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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암세포주에서 광역동치료에 의한 사멸효과와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상승효과 

      

광역동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는 특정 파장의 빛에 의하

여 활성화되는 광활성물질(Photosensitizer)을 투여한 뒤 레이저를 조

사하여 조직에 흡수된 광활성물질로부터 생성되는 반응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세포사멸(cell death)을 기전으로 

한다. 암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식도암, 두경부암, 담관암, 자궁경부암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새

로운 광활성물질의 개발과 레이저 장비의 발전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광역동치료 후 세포의 사멸은 괴사(necrosis) 

또는 아포토시스(apoptosis)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이해되고 있으나, 광

활성물질의 생화학적 특성과 세포 내 분포위치에 따라 작용기전에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광역동치료가 많은 장

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빛의 투과도에 따라 작용 범위가 제한된다

는 문제점이 있으며 세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1.0 cm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진행암에서는 완전관해를 얻기 어려우며 1.0 cm가 

되지 않더라도 투과되는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하

지 않아 재발하는 원인이 된다. 광역동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법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확실한 상승효과를 보이는지는 

불분명하다. 상이한 기전에 의하여 작용하는 항암제를 병합함으로써 상

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주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광역동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세포사멸 

효과와 기전을 규명함과 아울러 G2-M 세포주기 정지를 유발하는 항암

제인 paclitaxel을 전처치 함으로써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

였다. ATCC에서 구입한 위암 세포주 NCI-N87과 저자 등이 수립한 담

관암세포주 YGIC-6B를 이용하였고, 할로겐 램프를 광원으로 이용하였

으며, 광활성물질은 적색파장의 빛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verteporf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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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암세포주에 verteporfin을 투여하였을 때, 양에 비례하여 미만성의 

세포질 흡수를 보였고 대부분의 verteporfin이 미토콘드리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는 조사한 광량에 비

례하였고, 광량의 IC25, IC50은 NCI-N87 세포에서는 각각 309, 

565mJ/cm2이었고 YGIC-6B 세포에서는 각각 236, 451mJ/cm2이었다. 

현미경 소견상 광역동치료 4시간 후부터 배양 용기 면에 대한 부착이 

느슨해지면서 원형으로 모양이 변화하였고, 24시간 뒤에는 대부분의 세

포가 사멸하며 용기 바닥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광역동치료 후 

시행한 DAPI 염색에서는 전형적인 아포토시스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치

료 1시간 뒤 전기영동 상 DNA의 절편이 확인되었으며, flow 

cytometry상 subG1 분획의 증가가 관찰되어 아포토시스의 유발이 확

인되었다. 광역동치료 후 caspase 3, 8, 9의 활성화가 관찰되었고, 조기

에 세포질로 유리되는 cytochrome C를 Western blot immunostaining

으로 확인하였으며, Bax나 Bid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아 미토콘드리아

에서 시작되는 아포토시스임을 확인하였다. Paclitaxel을 전처치 한 경우

에는 광역동치료 단독군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사멸효과가 증가되었으며, 

생존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한 증강지수는 NCI-N87, YGIC-6B 세포주

에서 각각 1.25, 1.21이었다.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증강효과를 

DAPI 염색, flow cytometry, DNA 절편으로 분석하였을 때, 아포토시스

가 조기에 더욱 강하게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Paclitaxel 전처치 후 시행

한 cytochrome C, Bax, Bid의 Western blot immunostaining 상에서도 

광역동치료 단독군과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작되는 아포토시스

의 활성화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광역동치료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cytochrome C의 

유리를 매개로 하여 아포토시스의 활성화를 유발하며, paclitaxel의 전처

치는 광역동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상에서의 적

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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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광역동치료, 광활성물질, Paclitaxel, 상승효과, 아포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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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주에서 광역동치료에 의한 사멸효과와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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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승  우 

 

 

I. 서 론 

 

   광역동치료는 특정 파장의 빛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광활성물질을 정

맥으로 투여한 뒤에 암성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하여 파괴하는 치료

법이다. 광활성물질은 기저상태에서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쪼이면 활성

화된 뒤에 주위 조직의 산소와 반응하여 반응성산소종이 생성되는데 이

는 아미노산, 지질, 및 핵산에 손상을 주어 세포의 사멸이 유발된다.1-5 

광역동치료는 이미 식도암, 두경부암, 담관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등 다

양한 암종에서 유효성이 인정되어 임상영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

며6-9 새로운 광활성물질이 개발되고 레이저장비의 발달과 함께 점차 적

용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동 물질을 이용한 시술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임상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동치료가 확산되는 것은 광역동치료가 가지는 몇 가지 

장점에 기인하는데, 첫째 암 선택적이고, 둘째, 독성이나 부작용이 적으

며, 셋째,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으며, 넷째, 짧은 반응시간 내에 뚜렷

한 치료 효과를 보이며, 다섯째, 진단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마지막

으로 기존의 임상 시험에서 시술의 성공률이 높다는 점이다. 광활성물질

을 정맥주사 후 조직에 흡수되는 양상을 분석하면, 정상세포보다는 암세

포에 6-7배의 고농도로 농축됨이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전

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가설은 첫째, 암 세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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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광활성물질의 흡수에 관여하는 LDL 수용체의 

증가10,11 둘째, 암조직에 새롭게 형성된 종양혈관의 투과성 증가, 셋째, 

암조직이 가지는 풍부한 간질조직에 의한 약물의 축적,12,13 넷째, 암조직

에서 림프 배액의 제한, 다섯 째, 암조직에 침윤하는 대식세포에 의한 

광활성물질의 축적,14 여섯 째, 암조직의 낮은 pH와 지방친화성15,16 등

이 있다. 따라서, 광역동치료는 상태적으로 암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정상세포

에도 소량이 흡수가 되며 이는 망막, 피부, 장관 상피세포 등에 흡수된 

광활성물질에 의하여 광과민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암세포에 광활성 물질을 투여하면 대부분 세포질 

내에 분포하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라이조자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일부는 핵 내에서 관찰되기도 한다.1,4,17-21 광활성물질에 의하

여 생성되는 세포독성 물질인 singlet oxygen (1O2)은 생성된 뒤에 극

히 짧은 반감기(0.04 msec 이하)로 인하여 0.02 µm 이상 이동하기 어

렵기 때문에22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은 빛을 조사하는 시점에 

광활성물질이 축적된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핵 내에서도 광활성물질

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광역동치료에 의

한 DNA 손상이나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택적으로 미토

콘드리아에 고농도로 분포하는 광활성물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포토

시스가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주된 기전이 되며 세포막에 선택적으로 축

적되는 물질은 괴사를 유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7,23-27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반응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

으로 빛을 조사한 30-60 분만 경과해도 저명한 DNA 절편이 나타나

며,27 현미경적인 변화도 수반된다. 이는 체내에서 손상을 받은 세포에서 

사멸이 유도되는데 1-3 일이 소요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광역

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경로에는 산화적 스

트레스,28,29 세포 내 칼슘 농도의 변화,30,31 유전자 발현의 변화,32,33 

phospholipase A2와 C의 활성화,34 ceramide와 NO의 생성,35,36 미토콘

드리아로부터 cytochrome C의 방출과 이에 따른 caspase의 활성화
17,37-39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어느 기전이 주된 역할을 하는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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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의 기전을 한두 가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는 연구자마다 사용한 광활성물질, 

세포주, 광원 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광활성물질에 따라서 세포 내에 

분포하는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Verteporfin을 이용하여 실험실에

서 세포사멸의 기전을 밝힌 보고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리되는 

cytochrome C의 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37,38 이를 뒷

받침하는 근거로는 첫째, 여러 가지 광활성물질이 선택적으로 미토콘드

리아에 선택적으로 흡수가 되며, 둘째 광역동치료 후에 세포질 내 

cytochrome C의 증가가 발견되고 상대적으로 caspase 9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며, 셋째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이 caspase 9 억

제제의 투여에 의하여 억제된다는 점 등이다. 

