine 397과 576부위에 대한 

인산화 특이 항체는 BD Science (Franklin Lakes, NJ, USA), 그 

외 FAK 에 대한 인산화 특이 항체는 Biosource (Camarillo,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Pan-Akt 와 p-Akt (Thr473), p-P70S6K, 

Pan-P70S6K는 Cell Signaling (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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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세포세포세포세포    배양배양배양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세포주는 미국 세포주은행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 에서 구입한 AGS (ATCC 

CRL 1739), MKN-45, NCI-N87 (ATCC CRL 5822)과 함께,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복강내 전이 위암환자의 복수로부터  

확립한 YCC (Yonsei Cancer Center, Seoul, Korea)-1, 2, 3, 7, 10, 

16 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주는 RPMI 1640 (Nissui, Tokyo, 

Japan)배지에 56 ℃ 에서 30 분 간 비활성화시킨 10% 우태아 혈청 

(fetal bovine serum, Omega Scientific, Tarzana, CA, USA), 

streptomycin 100 ㎍/㎖과 penicilin 100 units (Gibco, Grand island, 

NY, USA), 2 mM의 L-glutamine (Gibco)을 첨가하여 만든 배양액 

으로 5% CO2, 37 ℃의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배양액은 주 3회 교체 

하였다.  

 

3333. TP . TP . TP . TP 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    세포주의세포주의세포주의세포주의    확립확립확립확립        

Full-length human TP cDNA를 expression vector인 pBK-RSV 

(RSV/TP)의 두 restriction site (NheⅠ, EcoR)에 삽입하였다. 

MKN-45 세포를 10% 우태아 혈청이 첨가되지 않은 배양액에 부유 

시킨 후 일정량의 plasmid DNA 를 함께 처리하여, 얼음위에서 10 

분간 배양시킨 후 세포 부유액을 0.5 ㎜ gap electroph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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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vette 에 넣어 250 V 에서 BioRad Gene Pulser (Bio-Rad, 

Richmond, CA, USA) 를 이용해 electroporation 을 시행 하였다. 

세포를 다시 얼음에서 10 분간 놓아두고 10% 우태아혈청 이 

첨가된 5 ㎖의 배양액을 첨가한 후 세포를 5% CO2 를 포함한 37℃ 

배양기에서 이틀동안 배양하였다. 이틀이 지난 후 세포를 1 ㎎/㎖의 

G418 (Invitrogen, Carlsbad, CA, USA)이 첨가된 배양액에 재부유 

시킨 뒤, stable transfection 된 세포를 선택하기 위해 24-well  

plate 에 분주하였다. 2-4 주가 지난 후 집락을 형성한 well 을 선택 

하여 TP 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MKN-45/TP). 

또한 대조군으로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plasmid 만 transfection 

시킨 MKN-45세포주를 확립하여 실험하였다 (MKN-45/CV).  

 

4. 4. 4. 4.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이동능이동능이동능이동능    비교를비교를비교를비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migration assay  migration assay  migration assay  migration assay     

24-well용 cell culture insert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를 matrigel 로 coating 하여 하룻밤 동안 건조시켰다. 

0.1% BSA (Amresco, Solon, OH, USA)가 첨가된 배지에 TP, 2dR, 

TPI 또는 2LR 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아래 chamber 에 채우고 

insert를 조립하였다. Cell dissociation solution (Sigma, St Louis, 

MS, USA)을 처리하여 세포들을 분리, 수확하여 단일세포 부유액으 

로 만들어 세포수를 측정하고 상부 chamber 에 0.1% BSA 가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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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배양액 100 ㎕ 당 1×105 개의 세포를 주입하여 37℃ 에서 36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insert 를 꺼내 이동이 되지 않은 세 

포들을 면봉으로 제거하고, 세포가 이동된 면을 0.5% crystal violet 

으로 5 분간 염색하였다. 흐르는 물로 세척한 후 면봉을 이용하여 

세포가 이동이 되지 않은 부분의 filter 를 다시 세척하고 insert 를 

건조시킨 후, 200 배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하부 chamber 로 이 

동한 세포의 수를 계수하였다. 실험은 매 회 세 차례 이상 시행하 

여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5. 5. 5. 5. 세포세포세포세포    독성을독성을독성을독성을    확인하기확인하기확인하기확인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MTT assay  MTT assay  MTT assay  MTT assay     

TPI, 2LR의 세포독성검사는 MTT (3-(4,5-dimethylthiazol-2-

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Saint Louis, MO, 

USA) assay를 통하여 측정하였다.28 각 세포주를 96-well plate에 

각 well당 100 ㎕의 배양액안에 1 X 104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36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 후, TPI와 2LR을 1, 10, 50, 100 μM 

처리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배양액만 처리하였다. 36℃ 에서 72 

시간 배양 후, 50 ㎕ (400 ug/㎖)의 MTT 용액을 넣고 4 시간 더 

배양시켰으며, 150 ul DMSO (dimethyl sulfoxide, Sigma, USA)를 

첨가하여 MTT-formazan crystal을 용해시켰다. 10분간 추가반응 

시킨 후에 multi-well ELISA automatic Spectrometer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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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ring ELISA Processor II, Germany)를 이용하여 570 nm의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공식에 근거하여 세 

포의 생존비율로 표시하였다. 

 세포 생존률(%) =    검체의 평균 흡광도 - 표준 흡광도   X 100 

대조군의 평균 흡광도 - 표준 흡광도  

    

6. 6. 6. 6.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부착능부착능부착능부착능    비교를비교를비교를비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adhesion assay  adhesion assay  adhesion assay  adhesion assay     

96-well plate를 matrigel로 2시간 coating한 후 3% BSA로 비 

특이적 결합을 차단하였다. 1 x 105/100 ㎕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배양액만 처리한 대조군과 TP 또는 2dR 을 처리한 실험군으로 분 

류하여 37℃에서 2 시간 배양한 후, 부착이 되지않은 세포를 제거하 

고 PBS로 세 번 세척하여 0.5% cystal violet 용액으로 염색하였다. 

각 plate well 의 4 부분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부착된 세포를 계 

수하여 각 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7. 7. 7. 7. 세포내세포내세포내세포내 actin actin actin actin의의의의    발현을발현을발현을발현을    관찰하기관찰하기관찰하기관찰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면역형광염색면역형광염색면역형광염색면역형광염색        

Matrigel 로 coating 된 슬라이드에 세포를 분주한 뒤 TP, 2dR 또 

는 배양액만 처리하고 37℃에서 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 

난 슬라이드를 4% paraformaldehyde 로 10 분간 고정한 뒤 0.1% 

Triton X-100 가 첨가된 PBS 로 10 분 동안 처리하였다.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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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 BSA 가 첨가된 PBS 로 세 번 세척한 후 3% 우태아 혈청이 

첨가된 PBS를 사용하여 90분 동안 실온에서 blocking하였다.  

Actin filament 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mouse monoclonal anti-

actin antibody (1:2000, Abcam Ltd. Cambridge, UK)을 4℃ 에서 

overnight incubation 하였다. 관찰을 위한 형광염색은 anti-mouse 

CY3 (1:500, Zymed Laboratories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를 사용하였다. 핵염색을 위한 DAPI (1:1000, Vysis, 

Douwner Grove, IL, USA)는 상온에서 1 분간 처리하며 image 의 

수집은 LSM 510 META confocal microscope (Zeiss, North 

America)를 사용하였다.  

  

8. Immunoblott8. Immunoblott8. Immunoblott8. Immunoblotting ing ing ing     

Immunoblotting 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하는 조건에서 세포를 처리 

한 후 PBS로 세척하여 배지를 제거하고, cell lysis buffer [50 mM 

Tris (pH 7.5), 10% Glycerol, 1mM EDTA, 1 mM EGTA, 5 mM 

NaF, 1% Triton X-100, 1 mM DTT, 1 mM sodium orthovandate 

(Na3VO3), protease inhibitor]를 첨가한 후 scraper로 긁어 수확하 

여, cell lysate를 25 G 바늘로 10-20회 통과시킨 후 20-40분 얼 

음 위에서 incubation 하였다. 12,500 rpm 으로 4 ℃ 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분리하고 Bradford (Bio-Rad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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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cules, CA, USA)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한 후 실험까지 80 ℃ 에 

서 보관하였다.  

Immunoblotting 은 동량의 단백질을 loading dye 와 섞어 100 ℃ 

heat block에서 5분 동안 denaturation 시키고 SDS-PAGE gel에 

loading 하였다. Membrane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Millopore Corporation, USA)에 전기영동한 후, blocking buffer 

(5% nonfat dry milk를 함유한 0.1% TBS-tween 20)에 membrane 

을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incubation 시켰다. 일차항체를 희석해서 

4℃ 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킨 후 TBS-t buffer 로 10 분씩 3 번 

세척하였으며, 이차항체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incubation 후  

TBS-t buffer 로 5 분씩 4 번 세척하였다. Membrane 에 ECL 

Western blotting reagents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를 사용하여 1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X-ray film (Fuji, Tokyo, Japan)에 감광하였다. 일차항체는 

phospho-FAK Tyr397 (1:1000), Tyr576 (1:1000), phospho-Akt 

(1:1000), P70S6K (1:1000)을 사용하였으며 loading control 로서 

anti-β-actin (1:10000, Abcam Ltd. Cambridge, UK)을 사용하였다. 