   한편, 광역동치료가 많은 장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큰 제한점 

중의 하나는 광활성물질이 활성화되어 반응성산소종이 생성되기 위해서

는 특정 파장을 빛을 조사 받아야 하는데 빛은 조직으로의 투과도에 제

한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깊이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일반적

으로 세포의 사멸을 유발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1 cm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행암에서의 효용성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1 cm가 되지 않더

라도 투과되는 빛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완전한 암세포의 사멸이 유발

되지 않아 광역동치료 후에 암이 재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

하여 임상적으로 완전관해를 유도할 수 있는 적응이 되는 예는 조기암에 

국한되고 있으며, 진행암에서는 폐쇄성 식도암이나 폐쇄성 폐암 등에서 

고식적 요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광역

동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첫째, 조직 투

과성이 우수한 긴 파장의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 광활성물질을 개발하는 

방법,40 둘째, 반응성산소종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을 함께 투

여하거나 산소를 고압으로 투여하는 방법,41-45 셋째, 광활성물질의 흡수

를 촉진하거나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을 병합하는 방법,46 넷째, 다른 기

전에 의하여 작용하는 약물이나47 항암제를48 병합하는 방법 등이 그것

이다. 이들 방법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효과를 상승시키는 데 주효한 

방법으로 일부는 실험실 수준에서 일부는 인체에서 적용하여 효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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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긴 파장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광활성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은, 긴 파

장의 빛일수록 조직 투과성이 증가한다는데 착안한 방법으로 670 nm 

이상의 긴 파장의 빛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새로운 광활성물질이 계속적

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그러나, 긴 파장의 

빛이라 하더라도 조직 투과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활성물질의 흡수를 촉진하거나 대사를 억제하는 약

물을 병합하는 방법은 투여하는 광활성물질을 증량하는 방법과 별반 다

를 것이 없으며, 실험실에서의 효과는 있으나 인체에서 짧은 시간에 흡

수되는 광활성물질의 암세포 내 농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

수이다. 반응성산소종의 재료가 되는 산소를 고압으로 투여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고압산소 투여 시 혈중 산소분압은 크게 증

가시킬 수 있으나 조직에서의 산소분압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으며, 

더구나 암조직에서는 상대적인 허혈성을 보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역동치료와 상이한 기전에 의하여 항암효과

를 줄 수 있는 약물을 병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손쉽

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약물로 항암제를 들 수 

있는데 광역동치료와 항암제를 병합하여 상승효과를 분석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기전에 의해 항암효과를 보이는 각종 항암약물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물질을 병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단 시간 내에 광활성치료의 효과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항암약물은 핵산합성 억제, DNA 

intercalation, topoisomerase 억제, microtubule 억제 등 매우 다양한 

기전에 의하여 암세포의 사멸을 유발한다. 세포에서 유발되는 생물학적, 

생화학적 변화도 항암약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세포의 유전적 배

경과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감수성 또는 내성을 보이기도 한

다. 항암약물에 대한 세포의 감수성은 세포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는 방사선 치료와 같은 물리적인 요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광역

동치료 역시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 또는 억제를 통하여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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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므로 세포주기에 따른 감수성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연구자

는 암세포주에서 광역동치료 후 시행한 세포주기의 분석에서 G2-M 주

기에 세포의 축적이 발생함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림 1), 연구자에 따

른 차이는 있으나,49,50 Tong 등50도 광역동치료 후 G2-M 주기정지를 

보고한 바 있다. G2-M 주기 정지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항암약물에는 

taxane 계열의 약물로 paclitaxel, docetaxel 등이 포함된다.51 

 

0 hour           4 hours                  24 hours 

그림 1. 광역동치료에 따른 세포주기 변화. 60 mm 접시에 배양된 NCI-N87 세포에 
Verteporfin (2 μg/ml)을 투여하여 1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300 mJ/cm2 (IC25)의 광
량을 조사한 뒤 4시간과 24시간 후에 flow cytometry를 시행하였다. G2-M 주기에 세
포의 축적이 관찰된다. 

 

   Paclitaxel은 Taxus brevifolia 나무 껍질에서 분리된 물질로 선택적

으로 microtubule에 결합하여 중합체의 합성을 유도한 뒤 안정화시켜 

탈중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51-53 Microtubule을 안정화시

켜 탈중합화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G2-M 세포주기 정지를 유발함으

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약물로 사용되고 있다.53,54 G2-M 

주기에 정지된 세포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방

사선치료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방사선민감화 약물로서도 이용되고 있

다.55-59 암세포에 대한 paclitaxel의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암세포에서 

p53 유전자변이와 무관하게 세포사멸을 유발한다는 점으로60,61 p53 단

백 기능의 상실이 암세포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상기한 배경을 바탕으로 광역동치료 역시 방사선치료와 마

찬가지로 세포사멸 과정의 활성화를 유발하므로 paclitaxel과 같은 방사

선민감화 약물을 전처치 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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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실험실 적으로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를 분석하

고 paclitaxel을 병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세포주 

 

   ATCC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한 인체 기원의 위암 세포주 

NCI-N87 과 연구자 등이 수립한 담관암세포주 YGIC-6B 를 이용하였다. 

세포 배양은 두 세포주 모두 10% FBS 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을 이용하여 37°C, 항습, 5% CO2 배양기에 

배양하였다. 모든 배지에는 penicillin 100 unit/ml, streptomycin 100 

units/ml, amphotericin 2.5 units/ml 를 첨가하였다. 실험 진행 전에 

세포주에서 시행한 p53 변이 분석에서 세 가지 microsatellite 

표지자에서 이형접합성의 소실을 보여 두 세포주 모두 p53 유전자변이가 

있었다 (그림 2).  

 

2. 실험약제  

 

   광활성물질로는 적색파장의 빛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verteporfin 

(CIBA Vision, Duluth, GA, USA)을 이용하였다 (그림 3A). 

Verteporfin은 안과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광활성물질로 실험실에서 

세포에 투여하면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세포 내로 흡수된다. 광역동치료

와 병합하는 항암약물로는 microtubule의 탈중합을 억제함으로써 G2-

M 세포주기 정지를 유발하는 paclitaxel (Sigma, St. Louis, MO, USA)

을 사용하였다 (그림 3B). Caspase 억제제 전처치에 따른 차이를 관찰

하기 위하여 caspase 9 억제제로 Ac-LEHD-CHO (A.G.. Scientific,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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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CI-N87과 YGIC-6B 세포주에서 LOH 분석. p53 유전자 주변에 위치한 
microsatellite 표지자 D17S831, D17S921, D17S938의 primer를 제작하여 중합효소
연쇄반응으로 증폭한 뒤 전기영동 후 autoradiography를 시행하였다. Primer는 
D17S831: sense 5’-CGCCTTTCCTCATACTCCAG-3’; antisense 5’-GCCAGA 
CGGGACTTGAATTA-3’, D17S921: sense 5’-CTTGGACTCCTACAAATCCTG 
GCA-3’; antisense 5’-GCCACCATAATCATGTCAGA CAAT-3’, D17S938: 
sense 5 ’ -CCGGATTGCTACACCTAAAT-3 ’ , antisense 5 ’ -AACAGTCTC 
TNCTGGAGCAG-3’. C, 정상 대조 DNA; H, HPAC (양성대조군); B, Bxpc3 (양성대
조군); N, NCI-N87; Y, YGIC-6B 

CB

A

그림 3. 광역동치료에 사용된 약제의 구조식과 광원. A. Verteporfin의 분자 구조로 이
성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B. Paclitaxel의 분자 구조. C. 광원. 1,000W의 출력을 
가진 할로겐램프를 광원으로 하여 670 nm ± 5 nm의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narrow band pass filter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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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원 

 

할로겐 램프로 구성된 1,000W 출력의 광원(Oriel, Stratford, CT, 

USA)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3C), 665-675nm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

로 투과시키는 narrow band pass filter를 장착하였다. 광원에서 발생하

는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순환식 급수 냉각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장착하

였고, 조사되는 광량을 spectrometry로 측정하여 1cm2 당 조사되는 광

량이 일정하도록 광원과 피사체의 거리를 조정하였다.  

 

4. 광활성물질의 세포 내 흡수와 분포위치 분석 

    

광활성물질의 세포 내 흡수는 형광현미경 (Olympus BX51, Japan), 

confocal 현미경 (Olympus, Japan) 및 spectrofluorimetry를 이용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세포 내 분포위치는 confocal 현미경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hamber slide에 104개의 NCI-N87과 

YGIC-6B 세포를 하루 동안 배양하여 부착시킨 다음 verteporfin (2 

μM)을 1시간 동안 처리한 뒤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광활성물질

의 세포 내 위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chamber slide를 준

비한 다음 미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Rhodamine12362,63와 

Verteporfin을 함께 투여하여 이중 염색을 시행한 다음 confocal 형광

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Verteporfin 흡수의 정량적 분석은 spectrofluori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00 mm 배양접시에 75%의 confluence가 되도록 암세포를 

배양한 뒤에 다양한 농도의 verteporfin을 투여하여 1시간 동안 노출시

켰다. 세포를 수거하여 용해완충액 (50 mM Tris, pH 7.4, 1 mM EDTA, 

0.1% Triton X-100, 1 mM PMSF, 25 μg/ml leupeptin, 20 μg/ml 

pepstatin)에 용해시켜 얼음에서 30분 동안 반응한 후,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취하였다. 상층액에서 

spectrofluorimetry (excitation 530 nm, emission 610 nm)를 이용하

여 형광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고, phosphate buffered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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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에서 측정한 형광도를 100%로 하여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하였다.  

 

5.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 분석 

 

가. 광역동치료 

   광역동치료는 verteporfin을 세포배양액에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처

리하여 세포 내로 흡수시킨 다음 적색파장의 빛을 조사하였다. 광활성물

질은 빛에 의하여 활성화되기 때문에 광활성물질을 첨가한 뒤에는 은박

지로 빛을 차단하여 배양하였다. 광원을 이용하여 빛을 조사한 뒤에는 

다시 빛을 차단하여 정해진 시간만큼 추가 배양한 뒤에 각종 분석을 시

행하였다. Paclitaxel을 전처치하는 경우에는 광역동치료 24시간 전에 

배양액에 첨가한 다음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와 사멸 효과는 위상차현미경 (Olympus IX50, Japan)을 이용

한 관찰, DAPI염색, MTT분석, DNA 절편 분석, flow cytometry, 

TUNEL 분석,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분석, caspase 활성도 분

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나. DAPI염색 

   Chamber slide에 104개의 NCI-N87과 YGIC-6B 세포를 하루 동

안 배양한 다음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여 4시간, 24시간 뒤에 DAPI 염색

을 시행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Chamber slide에 부착한 세포

를 PBS로 2회 세척 후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10분간 고정

시켰다. PBS로 2회 세척 후 0.1% Triton X-100 용액을 3분간 처리한 

다음 1% bovine serum albumin (BSA)로 20분간 처리하였다. 1:4,000

으로 희석한 DAPI (Sigma) 용액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5분간 처리한 다

음 PBS로 세척 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다. MTT 분석 

   PBS로 2회 세척 후, PBS에 5 mg/ml로 용해된 MTT (Sigma St. 

Louis, MO, USA) 용액 50 μl씩을 각각의 well에 첨가한 후 37°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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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동안 배양하고 DMSO 100 μl를 첨가하였다. Tilter-Tech 96-

well multiscanner (Beckton and Dickenson, Heidelberg, Germany)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라. Flow cytometry 

  세포 배양 용기에서 trypsin을 이용하여 세포를 수거한 뒤, 1,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세포를 1ml PBS에 부유시킨 후 10 ml 

PBS로 다시 세척하였다. 다시 원심분리하여 세포 침전물을 400 μl 

PBS에 부유시킨 뒤 튜브를 흔들면서 100% 에탄올 1ml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에탄올을 첨가한 다음 얼음 위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원심

분리하고 PBS로 2회 세척한 뒤, 400 μl PBS에 부유시키고 propidium 

iodide (Sigma) 염색액 (propidium iodide 5 mg/ml, RNase 20 mg/ml, 

0.1 % TritonX-100) 100 μl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 뒤 flow 

cytometry를 시행하였다.  

 

마. DNA 절편 분석 

   광역동치료 후 세포사멸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agarose gel 전

기영동법에 의한 DNA 분절을 확인하였다. 준비된 세포를 10 mM Tris 

(pH 7.6), 10 mM EDTA, 50 mM NaCl, 0.2% SDS 및 200 μg/ml 

proteinase K로 구성된 용해완충액으로 42℃에서 서서히 흔들면서 밤새 

용해 시킨 후 4℃, 16,000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취한 상층액으로

부터 phenol-chloroform-isoamyl alcohol (25:24:1)을 이용하여 저분

자량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DNA를 0.3 M sodium acetate를 함유

하는 에탄올로 침전 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핵산 침사를 얻었다. 핵산 침

사를 100 μg/ml RNase A를 첨가한 TE 완충액 [10 mM Tris (pH 

8.0), 1 mM EDTA]에 녹여 37oC에서 30 분간 반응시켜 RNA를 제거

하고, 2 %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바. TUNEL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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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mm 배양접시에 75%의 confluence 가 되도록 암세포를 배양한 

뒤에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였다. 시간대별로 세포 배양 용기에서 

trypsin 을 이용하여 세포를 수거한 뒤 상용화된 TUNEL 키트 (Oncor 

Gaithersburg, MD, USA)를 이용하여 프로토콜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 Caspase 활성도 분석 

   Caspase의 활성도는 기질을 처리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

다. 60mm 배양접시에 5x105 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1일 간 배양하여, 

광역동치료 후, 시간 별로 세포를 수거하여 colorimetry법을 이용한 분

석 키트 (Pharmingen, San Diego, CA, USA)로 caspase 8, 9의 활성도

를 측정하였다. 수거한 세포를 원심분리한 다음 용해완충용액 (10mM 

HEPES, pH 7.5, 2mM EDTA, 0.1% CHAPS/NP40, 5mM DTT, 1mM 

PMSF, 10 μg/ml pepstatin A, 20 μg/ml leupeptin, 10 μg/ml 

aprotinin)에 부유시켜 얼음 위에서 10-15분간 방치하여 용해시킨 다

음 4oC에서 10,000g로 1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취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Bradford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100 μg의 단백질이 포함된 

세포 용해액 20 μl를 178 μl의 반응액 (100 mM HEPES, pH 7.5, 

20% v/v glycerol, 0.5 mM EDTA, 5 mM DTT added fresh)에 넣고 

caspase 기질 2 μl를 첨가한다. 37 o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한 뒤 PBS

를 첨가하여 500 μl가 되도록 한 뒤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분석 

   세포사멸의 기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포사멸에 관련된 각종 단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세포 내 위치에 따라 활성도에 변화가 있는 단백은 

세포질 분획을 추출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분석을 시행하

였다. 수거된 세포는 50 mM Tris (pH 7.4), 1 mM EDTA, 0.1% Triton 

X-100, 1 mM PMSF, 25 μg/ml leupeptin, 20 μg/ml pepstatin이 함

유된 용해완충액에서 용해시켜 얼음에서 30분 동안 반응한 후, 12,000 

rpm 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취하였다. Bradford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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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액 내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추출된 단백질을 100℃에서 5분간 가

열한 후 10% SDS가 포함된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polyvinylidine fluoride (PVDF) membrane (Millipore, Bedford, MA, 

USA)에 단백질을 이동시켰다. 그 후 membrane을 5% 탈지분유가 함

유된 TBST [10 mM Tris (pH7.4), 100 mM NaCl, 0.5 % Tween 20]

로 30분간 차단하고 1:1,000으로 희석된 1차 항체를 1시간 동안 표적

시킨 후 1X TBST로 3회 세척하여 결합되지 않은 항체를 제거하였다. 

HRP가 결합된 2차 항체 [HRP-conjugated anti-rabbit IgG 

(Amersham LifeScience, Arlington Heights, IL, USA)]를 1:2,000으

로 희석하여 membrane에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X TBST로 10분

간 3회 세척하여 결합되지 않은 항체를 제거하였다. Peroxidase 기질이 

함유된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액을 처리한 후 X-ray 

필름에 감광하여 분석하였다. 1차 항체로는 anti-caspase 3 (Santa 

Cruz, Santa Cruz, CA, USA), anti-caspase 9 (Pharmingen), anti-

cytochrome C (Pharmingen), anti-Bax (Pharmingen), anti-Bid 

(Pharmingen) 항체를 이용하였다. 