이차항체는 ECLTM anti-mouse IgG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와 ECLTM anti-rabbit IgG (Amersham)를 

1:10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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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9. 9. 결과결과결과결과    분석과분석과분석과분석과    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최소 세 번씩 수행하여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간의 통계학적 비교는 Student’s t - test 를 사용하였으며, 이 

들 간의 차이는 p - value 0.05 이하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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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Thymidine phosphorylase 

2dR : 2-deoxy-D-ribose 

FAK : Focal adhesion kinase 

PI3K :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Figure 1. Study SchemeFigure 1. Study SchemeFigure 1. Study SchemeFigure 1. Study Scheme    

 

 

 

TPTPTPTP와와와와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세포세포세포세포

의의의의    이동기전이동기전이동기전이동기전    탐구탐구탐구탐구    

대상대상대상대상    위암위암위암위암    세포주세포주세포주세포주    선정선정선정선정    

TP/2dRTP/2dRTP/2dRTP/2dR의의의의    첨가에첨가에첨가에첨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세포이동능세포이동능세포이동능세포이동능    변화변화변화변화    

TPTPTPTP    과발현시과발현시과발현시과발현시        

세포이동능세포이동능세포이동능세포이동능    변화변화변화변화    

TPTPTPTP의의의의    효소작용효소작용효소작용효소작용    억제에억제에억제에억제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세포이동능의세포이동능의세포이동능의세포이동능의    가역성가역성가역성가역성    

PI3K/Akt PI3K/Akt PI3K/Akt PI3K/Akt ppppathwayathwayathwayathway    FAK pathwayFAK pathwayFAK pathwayFAK pathway    

TPTPTPTP와와와와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이동능과의이동능과의이동능과의이동능과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AdhesionAdhesionAdhesionAdhesion----dependent tumor cell migration mechanismdependent tumor cell migration mechanismdependent tumor cell migration mechanismdependent tumor cell migration mechanism    

위암위암위암위암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이동에이동에이동에이동에    대한대한대한대한    thymithymithymithymidine phosphorylasedine phosphorylasedine phosphorylasedine phosphorylase의의의의    역할역할역할역할    설명설명설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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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TP1. TP1. TP1. TP의의의의    발현에발현에발현에발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위암세포의위암세포의위암세포의위암세포의    이동능이동능이동능이동능    변화변화변화변화        

  

가. 다양한 위암세포주내의 TP발현과 세포의 이동능과의 연관성  

 

TP 의 발현 정도가 위암 세포의 이동능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8 개의 위암 세포주에 대한 TP 의 발현을 immuno- 

blotting 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migration assay 를 통해 각각의 이 

동능을 조사하였다. YCC-1, 2, 11 세포주의 경우 TP 가 발현 되지 

않았고 다른 5 개의 세포주에서는 TP 의 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포의 이동능을 비교하였을 때, TP가 발현되는 세포주의 이동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TP가 발현되는 세포주내에서 TP발현과 이동 

능이 비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TP 의 발현과 세포주의 

이동능이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R2=0.4739)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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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rrelation between TP expression and cell Figure 2. The correlation between TP expression and cell Figure 2. The correlation between TP expression and cell Figure 2. The correlation between TP expression and cell 

migration in gastric cancer cell lines.migration in gastric cancer cell lines.migration in gastric cancer cell lines.migration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A) TP expression of 

gastric cancer cell lines. (1: YCC-1, 2: YCC-2, 3: YCC-3, 4: 

YCC-9, 5: YCC-11, 6: NCI-N87, 7: YCC-16, 8: AGS) (B) The 

correalation between TP expression and cel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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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P 발현 세포주의 확립 및 세포내 TP발현 확인  

 

TP 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는 MKN-45 세포주에 TP expression 

vector 를 각각 삽입시켜 TP 과발현세포주를 확립하였다 (MKN-

45/TP). 또한 대조군으로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plasmid 만 

stable transfection 시킨 MKN-45 세포 (mock transfectnat)를 확 

립하여 실험하였다 (MKN-45/CV). TP 에 대해 immunoblotting 을 

수행한 결과, 모세포와 CV 세포주에서는 TP 가 발현되지 않았으나, 

TP 를 삽입한 세포주에서는 현저한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A). 

  

다. TP 발현 세포주의 이동능 비교  

 

TP 의 내재적 발현에 따른 matrigel 에서의 이동능을 알아보기 위 

해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Figure 2B). MKN-45의 모세포 

주에 비해 MKN-45/CV 는 1.1 배, MKN-45/TP 는 1.7 배로 TP 과 

발현 세포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동능이 증가함을 관찰 

하였다 (p < 0.001). 이와 같은 결과로, 내재적 TP 의 발현이 위암 

세포의 이동능을 증가시킴을 볼 수 있었다 (Figure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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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 of thymidine phosphorylase (TP) on tumor Figure 3. The effect of thymidine phosphorylase (TP) on tumor Figure 3. The effect of thymidine phosphorylase (TP) on tumor Figure 3. The effect of thymidine phosphorylase (TP) on tumor 

cell migration. cell migration. cell migration. cell migration. (A) TP expression of MKN-45 cell lines (B) 

Migration assay of MKN-45 cell lines. Cells were seeded into 

the upper well of a transwell insert mixed in 0.1% BSA in media. 