 

6.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상승효과의 분석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상승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aclitaxel 

전처치 후 MTT분석, 콜로니 형성 분석, DAPI염색, DNA 절편분석, 

flow cytometry,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분석을 시행하여 광역

동치료 단독으로 처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가. MTT 분석을 이용한 상승효과 분석 

   단순히 두 가지를 병합하여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이 효과가 합

산효과인지 상승효과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는지 분

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Paclitaxel의 농도는 

IC25로 고정하여 전처치한 다음에 조사하는 광량을 달리하여 광역동치료

를 시행한 뒤 MTT분석을 이용하여 세포의 생존곡선을 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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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litaxel에 의한 억제효과를 보정한 뒤에 광역동치료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의 생존곡선과 비교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전처치군의 생존곡선이 

하방으로 전위되면 상승효과를, 일치하면 합산효과를, 상방으로 전위되

면 길항효과를 의미한다.64 증강지수는 전처치군과 단독치료군에서 생존

곡선으로부터 각각의 IC25, IC50, IC75를 구하여 비를 계산하였으며 1.1 

이상이면 상승효과를 의미한다.   

 

나. 콜로니형성 분석 

   광역동치료 단독 또는 paclitaxel 전처치 후 광역동치료를 시행한 암

세포 1 x 103개를 60 mm 배양접시에 분주하여 14일간 배양한 다음 

crystal violet로 염색하여 형성된 콜로니수를 측정하였다. 콜로니는 50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콜로니만 세었으며 각각의 조건을 이중으로 시

행하여 측정된 콜로니수의 평균을 구하였다. 상승효과의 분석은 MTT 

분석과 마찬가지로 표준곡선을 구한 다음 paclitaxel에 의한 효과를 보

정하여 계산하였다.  

 

III. 결 과 

 

1. 암세포주에서 verteporfin의 세포 내 흡수와 분포 

  

  광역동치료의 효과와 기전을 분석하기에 앞서 실험실에서 배양된 암세

포주에 광활성물질을 투여하였을 때 세포 내로 광활성물질이 흡수되는지

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암세포주 NCI-N87과 YGIC-6B에 

verteporfin을 투여하였을 때, 핵을 제외한 세포질에 미만성으로 흡수되

었고 (그림 4), 여러 췌장암 세포주와 위암세포주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Verteporfin의 농도를 달리하여 투여하였을 때 투여한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 내로 흡수되는 양이 증가하였다 (그림 5). 본 실험을 바

탕으로 광역동치료에 투여하는 verteporfin의 농도는 2 μg/ml로 정하

였다. 광활성물질의 특성에 따라 세포 내 분포 위치에 차이를 보이기 때

문에 verteporfin의 세포질 내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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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흡수되는 Rhodamine 123과 이중염색을 시행하였다. 그림 4

와 같이 광활성물질은 Rhodamine 123와 같은 부위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 흡수된 대부분의 verteporfin이 미토콘드리아에 위치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CBA

 
그림 4. 광활성물질의 세포 내 흡수와 분포. Chamber 슬라이드에 5 x 103 개의 NCI-
N87 세포를 분주, 하루 동안 배양하여 부착시킨 다음 미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흡수
되는 Rhodamine123 (A) 또는 verteporfin (2 μg/ml) (B)을 처리하여 흡수시킨 다음 
confocal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Verteporfin은 핵을 제외한 세포질에 분포하였다. C. 
A와 B 영상의 중첩. 많은 부분이 일치하여 verteporfin의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분
포함을 나타낸다. (x 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200

400

600

800

1000

1200

RIE-N
eo

RIE-H
RIE-K

PANC-1
Hpa

c

Bxp
c-3

    
 A

GS

    
 N

CI-N
87

P
e
rc

e
n
t 
c
o
n
tr
o
l 
(%

)

0
���� 2

10

µg/ml
µg/ml 

µg/ml 

���� 

그림 5. Verteporfin 흡수의 정량적 분석. 100 mm 배양접시에 75% confluence까지 세
포를 배양한 뒤 verteporfin을 투여하여 1시간 동안 노출시킨 다음 세포를 수거하여 용
해 후 원심분리로 얻은 상층액에서 형광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PBS에서 측정한 형광도
를 100%로 하여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하였다. 형광 측정 시 excitation 파장 530 nm, 
emission 파장 610 n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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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  

 

   2 μg/ml의 verteporfin을 투여한 뒤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였다. 광역

동치료 후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세포 모양의 변화는 빛을 

조사한 4시간 후부터 관찰되었는데, 배양 용기 면에 대한 부착이 느슨해

지기 시작하면서 다각형의 모양에서 원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24시간 뒤에는 대부분의 세포가 사멸하며 용기 바닥에서 이탈하는 소견

을 보였다 (그림 6). 조사한 광량에 따른 사멸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광량을 달리하여 광역동치료 후 MTT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한 광량

에 비례하여 NCI-N87과 YGIC-6B 세포주 모두 생존 분획이 감소하였고 

회귀분석을 이용한 광량의 IC25, IC50은 NCI-N87 세포에서는 각각 309, 

565mJ/cm2이었고 YGIC-6B 세포에서는 각각 236, 451mJ/cm2이었다. 

슬라이드에 배양한 암세포에 광역동치료 (IC50) 시행 후 4시간, 24시간 뒤

에 DAPI 염색을 시행하였다. 4 시간에 전형적인 아포토시스의 소견이 관찰

되었고, 24 시간 뒤에는 핵이 완전히 이탈하여 대부분의 세포가 사멸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림 7). 

 

A B C

 
그림 6. 광역동 치료에 따른 세포의 형태변화.  60 mm 배양접시에 배양된 NCI-N87 
세포에 verteporfin (2 μg/ml)을 투여하여 1시간 노출시킨 후 550 mJ/cm2 (IC50)의 
광량을 조사한 뒤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A. 대조군. B. 광역동치료 후 4시간. 배
양접시 바닥과의 부착이 느슨해지고 세포 모양이 둥글게 변하였다. C. 광역동치료 후 24
시간. 대부분의 세포가 바닥에서 이탈하여 사멸하는 소견을 보였다. (x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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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N87 

YGIC-6B 

Control              4 hours              24 hours 

그림 7. 광역동치료 후 DAPI 염색. Chamber 슬라이드에 1x104 세포를 분주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한 뒤에 verteporfin (2 μg/ml)을 이용하여 광역동치료 (광량 IC50)를 시
행한 뒤에 DAPI 염색을 시행하였다 (x400). 4시간 뒤에 크로마틴의 농축이 관찰되며 
24시간 뒤에는 절반 이상의 세포에서 핵이 유출되며 사멸하는 소견을 보였다.  
 

3.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 기전 

 

  슬라이드에 배양한 암세포에 광역동치료 (IC50) 시행 후 4시간, 24시간 

뒤에 시행한 DAPI 염색상에서 전형적인 아포토시스의 소견을 보였기 때

문에 광역동치료 후 아포토시스의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활성이 

유발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광역동치료 후 1시간과 3시간에 DNA 절

편이 유발되는지 분석하였는데 NCI-N87과 YGIC-6B 세포주 1시간부터 

전기영동 상 계단형의 DNA의 절편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8). 

NCI-N87 세포주에서 광역동 치료 전후에 시행한 TUNEL 분석상에서도 

아포토시스 분획이 광역동치료 0, 1, 3시간에 각각 11.1%, 14.6%, 30.9%

로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9).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작되는 아포토시

스에 관여하는 caspase 9과 세포막에서 시작되는 아포토시스에 관여하는 

caspase 8의 활성도를 형광흡광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두 세포주 모두 광역동치료 후 30분에 caspase 8, 9의 활성화

가 관찰되었고 이는 2시간에도 관찰되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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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NA 절편 분석. A. NCI-N87. B. YGIC-6B. 준비된 세포를 용해완충액으로 
42℃에서 서서히 흔들면서 밤새 용해 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취한 상층액으로부터 
phenol-chloroform-isoamyl alcohol (25:24:1, Sigma)을 이용하여 저분자량 DNA를 
추출한 뒤 에탄올로 침전 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핵산 침사를 얻었다. 핵산 침사에서 
RNA를 제거하고, 2 %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였다. 
Caspase 9 억제제 Ac-LEHD-CHO (25 µM)을 30분간 전처치 한 경우 DNA 절편의 
발생이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Paclitaxel을 전처치한 경우에는 0분에도 희미한 DNA 절
편이 관찰되었고 광역동치료 후에는 DNA 절편이 비처치군에 비하여 훨씬 강한 밴드로 
관찰되었으며 caspase 억제제에 의하여 DNA 절편의 발생이 억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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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1.4%     14.6%       30.9% 

Control            0 min          60 min             180 min 

그림 9. TUNEL 분석. 60mm dish에 75% confluence를 이루도록 NCI-N87 세포를 
배양한 뒤에 5x105 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1일 간 배양 후 verteporfin (2 μg/ml)을 이
용하여 광역동치료 (IC50)를 시행한 뒤에 TUNEL 분석을 시행하였다. 아포토시스 분획
이 광역동치료 후 증가하여 3시간에 3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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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aspase 8, 9 활성도 분석. 60mm 배양접시에 5x105 개의 NCI-N87 세포를 
분주하여 1일 간 배양, 광역동치료 (IC50)를 시행한 다음 세포를 수거하여 색소법을 이
용하여 caspase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광역동치료 후 30분부터 caspase 활성도가 증가
해있으며 240분에도 증가된 활성도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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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eporfin이 선택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됨이 확인되었기 때문

에 caspase 9과 3의 활성화를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는데, 두 세포주 모두 광역동치료 후 30분 내지 45분에 

caspase 3, 9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그림 11).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작

되는 아포토시스의 과정에서는 세포질 내로 cytochrome C의 유리가 관

찰되므로 치료 전후에 세포질 분획에서 cytochrome C의 변화를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포에서 추출한 단백

에서 cytochrome C의 양은 치료 전후에 변화가 없었으나 세포질 분획에

서 cytochrome C의 양은 광역동치료 후에 크게 증가함이 관찰되어 광역

동치료로 인하여 세포질 내로 cytochrome C의 유리가 발생함을 확인하

였다 (그림 12).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 cytochrome C의 방출을 유발하는 Bax, 

Bid 단백에 대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시행한 결과, 광역

동치료 후에 이들 단백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3, 14). 이

는 미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광활성물질에 의하여 직접적으

로 cytochrome C의 방출이 유발됨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생각되었다. 

활성화된 광활성물질에 의하여 손상 받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되는 

cytochrome C를 매개로 하여 아포토시스가 유발된다면, caspase 9의 

억제제를 전처치한 뒤에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세포사멸이 억제되

는 소견이 관찰되어야 하므로, caspase 9 억제제 25 µM을 30분 동안 

전처치한 뒤에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여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군과 비

교하였다. DAPI 염색상, 광역동치료 후 4시간에 전형적인 아포토시스의 

소견을 보이는 세포가 caspase 9 억제제 전처치군에서 상대적으로 감소

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치료 후 24시간에는 전처치에 의한 효과가 관찰

되지 않았다 (그림 15). DNA 절편 분석에서는 caspase 9 억제제를 전

처치한 경우에 광역동치료 후 2 또는 3시간에 관찰되는 DNA 절편의 

밴드가 감소하였다 (그림 8). 이는 caspase 9의 억제제에 의하여 아포

토시스의 유발이 일정시간 동안 어느 정도는 억제 또는 지연되지만, 결

국에는 아포토시스로 진행하는 소견으로, 광역동치료 후 강력한 아포토

시스의 활성화가 억제제의 의한 억제효과를 압도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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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광역동치료 후 caspase 3, 9의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분석. 
Paclitaxel (3nM)과 caspase 9 억제제 Ac-LEHD-CHO (25 µM) 전처치 여부에 따라 
광역동치료 (IC50)를 시행한 뒤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시행하였다. 광역동치
료 후 caspase가 활성화되면서 전구형태의 caspase 양이 감소하였다. Paclitaxel을 전
처치 시 광역동치료 직후 (0분)에도 다소 감소해 있어 이미 어느 정도 caspase가 활성
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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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 9 inhibitor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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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광역동치료에 따른 cytochrome C의 세포질 내 유리. Paclitaxel (3nM)과 
caspase 9 억제제 Ac-LEHD-CHO (25 µM) 전처치 여부에 따라 광역동치료 (IC50)를 
시행하여 준비된 세포를 수거하여 세포질 분획을 분리한 뒤 세포질 분획과 총 세포에서 
분리한 단백으로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시행하였다. 광역동치료 직후부터 (0
분) 세포질로 유출된 cytochrome C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2-3시간에 현저한 증가를 보
였다. 광역동치료 직후에도 관찰되는 세포질 cytochrome C는 빛을 조사함과 동시에 미
토콘드리아에 손상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cytochrome C의 유출이 시작됨을 시사한다. 
Paclitaxel 전처치 시 cytochrome C의 유출이 더욱 증가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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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광역동치료에 따른 Bax의 Western blot immunostaining. Paclitaxel (3nM)과 
caspase 9 억제제 Ac-LEHD-CHO (25 µM) 전처치 여부에 따라 광역동치료 (IC50)를 
시행하여 준비된 세포를 수거하여 세포질 분획을 분리한 뒤 세포질 분획과 총 세포에서 
분리한 단백으로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시행하였다. 광역동치료 전후에 세포
질 내 Bax 단백 양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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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광역동치료에 따른 Bid의 Western blot immunostaining. Paclitaxel (3nM)과 
caspase 9 억제제 Ac-LEHD-CHO (25 µM) 전처치 여부에 따라 광역동치료 (IC50)를 
시행하여 준비된 세포를 수거하여 총 세포에서 분리한 단백으로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시행하였다. 광역동치료 후 Bid 단백 양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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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aclitaxel과 caspase 9 억제제 전처치 여부에 따른 DAPI 염색. Chamber 슬
라이드에 1x104 개의 YGIC-6B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뒤에 paclitaxel 
(3nM)과 caspase 9 억제제 Ac-LEHD-CHO (25 µM) 전처치 여부에 따라 
verteporfin (2 μg/ml)을 이용하여 광역동치료 (IC50)를 시행한 뒤 DAPI 염색을 시행
하였다. Caspase 9 억제제 전처치 시 광역동치료 단독군에 비하여 처치 후 4시간에는 
세포의 사멸이 다소 억제되었으나 24시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aclitaxel 전처치 
시에는 4시간부터 많은 세포에서 사멸이 진행되고 있으며 24시간에는 거의 100%의 세
포가 완전히 사멸하였으며 caspase 9 억제제의 의한 억제효과는 없었다. Pct, 
Paclitaxel; PDT, Photodynamic therapy; Inh, Caspase 9 inhibitor. (X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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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광역동 치료의 증강효과 

  Paclitaxel은 G2-M 세포 주기 정지와 아포토시스를 유발한다. 우선 

 

 

paclitaxel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와 세포사멸 효과를 MTT 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NCI-N87과 YGIC-6B 세포주에서 IC25는 각각 4.8 nM, 

5.1 nM이었고 IC50은 각각 11.3 nM, 13.1 nM이었다. Paclitaxel 전처치

에 의한 광역동치료의 증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4시간 전에 IC25의 

paclitaxel을 4시간 동안 처치한 다음 IC25, IC50의 광량으로 광역동 치

료를 시행하였다. 광역동치료 후 48시간에 시행한 MTT 분석상 

paclitaxel 전처치군에서 세포의 생존 분획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이

는 paclitaxel과 광역동치료 각각의 효과를 산술적으로 더한 값보다 컸

다 (자료 제시 안 함). Paclitaxel의 전처치에 의한 상승효과를 산술적으

로 측정하기 위하여 증강지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IC25의 

paclitaxel을 전처치한 후 광량을 달리하여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여 

MTT 분석을 시행한 다음 paclitaxel 자체에 의한 증식억제 효과를 보

정함으로써 표준화된 생족곡선을 구하였다. 그림 16과 같이 paclitaxel

을 전처치하였을 때, NCI-N87, YGIC-6B 두 세포주 모두에서 증강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16), 전처치 여부에 따른 광량의 IC25, IC50을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증강효과를 지수화하였을 때, NCI-N87, YGIC-

6B 세포주에서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증강지수는 각각 1.25, 1.21로 

뚜렷한 상승효과를 보였다 (표 1). MTT 분석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

고자 NCI-N87 세포주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콜로니 형성 분석을 시

행하였다. Paclitaxel 전처치군에서 광역동치료 후 14일 째 측정한 콜로

니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표준화된 생존곡선을 얻었을 때, MTT 

분석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상승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7). 