After 36 hr, the number of migrated cells down the underside of 

transwell was quantitated. ( P < 0.05, Student’s t-test ) 

(W: parent cell line , CV: mock-transfected cell line, TP: TP-

transfected cell line) 

TPTPTPTP    

W       CV       TPW       CV       TPW       CV       TPW       CV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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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이동능에이동능에이동능에이동능에 TP TP TP TP와와와와 2dR 2dR 2dR 2dR의의의의    투여가투여가투여가투여가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TP 와 2dR 의 투여가 위암세포의 이동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먼저 TP 를 내재하는 AGS 세포주를 대상으로 배양액 

에 일정농도의 TP 와 2dR 을 처리하여 세포의 이동능을 확인한 결 

과, 배양액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TP 와 2dR 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이동능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는 농도의존적인 경향을 

보여 TP 와 2dR 각각 40μM 의 농도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때 TP 는 2.6 배 2dR 은 2.4 배로 서로 유사하였고 그 이상의 농 

도에서는 이동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ure 4A). 이러한 결 

과로 TP 와 2dR 의 투여가 위암세포의 이동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TP 와 2dR 에 의한 이동능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40μM을 다음 실험을 위한 각각의 약제처리농도로 결정하였다. 

MKN-45 세포주에 대해서도 TP 와 2dR 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TP가 발현하지 않는 모세포, MKN-45/CV에서도 TP와 2dR에 의 

해 배지만 처리하였을 때에 비해 모세포주는 TP 와 2dR 에 대해 각 

각 1.72, 1.57배, MKN-45/CV는 1.89, 1.98 배 이동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능의 향상은 MKN-45/TP 세포주 

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저하여 TP 와 2dR 에 대해 2.20, 2.15 배 증 



 23 

가하였고, 모세포주에 비해서는 최대 3.7 배 증가하였다 (Figure 

4B). 

  

위의 결과로 세포 외부에서 투여한 TP, 2dR 은 위암세포의 이동능 

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암세포의 내재적 TP 의 발 

현 정도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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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eatment of TP and 2dR induces gastric cancer cell Figure 4. Treatment of TP and 2dR induces gastric cancer cell Figure 4. Treatment of TP and 2dR induces gastric cancer cell Figure 4. Treatment of TP and 2dR induces gastric cancer cell 

migrationmigrationmigrationmigration. Chemotaxis was stimulated by the addition of TP or 

2dR in lower chambers. Control was stimulated with 0.1% BSA 

alone. (A) Migration assay with TP or 2dR treatment on AGS, 

(B) Migration assay with TP or 2dR treatment on MK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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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항항항항 TPITPITPITPI제제에제제에제제에제제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세포세포세포세포    이동능의이동능의이동능의이동능의    가역성관찰가역성관찰가역성관찰가역성관찰    

 

가. TPI 처리에 의한 TP의 역할 억제  

 

TP 의 선택적 저해제인 TPI 를 처리하여 내재적 TP 의 효과를 억 

제함으로서 MKN-45 세포주의 이동능에 대한 TP 의 영향을 관찰하 

였다 (Figure 5). 우선 TPI 가 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MTT assay 를 수행한 결과, 최고 125μM 에서도 세포의 

생존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하 농도에서는 유의한 독 

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5A). 따라서 다음 실험을 위한 TPI 

의 최고 농도를 100 μM로 정하였다. TPI를 10, 50, 100 μM의 농 

도별로 처리한 후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migration assay를 수행한 

결과 MKN-45/TP 세포주는 50μM 까지 용량의존적으로 세포의 이 

동능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포의 이동능은 50μM 

에서 최고 46%가 감소하였으며 100μM이상의 용량에서는 50μM과 

동 동일한 이동능 감소를 관찰하였다. 반면 모세포주와 MKN-45/  

CV 세포주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이동능이 감소하지 않았다 (Figure 

5B).  

AGS 세포주에 대해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TPI 의 MTT 

assay 결과 10μM 이상에서 독성을 나타냈다 (Figure 5C). TPI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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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후 AGS 세포주의 이동능을 비교하였을 때 10μM 의 TPI 에 

서 이동능이 4 %정도 감소하였으며, 50, 100μM 에서 이동능이 각 

각 7%, 15% 감소하였으나 이는 TPI 자체의 독성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되었다. 즉, AGS 세포주에서 TPI 의 TP 에 의한 이동능을 억제하 

는 효과는 MKN-45 세포주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ure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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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PI inhibits TPFigure 5. TPI inhibits TPFigure 5. TPI inhibits TPFigure 5. TPI inhibits TP----mediated cancer cell migration.mediated cancer cell migration.mediated cancer cell migration.mediated cancer cell migration. (A) 

MTT assay of TPI in MKN-45. (C) MTT assay of TPI in AGS. 

(B) Migration assay with TPI treatment on MKN-45. (D) 

Migration assay with TPI treatment 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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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LR 처리에 의한 2dR의 활성 억제 

 

2dR 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세포이동능에 대한 2dR 의 역할을 재 

확인하였다 (Figure 6). 2dR 의 경우 아직 그 기작이 확실히 알려지 

지는 않았으나 isoform 인 2-deoxy-L-ribose (2LR)가 2dR 에 의 

한 신생혈관생성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dR 의 생물 

학적 저해제로 사용하였다. MKN-45 세포주에 대해 MTT assay 를 

수행하였으며 100μM 까지의 구간에서 생존률 90% 이상임을 확인 

하였다 (Figure 6A). 동일한 농도에서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 

을 때, MKN-45/TP 세포주의 경우 10μM 에서는 약 1%만이 감소 

되었고 최대 100μM 에서 9%가 감소하였다 (Figure 6B). 반면 모세 

포주와 MKN-45/CV 의 경우 세포의 이동억제 효과는 100μM 에서 

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AGS의 경우 2LR의 MTT assay결과 전 구간에서 독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2LR 에 의한 세포의 이동능을 비교하였을 때 최대 100 

μM 의 농도에서 9%정도 감소하였으며, 그 이하의 농도에서 5% 이 

하의 감소를 나타냈다. 따라서 2LR 이 2dR 에 의한 이동능에 미치 

는 영향이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C, D).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TP와 2dR에 의해 위암세포의 이동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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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되고 이는 내재적 또는 외재적 TP 에 모두 영향을 받으며, 부 

분적으로 TP의 생물학적 활성에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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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부착능에부착능에부착능에부착능에    대한대한대한대한 TP TP TP TP와와와와 2dR 2dR 2dR 2dR의의의의    영향영향영향영향    

 

세포의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세포의 탈, 부착과정으로 세포가 세 

포외기질에 부착하면 세포의 여러 기능과 관련된 신호전달이 활성 

화된다. 따라서 TP 와 2dR 이 세포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adhesion assay를 수행하였다 (Figure 7).  

MKN-45 세포주의 경우 TP 와 2dR 을 처리 후 2 시간동안 배양하 

였을 때, 배양액만 처리한 대조군에서 MKN-45/TP 세포주의 경우 

모세포주와 MKN-45/CV 에 비해 부착능이 2 배정도 증가하였으며, 

모세포주와 MKN-45/CV세포주 간의 차이는 없었다 (Figure 7A).  

모세포주, MKN-45/CV,TP 세포주에 TP 와 2dR 을 처리하였을 때 

모든 세포주에서 부착능이 증가하였고, TP와 2dR에 의해 증가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MKN-45/TP 세포주는 모세포주에 비 

해 TP 는 3.2 배 2dR 은 4 배 부착능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비하여 

TP 가 발현되지 않는 MKN-45 세포주는 TP 와 2dR 을 처리하였을 

때 MKN-45/TP에 비해 부착능의 증가가 작게 일어났다. AGS세포 

주 역시 TP 와 2dR 을 처리하였을 때 각각 2.33, 2.26 배의 부착능 

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Figure 7B).  

세포의 부착능을 확인하기 위해 actin 에 대해 면역형광염색을 수 

행하였으며, TP와 2dR에 의한 세포부착 면적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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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 비해 TP 와 2dR 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부착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이때 TP 와 2dR 의 경우 세포의 부착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세포내 actin 은 세포전체에 분포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 

며, 특히 핵내의 actin발현이 증가하였다 (Figure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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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P5. TP5. TP5. TP와와와와    연관된연관된연관된연관된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이동기작이동기작이동기작이동기작    탐구탐구탐구탐구        

 

가. TP와 2dR처리시 세포내 TP의 발현변화 

 

TP 와 2dR 을 시간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내 TP 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ure 8A). AGS 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2dR 이나 TP 

를 처리한 실험군이 처리 후 6 시간부터 TP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 

며 24 시간 후에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MKN-45 세포주는 24 

~36 시간에 이동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TP, 2dR 처리 후 24 

시간의 TP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모세포주와 MKN-45/CV,TP 세포 

주 모두 2dR 또는 TP 의 첨가에 의해 TP 의 발현이 영향받지 않았 

다.  

  

나. TP와 2dR처리시 FAK 인산화 비교 

 

TP 와 2dR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호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FAK 의 활성도를 비교하였으며, 이 때 FAK 의 활성도는 Tyr 397/ 

576 잔기의 인산화정도로 판단하였다 (Figure 8B).  

FAK 의 autophosphorylation 부위인 Tyr 397 잔기에 대해  

immunoblotting 을 수행하였을 때 AGS 세포주는 대조군과 TP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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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R 을 처리한 실험군의 발현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MKN-45 세포주에서도 모세포주와 MKN-

45/CV, TP 간의 발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dR 과 TP 를 

처리하였을 때 역시 변화가 없었다. Tyr 397의 인산화에 의한 추가 

인산화부위 인 Tyr576에 대한 인산화 역시 AGS, MKN-45 세포주 

모두에서 TP와 2dR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39 

        

 

 

Figure 8. TP and 2dR has no effects on FAK phosphorylationFigure 8. TP and 2dR has no effects on FAK phosphorylationFigure 8. TP and 2dR has no effects on FAK phosphorylationFigure 8. TP and 2dR has no effects on FAK phosphorylation. 

(A) TP and 2dR increased endogeneous TP expression in AGS. 

(B) TP expression is not affected by TP and 2dR in MKN-45. 

(C) FAK phosphorylation is not affected by TP and 2dR in AGS. 

(D) FAK phosphorylation is not affected by TP and 2dR in 

MKN-45. FAK is experimental loading control. (TP, 2dR was 

treated 40μM.)   