Paclitaxel 전처치 여부에 따른 효과를 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을 

때, 광역동치료 단독군에 비하여 paclitaxel 전처치군에서 세포주기의 

G2-M 분획과 subG1 분획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18).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효과를 DAPI 염색으로 관찰한 결과, 전처치

를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광역동치료 후 4시간에 전형적인 아포토

시스의 양상을 보이는 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24시간 뒤에는 거

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사멸한 소견을 보였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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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aclitaxel 전처치 여부에 따른 광역동치료 후 생존곡선. Paclitaxel (IC25, 
3nM)을 24 시간 전에 4시간 동안 전처치 후 verteporfin (2 μg/ml)을 이용한 광역동
치료를 시행하여 MTT분석으로 생존곡선을 얻었다. Paclitaxel 자체의 의한 사멸효과를 
보정한 뒤 광역동치료 단독군과 비교하였다. 전처치군에서 생존곡선의 하방전위는 상승

다. PDT, Photodynamic therapy; Pct, Paclitaxel 
 

 

 1.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하여 유도된 광역동민감화에 대한 증강지수 

Cell Treatment IC25 
(mJ/cm2) ER IC50 

(mJ/cm2) ER IC75 
(mJ/cm2) ER ER 

Mean 

효과를 의미하며 계산된 증강효과는 NCI-N87 세포에서 1.25, YGIC-6B에서 1.21이었

 
 

표
 

PDT only 309 565 821 NCI-

N87 Pct + PDT 244 
1.27 1.25 1.24 

453 662 
1.25 

PDT only 236 451 666 YGIC-

6B Pct + PDT 185 
1.28 1.19 1.16 1.21 

379 572 
 
PDT, Photodynamic therapy; Pct, Paclitaxel; ER, Enhance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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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aclitaxel 전처치 여부에 따른 콜로니형성 분석. A. Crystal violet으로 염색한 
콜로니. B. 콜로니 수를 측정한 생존곡선. Paclitaxel (IC25, 3nM)을 24 시간 전에 4시간 
동안 전처치 후 verteporfin (2 μg/ml)을 이용한 광역동치료를 시행한 뒤 NCI-N87 
세포 1 X 103개를 60 mm 배양접시에 분주하여 14일간 배양한 다음 crystal violet로 
염색하여 형성된 콜로니수를 측정하였다. 상승효과는 MTT 분석과 마찬가지로 
paclitaxel에 의한 효과를 보정하여 계산하였다. PDT, Photodynamic therapy; Pct, 
Paclita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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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
양접시에 배양한 세포에 paclitaxel 전처치 여부에 따른 광역동치료 시행 후 trypsin을 
이용하여 세포를 수거한 뒤 propidium iodide 염색 후 FA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aclitaxel을 전처치한 경우에 subG1 분획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다. 

  전기영동으로 DNA 분절을 확인한 소견도 마찬가지로 paclitaxel 전

IV. 고 찰 

 

  연구자는 암세포에서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여 아포토시스 과정의 활성

8. NCI-N87 세포주에서 광역동치료 후 flow cytometry 분석 결과. 60 mm 

 

 

처치 군에서 저명한 DNA 분절이 다량으로 관찰되어 아포토시스가 보다 

빠른 시간에 강하게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8). Paclitaxel 전처치 

여부에 따른 단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cytochrome C, Bax, Bid, 

caspase 3, 및 caspase 9에 대한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시

행하였다. 광역동 단독 치료군과 마찬가지로 cytochrome C, caspase 3, 

caspase 9의 활성화가 확인되었고 (그림 11, 12) Bax, Bid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3, 14).  

 

 

 

화가 유도됨을 확인하였고, 항암제인 paclitaxel을 전치함으로써 광역동

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연구자는 광활성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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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eporfin을 이용하였던 바, verteporfin은 안과영역에서 주로 이용되

는 광활성물질로 당뇨병성 망막증 등의 질환에 이용되며 실험실에서 세

포에 투여하면 1시간 내에 충분한 양이 세포 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세

포를 이용한 연구에 적합하다.65,66 광역동치료에 있어서 손상이 유발되

는 세포 소기관은 광활성물질의 세포 내 분포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

는 체내 또는 실험실에서 광활성물질 투여 후 레이저를 조사하면 빛에 

의하여 활성화된 광활성물질로부터 형성되는 반응성산소종에 의하여 효

과가 나타나는데, 세포 내에서 형성된 반응성산소종은 반감기가 0.04초 

이하로 극히 짧아서 작용범위가 0.02 µm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다.22 광활성물질에 따라 분포위치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특정 광활성

물질에 의한 사멸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활성물질의 세포 내 흡수 

및 분포 양상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verteporfin의 

흡수를 암세포주를 포함한 여러 세포 주에서 조사하였는데 1 시간 이내

에 핵을 제외한 세포질 내로 미만성으로 흡수됨을 확인되었으며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을 때 투여한 농도에 비례하여 흡수된 양이 증가하였다. 

세포 내 분포위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흡수되

는 Rhodamine123와 이중 염색한 결과 verteporfin과 위치가 중복되는 

소견을 보여 verteporfin이 선택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고농도로 흡수되

었음을 시사하였다. Runnels 등63은 실험실에서 난소암세포주에 

verteporfin을 투여하여 세포 내 흡수와 위치를 분석하였는데 선택적으

로 미토콘드리아에 분포하고 일부가 미만성으로 세포질 내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연구자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새로운 광활성물질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개발된 물질의 세포 내 분

포 양상에 대한 연구는 약물의 생화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

인 부분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광활성물질의 세포 내 분포와 목표 소기

관은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 내에서 광역동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 라이소자임, 세포막 등이다. 미토콘드리아

에 축적되는 광활성물질에는 연구자가 사용한 verteporfin 외에도 

photofrin, aminolevulinic acid 등이 있다.67,68 tetraphenylporphyne 유

도체,69 chlorine,70 sulfonated aluminum phthalocyanine71 등은 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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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에 고농도로 축적되고, meta-tetrahydroxylphenyl chlorine은 미

만성으로 세포질에 분포한다.72 광활성물질에 따라 세포 내 분포위치가 

다르다는 점은 각 물질이 광활성화되었을 때 세포에 주는 손상은 물론 

세포의 죽음을 유발하는 기전에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로 세포막

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광활성물질은 괴사를 통하여 세포의 죽음을 유

발하는데 반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광활성물질은 아

포토시스 과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의 죽음을 유도한다. 아포토시스

는 생리적인 과정으로서 정상조직의 재구성, 발생 등의 과정에 필수적인 

기전으로서, 세포의 축소, 핵 변연에 크로마틴의 응축, DNA의 절단 등

이 수반되며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조각을 세포가 갈라지면서 아포

토시스체(apoptotic body)가 발생한 뒤 대식세포나 주변 세포에 의한 

탐식작용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염증반응이 유발되지 않는다. 반면에 괴

사에 의한 세포의 사멸에서는 세포막이 붕괴되면서 세포가 융해되어 세

포질 내용물이 주변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염증반응이 수반된다. 