    

    

 

6    12   24    36  (hrs) 

Β-actin 

C   6   12   24   36 

      2dR                   TP 

TP 

Β-actin 

      W           CV             TP 

 C   2dR  TP  C  2dR  TP   C   2dR  TP 

TP 

AAAA    

    

    

    

    

    

    

    

    

BBBB    



 40 

CCCC    

    

    

    

    

    

DDDD    

    

    

    

    

    

    

Figure 8. Continued.Figure 8. Continued.Figure 8. Continued.Figure 8. Continued. 

 

 

 

 

 

 

 

 

 

 Y397 

   C   2dR  TP  C  2dR  TP   C  2dR  TP 

Y576 

FAK 

     W            CV             TP 

     2dR                 TP 

C    6   12   24  36  6   12   24   36  (hrs) 

FAK  

Y576 

Y397 



 41 

다. TP와 2dR 처리시 PI3K/Akt pathway 비교 

 

세포의 이동에 관여하는 다른 신호 전달경로인 PI3K/Akt pathway 

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AGS세포주에서 Akt 발현을 관찰하였다. Akt 

의 Ser473 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 

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9A). 

Akt 의 하위 매개체로서 actin 의 재배열에 관여하고 세포의 이동 

을 조절하는 P70S6K의 인산화를 비교하였다 (Figure 9A). 2dR 처 

리 후 6 시간부터 발현이 증가 하였으며 12 시간에 가장 높은 발현 

을 보였고, 24 시간 후에는 발현이 감소하여 처리 후 36 시간에는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를 보였다. TP 처리군의 경우 6 시간부터 발현 

이 증가하여 12시간에 가장 높게 발현되었으며 24시간부터 감소하 

였다. 하지만 발현이 지속되는 시간은 2dR 처리군 보다 길었으며, 

36시간 후에도 대조군 보다 높은 발현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TP 와 2dR 에 의한 세포의 이동이 PI3K/Akt pathway 를 경유하며, 

Akt, P70S6K의 인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PI3K/Akt pathway 와의 연관성을 세포의 이동능을 통해 직접 확인 

하기위해 AGS 세포주에 PI3K inhibitor인 LY294002, Wortmannin 

을 처리하여 이동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9B). LY294002 

와 wortmannin 에 대한 독성은 40μM 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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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μM, 40μM 을 처리농도로 결정하였다 29.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2dR 과 TP 를 처리한 세포의 이동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조군 

내에서 LY294002 는 최대 9.9%, wortmannin 은 최대 10.8%의 이 

동능이 감소하였다. 반면 TP 처리군은 LY294002 와 wortmannin 

처리 시 각각 30.6%, 32%가 감소하였으며, 2dR 처리군은 각각 

31.8%, 34.1%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결과로 TP와 2dR은 PI3K/Akt pathway를 통하여 세포의 

이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LY294002 과 wort-

mannin 에 의해 감소된 이동능이 배양액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여전히 2 배 이상 증가된 이동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 억제제 

가 TP 와 2dR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TP 와 2dR 의 영향 

은 남아있으며, (2) TP 와 2dR 에 의해 세포의 이동능이 증가될 때 

PI3K/Akt 경로가 아닌 또다른 신호전달 경로가 관여할 것이라는 가 

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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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TP 는 혈관생상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TP 의 발현정도가 혈관생성 

능과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고 혈관생성능과 관계없이 불량한 임상 

적 예후인자로 작용하며, 정상조직보다 암조직에서, 특히 전이성 암 

조직에서 높게 발현된다는 점은 TP 가 암의 진행에 있어 또다른 생 

물학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29 현재 TP 의 잘 알려진 기능 

인 혈관신생에 있어서도 그 정확한 작용기전과 신호전달체계는 알 

려지지 않았고 TP 가 어떠한 수용체의 리간드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없으며, TP 자체는 단백질구조에 세포외분비에 필요한 신호서열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TP 자체의 역할보다는, thymidine분해의 

부산물인 2-deoxy-D-ribose (2dR)가 세포내외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혈관신생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TP 의 effecto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암의 전이에 있어 세포의 이동이 중요한 단계이고, 위암에 

서 TP 의 발현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침윤과 림프절전이와 상관성 

을 가지고 있다는 임상적 결과에 근거하여 TP 와 2dR 이 위암세포 

의 이동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며 이와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30,31 

먼저 여러 위암세포주에서 이동능과 TP의 발현정도를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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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포주 선정을 위해 세 

포주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였을 때, 특히 YCC-16 은 암환자의 혈 

액내에서 분리된것으로 이동능과 TP 의 발현이 매우 높으며 in 

vitro 와 동물실험상에서 높은 증식속도와 전이능을 보였다. 따라서 

실험을 생각할 때 추가적인 TP 와 2dR 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혹 

은 이의 영향을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세포 자체가 

지닌 TP 와 항진된 이동능으로 인해 TP 와 2dR 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실험 에서 제외하였다. 

NCI-N87 세포는 TP 의 발현은 중등도 이나 세포의 이동능이 상대 

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상당히 밀집된 형태로 자라는 이 세포주의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세포주내에서 TP 가 

발현되고, 중간정도의 이동능을 지니는 AGS 를 대상세포주로 선정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TP 를 과발현시키기 위한 세포주는 

TP 의 발현이 확인되지 않은 그룹에서 세포조작의 용이성을 고려하 

여 MKN-45를 선정하여 세포주를 확립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우선 TP 과발현 세포주를 통해서 세포내의 TP 의 

존재가 세포의 이동능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의 작용기 

전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TP 로 인한 혈관신생기능과 내피세포의 주 

화성이 2dR을 경유해서 일어난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이동능도 2dR 

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론 TP 의 발현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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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midine 의 공급제한으로 인해, 꼭 2dR 의 생성량과 비례하는 것 

은 아니라는 보고가 있으며 본 실험에서도 TP 과발현세포에서 생성 

되는 2dR 의 양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측정하지 않았다.14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외부에서 2dR 을 투 

여하여 이에 대한 암세포의 이동능을 확인하였다. 

TP 는 아직 세포외수용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세포외로 배출이 

된다는 보고 또한 없다. 하지만, 암조직에서의 빠른 turn over로 인 

한 괴사 및 세포가 파괴될 때 TP 가 밖으로 배출되어 실제 암환자 

의 혈액내에 TP 가 상승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33 그러므로 이러 

한 형태의 세포외부 TP 가 암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 

에, 세포외부에서 TP 를 투여하여 그 영향을 함께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도는 다르나 외부 처리한 TP 와 2dR 모두 세포의 이동능을 

증가시켰으며 이 영향은 TP 가 발현된 세포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활발함을 보였다. 하지만 TP 발현이 확인되지 않는 암세포에서도 

이러한 영향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TP 와 2dR 이 공통적으로 위 

암의 이동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포내의 TP 와 세포외부의 TP 가 모두 이동능을 증가시킴 

에 따라 TP 에 의한 이동능의 증가가 TP 분자 자체의 역할인지, 또 

는 TP 의 효소작용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본 실험 

에서는 우선 TP 의 효소활성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TPI 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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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P 가 과발현된 세포의 TP 의 효소 활성도를 억제하였을 때 이 

동능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MKN-45세포주는 TP과발현세포주에 

서 이동능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AGS 에서는 TPI 의 표적인 내재적 

TP 의 발현량이 낮고, TPI 에 대한 세포의 감수성이 예민하여 이동 

의 감소폭이 낮았다. 결국 이와같은 결과는 세포주간의 TP 발현과 

이동능의 관계가 일정부분 TP 의 효소 활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증가된 효소의 활성을 세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 

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dR 의 이성체인 L-form 의 deoxyribose 가 2dR 에 의해 매개된 

신생혈관형성기능을 억제한다는 동물모델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 

를 이용하여 이동능에 대해 2dR 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나 2LR 을 

처리하였을 때의 이동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TP 과발현세포주의 이동능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효과가 미약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첫째, 2LR 이 2dR 의 생 

리작용을 저해하는 효과가 TP 와 TPI 의 관계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와, 또한 세포내 발현되는 TP 의 양과 세포외로 배출되는 2dR 

의 양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LR에 의 

해 억제될 만큼의 충분한 2dR 이 세포외로 방출 되지 않았다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에 2LR 에 의한 억제 효과가 낮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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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와 세포외기질의 상호작용이 필 

수적이다.36 본 실험에서는 adhesion assay 를 통해 세포의 부착능 

이 TP 와 2dR 에 의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TP 를 

경유한 이동능의 증가에는 세포외기질과의 접촉을 통해 세포의 부 

착에 영향을 받는 신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면 

역형광염색을 통해 세포내 actin 의 발현을 확인하였을 때, 특히 핵 

내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tin 은 세포골격을 

이루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유전자 전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특히 핵내에 존재하는 actin 은 아직 그 기능이 확실하게 알려지 

지 않았지만 염색질구조의 재배열에 관여하고, 전사단계 초기에 반 

응하여 mRNA 의 접합 및 수송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5,36 하지만 이 결과에서 핵내 actin 발현의 증가가 어떠한 의 

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세포가 세포외기질에 부착 

하는 과정은 세포의 이동과정에 있어 일부분이므로 추후 세포의 탈, 

부착 과정과 이동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포의 부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호전달경로는 크게 integrin 이 

세포의 focal adhesion 에 연결되어 활성화되는 것과, 성장인자와의 

접촉을 통한 여러 물질들의 인산화과정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우선 이동능의 변화에 따른 FAK 의 변화를 확인하였을떄 기본 

FAK 인산화 부위인 Tyr397 과, 그로인한 추가 인산화 부위인 T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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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역시 TP 발현에 따른, 또는 TP 및 2dR 처리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1) 암세포의 특성상 세포 

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신호들의 대부분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대조군과의 비교가 어려웠으며 (2) 2dR 과 

TP 에 FAK 가 일차적 표적이 아닐 가능성, 또는 (3) FAK 내에는 

여러개의 인산화부위가 존재하므로, 이 실험에서 조사하지 않은 다 

른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암세포가 TP 나 2dR 을 암의 진행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 인산화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4 대표적인 것이 ERK 나 PI3K 와 같은 인산화 단백질 복 

합체 경로로서 본 실험에서 PI3K/Akt 경로 에 대해 주목을 하였다. 