   연구자는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동치료에서 광활성화에 의한 세

성화되기 위해서는 수 시간에서 수 

포사멸의 기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미경적인 변화, DAPI 염색을 이용

한 핵 모양의 변화, MTT 분석, flow cytometry, TUNEL 분석 및 전기

영동을 이용한 DNA 절편 확인을 시행하였다. 현미경적인 변화는 광역

동치료 세 시간 후에 세포의 모양이 둥글게 변하면서 배양용기 바닥 면

과의 부착이 느슨해지는 양상을 보였고, 6시간이 경과하자 바닥으로부터

의 이탈이 관찰되었고 24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모든 세포가 이탈하

여 사멸한 소견을 보였다. DAPI염색의 결과는 보다 분명한 아포토시스

를 보였는데, 광활성화 손상을 받은 4시간에 크로마틴의 응축 등 전형적

인 아포토시스 과정을 보이는 세포가 관찰되어 아포토시스의 활성화를 

시사하였고 24시간에는 거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사멸하면서 핵이 이탈

한 소견을 보였다. 사멸의 기전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

한 TUNEL분석과 DNA절편 분석에서 모두 아포토시스 과정의 활성화

를 시사하였다. 또한 아포토시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caspase의 활성화도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포토시스 과정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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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필요하지만,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은 그 반응이 신속하다는

데 특징이 있다. 광역동치료 후 30분만 경과하여도 아포토시스 과정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생화학적 표지자의 변화가 발견되며,73 본 연구에서

도 광역동치료 30분 뒤 분명한 DNA의 절편이 전기영동으로 확인되었

다. 신속하게 아포토시스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생리적인 아포토시스

와는 달리 광역동치료에 의해서는 후기 단계의 아포토시스 과정이 직접

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73 산소에 의한 세포 내 소기관의 

과산화에 따른 손상은 주로 superoxide anion radical (O2-), 과산화수

소 (H2O2), singlet oxygen (1O2), 및 hydroxyl radical (OH)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은 광활성물질이 빛을 흡수하여 

활성화 에너지의 일부를 산소에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singlet 

oxygen을 생산함으로써 유발된다.74  

   광활성물질에 따라서 세포 내 분포하는 위치가 다르고 반감기가 극히 

짧은 반응성산소종에 의하여 손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광역동치료에 의한 

효과는 세포 내 광활성물질의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Verteporfin이 미만성으로 세포질 내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많은 

양이 선택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미토콘드

리아에 의한 아포토시스에서 핵심적인 과정으로 알려진 cytochrome C

의 유리를 분석하였던 바,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분석에서 세포

질분획에서의 양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광역동치료 후 세포질 내로 

cytochrome C가 유리됨을 확인하였다. 미토콘드리아 막의 투과성은 아

포토시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이다.75-77 미토콘드리아

의 투과성은 permeability transition pore complex (PTPC)라는 복합

단백체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이 접촉하는 부위에 형성되며, 

voltage-dependent anion channel (VDAC), adenine nucleotide 

translocator (ANT), cyclophyllin D, peripheral benzodiazepine 

receptor (PB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77-79 PTPC를 통하여 

cytochrome C의 유출이 일어나는데 Bax, Bak 단백과 같은 전아포토시

스 인자 (proapoptotic factor)가 활성화되어 미토콘드리아로 전이되어 

PTPC에 결합함으로써 개구되어 cytochrome C의 유출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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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고 있다.80 Belzacq 등26은 실험실에서 verteporfin을 이용한 광역

동치료에 의하여 아포토시스가 유도될 때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경막전위 

(transmembrane potential)가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고, verteporfin의 

표적이 PTPC를 구성하는 단백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ANT라고 보고하였다.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위와 기능을 유지하는 다른 

단백인 peripheral benzodiazepine 수용체,81 cyclophyllin D,82 

hexokinase,83 cytochrome C oxidase84 등도 광활성물질 및 광역동치

료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광역동치료 후 cytochrome C의 유리

는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38,85,86 본 연구에서 1-2분간 

빛을 조사한 뒤 바로 추출한 단백의 세포질 분획에서도 cytochrome C

의 유리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생성된 반응성산소종에 의하여 일정 시간 

이상 손상을 받은 뒤에 미토콘드리아에서 cytochrome C가 유출되는 것

이 아니라, 반응성산소종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즉각적인 손상이 유

발되면서 cytochrome C가 방출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Granville 등38도 

verteporfin을 이용하여 cytochrome C의 유리를 분석하였는데 연구자

와 마찬가지로 광역동치료 직후부터 세포질 내로 유리된 cytochrome C

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생리적인 반응으로 유발되는 아포토시스에서 미토콘드리아로부터 

 

cytochrome C의 유리에는 pore complex의 개폐에 관여하는 Bax, Bid

와 같은 아포토시스 유발인자가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유입된 다음 

channel이 열리면서 cytochrome C의 유출이 유발된다.77,80,87,88 유리된 

cytochrome C는 Apaf-1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caspase 9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이어서 caspase 3의 활성화가 유도된다.89,90 하지만 광역동치

료에 의한 cytochrome C의 방출에는 Bax나 Bid와 같은 아포토시스 유

발인자의 유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간적인 지연이 없이 광역

동치료의 시작과 함께 바로 아포토시스 과정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Bax와 Bid의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분석

에서 세포질 내 Bax나 Bid의 활성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은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Bcl-2 과발현으로 caspase의 활성화는 억제할 수 있으나, 

cytochrome C의 방출은 억제할 수 없었다는 보고는 연구자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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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86,91  

   광역동치료는 우수한 치료효과, 적은 부작용, 선택적인 암세포의 사

멸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임상에서의 효용성이 크게 기대되는 치

료법에는 분명하다. 이미 식도암, 폐암, 두경부암, 담관암 등의 치료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도입되어 일부 기관

에서 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진행성 암에서는 고식적인 요법으로 치

료에 이용되는 바 폐쇄성 식도암에서는 식도의 개통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시술되며, 담관암에서는 담관의 배액에 이용되기도 한다. 광역동치료

가 근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조기암이어야 하는데 이는 조

사한 레이저가 조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깊이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

이다. 즉, 조사한 빛이 도달하기 쉬운 표층의 암조직에는 충분한 광량이 

도달함으로써 충분한 세포사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나 심층의 암조직

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하더라도 세포사멸을 유발할 만큼 충

분히 광활성 물질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광역동 치료 

후에 암이 재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광역

동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실험실 수준에서 연

구되었고 일부는 제한된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였다. 광

역동 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약제의 병용 투여는 이론상의 근거

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물질이 임상에서 광역동 치료와 함께 

이용된 적은 없다. 연구자는 항암제를 전처치 함으로써 광역동치료의 효

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광역동치료에 의하여 유발

되는 세포사멸은 반응성산소종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 이는 암 치료에 

흔히 이용되는 방사선치료에 의한 세포사멸과 기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방법은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5-fluorouracil, cis-platin, paclitaxel, 

gemcitabine 등이 강력한 방사선민감화 약물 (radiosensitizer)로 알려

져 있다.56,59,64,92 따라서, 이들 약물을 광역동치료에 함께 투여함으로써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전처치할 항암약물로 paclitaxel

을 선택하였다. 이는 광역동치료를 시행 후에 세포주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명하지는 않지만 G2-M주기에 세포의 축적이 발견되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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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litaxel은 G2-M주기에 세포주기의 정지를 유발하는 저명한 약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paclitaxel은 microtubule의 탈중합을 억제

함으로써 작용을 나타내는 바, Berg 등93의 보고에 의하면 세포질에 분

포한 광활성물질의 일부는 microtubule에 축적되어 활성화시 튜블린의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IC25 용량의 paclitaxel과 광량을 이용한 광역동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MTT 분석의 결과는 각각의 산술적 합보다 큰 효과를 보

여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한 상승효과를 시사하였다. 항암약물을 전처치 

함으로써 얻어지는 증강효과는 단순한 산술적 합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 민감화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증강지수

(enhancement ratio)의 개념을 도입하였다.59,64 즉, IC25의 paclitaxel 

용량을 고정하여 전처치한 뒤 광량을 증가시키면서 광역동치료를 시행하

여 생존곡선을 구한 다음, paclitaxel에 의한 효과를 보정한 생존곡선을 

구하여 광역동치료 단독 처치군과 비교함으로써 증강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MTT 분석상 paclitaxel 전처치군에서 paclitaxel에 의한 효과를 

보정한 생존곡선이 광역동치료 단독군에 비하여 하방 전위되어 

paclitaxel에 의한 민감화를 의미하였다 (그림 16). Paclitaxel 전처치 

여부에 따른 광역동치료의 IC25, IC50 값을 구하여 비를 구하면 전처치에 

의한 증강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 NCI-N87, YGIC-6B 세포주에서 증

강지수는 각각 1.25, 1.21로 나타났다. 증강지수가 1.1 이상이면 뚜렷한 

민감화를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paclitaxel을 전처치에 의하여 광역동

치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감화는 콜로니 

형성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paclitaxel을 

전처치 함으로써 광역동치료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광역동치료 후 완전관해가 유발된 뒤 수 개월 뒤에 재발이 발생하는

원인은 완전한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존 암세포의 생존과 재증식에 

의한다. 본 연구에서, 광역동치료 후 24시간에 시행한 DAPI 염색상 

90% 이상 대부분의 세포는 완전히 사멸하여 핵질이 세포 밖으로 유출

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완전히 사멸되지 않은 소수의 세포는 온전한 핵 

형태를 유지한 채 생존해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는 광활성물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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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 레이저 조사와 동시에 미토콘드리아로부터 cytochrome C의 유리

가 발생하지만, cytochrome C의 세포질 내 유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아포토시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복하는 세포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cytochrome C의 유출은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나, 최근에 

cytochrome C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사멸하지 않고 회복하여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94-96 이는 cytochrome C의 유출에 의한 

아포토시스 과정이 비가역적인 최종적 단계가 아니라 양적인 개념으로 

일정 역치 이상의 유출과 비가역적인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유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광량을 조사 받지 않은 세포에서는 충분

한 량의 cytochrome C의 유출이나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

음으로써 수리와 회복을 거쳐 생존할 수 있다. Paclitaxel의 전처치는 암

세포를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광역동치료에 대한 민감도를 증

가시킴으로써 적은 광량으로도 완전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DAPI 염색에 의하면, paclitaxel을 전처치

한 경우에는 광역동치료를 시행한 24시간 뒤에 거의 100%의 세포가 

완전히 사멸한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있다. Paclitaxel을 전처치 함으

로써 광역동치료에 의한 아포토시스 과정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보다 

완전한 사멸은 유도했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나, 광역동치료에 대한 민감

성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기전에 대한 자세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역동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이용되었던 항암제는 

adriamycin이 유일하다. Adriamycin은 광활성물질과 마찬가지로 미토

콘드리아에 축적이 되면서 반응성산소종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항암약물

이기 때문에 상승효과의 가능성이 제시되어 Streckyte 등48은 

photohem을 이용한 광역동치료에 adriamycin을 병합하였으나 상승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paclitaxel에 의한 상

승효과가 paclitaxel에 의하여 유발된 G2-M 세포주기의 정지에 기인하

는지 아니면, paclitaxel에 의하여 이미 어느 정도 아포토시스 과정이 활

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광역동치료에 의한 손상으로 아포토

시스 과정이 증폭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Paclitaxel은 반응성산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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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을 증가시키거나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되는 항암제가 아니기 때문

에 adriamycin과는 작용기전이 상이하다. Paclitaxel에 의하여 G2-M 

주기에 정지가 유발된 세포는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증가하듯이 

광역동치료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Paclitaxel은 G2-M 

주기의 정지뿐 아니라 실험실은 물론 체내에서 아포토시스 과정의 활성

화도 유발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97-99 낮은 용량의 paclitaxel에 의하

여 전격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아포토시스 기전이 활성화되어 있고 G2-

M 주기에 있는 암세포에서 광역동치료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아포토시스의 과정의 활성화가 신속하게 유발됨으로써 반응이 증폭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DNA 절편 분석상 paclitaxel 전처치군에서 30분 뒤

에 뚜렷한 DNA 분절이 확인된 점과 세포질 내로 유출되는 

cytochrome c의 양도 더욱 증가한 소견은 비전처치군에 비하여 증가된 

소견은 paclitaxel 전처치에 의하여 아포토시스 과정의 활성화가 보다 

강하고 신속하게 유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소견이다. Paclitaxel에 의한 

민감화를 자세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포주기에 따라 광역동치료에 대

한 민감성이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

러 이미 방사선민감화 약물로 알려진 기존의 5-fluorouracil, cis-

platin, gemcitabine 등과 같은 항암제에 의한 상승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이상의 결과는 실험실상에서 암세포주를 대상으로 광역동치료를 시행 

하였을 때 세포의 죽음을 유발하는 주된 기전은 아포토시스의 활성화이

며 microtubule 억제제인 paclitaxel을 전처치 함으로써 광역동치료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암제를 병합함으

로 유발된 광역동치료의 상승효과는 임상적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한 방

법으로서 in vivo 연구와 아울러 임상적인 연구를 통하여 인체 내에서도 

상승효과가 유발되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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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ed by the activated photosensitizer after 
irradiation with light of specific wave length. As the PDT is 

carcin

paclita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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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dynamic therapy (PDT) is based on

relatively tumor selective, safe, and effective, the indications have 
been broadened. The mechanism of cell death depends on the 
photosensitizer (PS) used, because the intracellular location of the 
PS differs according to the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m. 
While the PS principally untaken to mitochondria induce rapid 
apoptosis, those to cell membrane cause cell necrosis. Verteporfin 
is one the drugs those accumulate in mitochondria and cause 
apoptosis in cancer cells. Though PDT has many advantages over 
other anticancer treatment, one of the pitfalls of PDT is the limited 
depth of tumoricidal effect that the maximal depth of light 
penetration is less than 10 mm. Development of new PS activated 
by longer wavelength is one of the solution and combination of other 
drugs or molecule to potentiate the PDT effect is another measure. 
The paclitaxel exerts its anticancer effect by inhibition of 
microtubule depolymerization and causes G2-M cell-cycle arrest. 
Recently we found that PDT on cancer cell in vitro causes modest 
G2-M accumulation,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synergistic 
effect by combination of paclitaxel and PDT. To investigate the 
cell-cidal effect and mechanism of cell death induced by PDT, and 
to define whether pretreatment of paclitaxel can enhance the cell-
cidal effect of PDT, we carried out in vitro study in cancer cell lines, 
NCI-N87 and YGIC-6B. In vitro administration of verteporfin 
revealed diffuse cytoplasmic uptake in a dose-depend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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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ancer cells, especially in mitochondria, which was confirmed by 
confocal microscopy after doubling staining with Rhodamine 123 
and verteporfin. PDT induced light dose-dependent cell death in 
both cell lines and the IC25 and IC50 were 309, 565 mJ/cm2 in NCI-
N87 and 236, 451 mJ/cm2 in YGIC-6B cells. Microscopic inspection 
after PDT revealed loosening of cellular attachment to culture dish 
and rounding of shape at 4 hours, and complete detachment and cell 
death at 24 hours. The main mechanism of cell death was apoptosis, 
as increased subdiploid fraction, appearance DNA fragment, and 
increased TUNEL positive cells were defined after PDT. We also 
documented the activation of caspase 3 and 9 by western blots and 
colorimetric analyses of activity. The principal pathway leading to 
apoptosis was thought to be mitochondrial release of cytochrome C 
as immediate increment cytosolic fraction of cytochrome C without 
activation of Bax or Bid was noted by Western blot. When fixed 
dose (IC25) of paclitaxel was pretreated, the cell-cidal effect of 
PDT markedly increased in both cell lines, which was more than 
additive effect. To estimate the effect of paclitaxel on PDT 
enhancement, we combined fixed drug doses (IC25) with increasing 
light doses of PDT in each cell line. The cell-survival data were 
normalized to compensate the drug effect. We calculated the IC25 
and IC50 in PDT alone and PDT pretreated with paclitaxel. PDT 
enhancement ratio was obtained by dividing IC value of PDT alone 
by that of pretreatment. When the ratio was more than 1.0, we 
could say the drug enhanced the PDT effect. The calculated 
enhancement ratio was 1.25 in NCI-N87 and 1.21 in YGIC-6B cells. 
Flow cytometry also revealed marked increment of subdiploid 
fraction when paclitaxel was pretreated. The process of cell death 
of apoptosis was hastened and enhanced by paclitaxel pretreatment, 
which was documented by DNA fragmentation analysis and DAPI 
staining. Cytochrome C release from mitochondria was more 
prominent in paclitaxel-pretreated PDT.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PDT using verteporfin induces cell death by apoptosis 
mediated by direct release of cytochrome C from mitochondria and 
it may be enhanced by pretreatment with paclitaxel before PDT. In 
addition, this is encouraging because this method can be directly 
applied in clinical field, and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document PDT-enhancement effect of paclitaxel by in vivo study.  

ey Words: Photodynamic therapy, Photosensitizer, Paclitaxel, 
Apoptosis, Enhanc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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