결과 AGS 세포주에 대해서 TP 와 2dR 을 처리하였을 때 Ser473 

부위의 인산화와 하위매개체인 P70S6K 의 인산화가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P70S6K의 기본적인 역할이 actin의 재배열을 유도하는 것 

이므로, 인산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세포의 이동이 증가하는 조 

건이 될 수 있다. 이는 PI3K저해제인 wortmannin과 LY294002을 

처리하였을 때의 이동능이 감소됨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때 

저해제로 인한 가역성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결과는 TP 와 2dR 이 

관여하는 이동능의 향상에 PI3K/Akt 경로 이외에도 다른 경로가 존 

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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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제시하는 TP 또는 2dR 이 위암 세포의 이동능에 관여 

하는 신호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Figure 10).  

TP의 발현으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가 PI3K/Akt 경로과 관련이 있 

을 것이라는 보고는 아직 많지 않다. Seeliger 등은 mTOR 저해제 

인 ramapycin 을 투여시 2dR 에 의한 신생혈관형성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Hotchikiss 등은 TP 와 2dR 이 α5β1 와 αvβ3 

integrin을 특이적으로 활성화함으로서 혈관내피세포의 이동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PI3K/Akt 경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TP 

와 2dR 이 직접 PI3K/Akt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지는 현재까지 명 

확하지 않다.37,38  그러므로 PI3K/Akt 경로가 정말 TP 와 연관된 운 

동능의 향상에 관여하는가와, TP 의 발현에 따른 PI3K/Akt 경로의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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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세포내 TP 의 발현은 세포의 이동 

능을 증가시키며, 세포외에서 투여된 TP 와 2dR 이 세포내 TP 와 

같은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P 와 2dR 은 세포의 부착능을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세포 

이동과 연관된 세포의 부착에 영향을 받는 신호전달경로가 TP 와 

2dR 에 의해 활성화 되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TP 와 2dR 이 세포 

의 이동에 관여하는 신호전달경로를 관찰하였을 때, FAK 의 인산 

화에 대해 TP 와 2dR 모두 특이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나, Akt 

와 P70S6K 의 인산화가 이동능에 따라 증가함을 관찰하여, TP 와 

2dR 에 관련된 위암세포의 운동능의 향상에 PI3K/Akt 경로가 연 

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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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tep of metastatic process is the movement of cancer 

cells and the cell migration is initiated by cell adhesion to its 

extracellular matrix (ECM). Focal adhesion is a site where cell 

attachment and focal adhesion kinase (FAK) is recruited by 

integrin engagement with ECM. FAK is activated by its own 

tyrosine-phosphorylation and is accompanied by the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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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ther cytoplasmic and cytoskeletal proteins to the focal 

adhesion. 

Thymidine phosphorylase (TP) is identical to human platelet-

derived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 (PD-ECGF), and it is 

involved both in pyrimidine nucleoside metabolism that catalyzes 

the reversible conversion of thymidine to thymine and 2-deoxy-

D-ribose (2dR), and in angiogenesis. Expression of TP is higher 

in cancer compared to adjacent non-tumor tissue, and is 

correlated with angiogenic activity in various tumor types. 

However, TP has been reported to an independent indicator of 

unfavorable clinical outcome in renal and colorectal cancer 

irrespective of its angiogenic activity, suggesting that TP might 

be involved in cancer progression independent of its angiogenic 

activity. Hence, I herein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P and its 

catalyte, 2dR on the migration of cancer cell in gastric cancer. 

The levels of TP expression in various gastric cancer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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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own to be associated moderately with the movement 

through matrigel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R2=0.473). Then, 

we established a TP-expressing stable cell line, MKN-45/TP. It 

showed enhanced migration ability through matrigel compared to 

parental cells and mock transfectant (MKN-45/CV) in migration 

assay. Also, the addition of TP or 2dR induced higher chemotaxis 

compared to media alone in MKN-45/TP and AGS. These 

suggested that the cancer cells with high expression of TP 

induced cancer cell migration. Treatment of specific TP inhibitor 

(TPI) showed suppression of TP-mediated cancer cell migration, 

confirming the effect of TP on cell migration. In adhesion assay, 

exogenous TP and 2dR stimulated cell adhesion on matrigel, and 

TP-transfected cells also enhanced adhesion.  

Next, signaling pathways that related to cell migration were 

investigated. First, the level of phosphorylated FAK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MKN-45/TP and MKN-45/CV, be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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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phosphorylation level of FAK level was already high in 

its own residues. Meanwhile, the phosphorylated level of phos- 

phatidylinositol 3-kinase (PI3K), Akt and its down-stream 

effector p70S6K were increased after exposure to TP or 2dR. 

TP-related cell migratory effect was partially abrogated by the 

treatment of the PI3K inhibitor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P 

and 2dR is promoting cancer cell adhesion and migration in 

gastric cancer, at least in part, by regulation of the PI3K/Akt 

pathway.  

 

 

 

 

 

Key Words: gastric cancer, motility, thymidine phosphorylase, 2-

deoxy-D-rib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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