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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KCK2 활성 변화가 암세포의 상피중간엽세포 

이행에 미치는 영향 

 

 

Epithelial-to-mesenchymal transition (EMT)과정은 병리학적 

상황에서 상피기원 종양세포주의 침윤성 획득을 통해서 일어나며 

E-cadherin 발현의 감소와 pro-migratory 인자인 N-cadherin의 

발현 증가가 전제조건이 된다. EMT는 다양한 신호전달과정을 통해 

조절되지만 정확한 주요 조절 kinases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Protein Kinase Casein Kinase 2 (PKCK2)는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로써 tumor surveillance, anoikis 저항성 획득 및 

EMT 등에 관여하며 인간의 다양한 종양에서 과 발현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도암 세포에서 PKCK2의 활성 증가에 

따른 EMT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와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윤이 

증가함을 관찰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KCK2 활성 증가가 

세포 배양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동물 모델에서도 암세포의 암전이 

유발에 관여하는지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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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PKCK2의 활성도가 높고 간엽성세포의 (mesenchymal) 

특징을 갖는 유방암 세포주인 MDA-MB-435 세포와 위암 세포주인 

SNU-668 세포에 shRNA를 이용하여 PKCK2 catalytic α subunit을 

인위적으로 knockdown시켰을 때 in vitro kinase assay를 통해 

PKCK2의 활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고, 형태학적으로도 상피 

세포처럼 원형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KCK2의 활성 억제에 따른 EMT 관련 표지자의 변화를 

western blot 분석법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PKCK2를 

knockdown시킨 MDA-MB-435 세포와 SNU-668 세포에서 

대조군에 비해 N-cadherin의 발현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Real-time PCR을 통하여 mRNA 발현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에서도 N-cadherin과 vimentin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PKCK2의 knockdown에 따른 세포의 이동과 침윤의 변화를 

보고자 cell migration assay와 invasion assay를 수행한 결과, 

간엽성 세포의 특징을 갖는 대조군에 비해 PKCK2를 

knockdown시킨 MDA-MB-435 세포와 SNU-668 세포에서 이동과 

침윤이 약 50 % 및 70 %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PKCK2α를 knockdown 

함으로써 활성을 감소시키면 mesenchymal marker인 N-cadh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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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vimentin의 발현이 감소하며, 동시에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윤이 

감소하며 EMT 과정이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PKCK2, cadherin switching, 암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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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 위는 악성 신생물에 의한 것으로 

지난 30 년간 다양한 항암치료법의 발달로 5 년 생존율은 40 % 

대로 증가하였으나, 10 년 이상 생존율은 여전히 낮다. 그 중 암 

환자들의 주된 사망원인의 90 % 이상이 타 장기로의 암전이에 의한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종양 진행, 국소 침윤 그리고 전이 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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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관련된다 1. 따라서 암환자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면 생존율을 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암 전이 억제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항암 약물은 대부분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로써 정상 세포에도 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유발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암의 침윤과 전이 과정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어려웠고, 그 세포 

생물학적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pecific 한 

암전이 관련 물질 marker 와 신호전달체계를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암세포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현상이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EMT) 이며 이러한 EMT 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E- to N-cadherin switching 이 있다 3-4. 

Cadherin 이란 칼슘 의존 세포 부착 물질 (Calcium-dependent cell 

adhesion molecules)로써 다양한 조직에서 정상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Cadherin 의 종류로는 크게 E-

cadherin 과 N-cadherin 이 있다. E-cadherin 은 상피세포에서 

세포 간 결합에 관여하며 N-cadherin (neural cadherin)은 암세포의 

침윤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산발적 형태 유도, 유주능 및 기질 

침윤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5-9. 보통 종양의 진행 동안에 

E-cadherin 은 종종 N-cadherin 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암 세포 

증식 동안의 cadherin subtype 의 전환은 상피암세포 (epith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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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cell)가 세포간의 부착성을 잃고, 간엽세포 (mesenchymal 

cell) 형태를 획득하여 섬유아세포 (fibroblast), 혈관내피세포 

(vascular endothelial cell)와 같은 다른 N-cadherin 발현 

세포들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결국 

세포사멸 (apoptosis)에 대한 저항성 획득, 암세포와 숙주세포 간의 

부착, 암세포의 침윤 및 이동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해줌으로써 

암세포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 9-13. 또한 

EMT 는 TGF-β 나 integrin-linked kinase (ILK)와 같은 다양한 

신호에 의해 상피 세포의 전환이 유도되며, EMT 에서 중요한 전사 

인자로는 Snail/Slug, ZEB1/SIP1, TWIST 등이 있다 14.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E-to N- cadherin switching 에서 중요한 E-

cadherin 의 발현 억제가 Wnt/β-catenin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조절되며 Protein Kinase Casein Kinase 2 (PKCK2)가 

regulator 로써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15-17. 

PKCK2 는 세포 내 산재하여 발현하며, messenger-independent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 로써 2 개의 catalytic α subunit 

과 2 개의 regulatory β subunit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PKCK2 는 세포성장, 사멸 및 증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20. 

특히, 사람의 암세포에서 그 활성이 증가되어 있으며 

형질전환마우스 (transgenic mice)에서 과발현 하였을 때 

유선종양과 림프종이 유발된다고 보고되었다. PKCK2 는 300 개 

이상의 기질을 인산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PKCK2 는 

Dishevelled (Dvl)를 인산화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Wnt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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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며, β-catenin 의 393 번째 Threonine 을 인산화 

시킴으로써시β-catenin 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한 분해를 막아 

단백질 안전성을 증가시켜 핵으로의 이동과 co-transcriptional 

활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PKCK2 는 E-cadherin 억제인자로 잘 

알려진 snail 의 serine 92 번째를 인산화 시킴으로써 단백질 

안정성을 증가시켜 E-cadherin 의 발현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논문이 보고된바 있다 15-17. 따라서 PKCK2 는 Wnt 신호 전달을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 침윤 및 전이를 조절한다 21-22. 이러한 

참고문헌들로부터 유추하여 볼 때, PKCK2 는 Wnt 신호에 관여하는 

Dvl, β-catenin, snail 등의 여러 물질들을 인산화 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EMT 과정에 positive regulator 로서 작용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PKCK2 의 활성이 낮고 E-cadherin 을 

발현하는 식도암 세포주인 TE2 세포에 PKCK2α를 과 발현하는 

안정세포주를 제작하여 EMT 표지자를 확인하였고 PKCK2 의 

활성이 증가된 TE2 세포에서는 E-cadherin 대신 N-cadherin 이 

발현되며, 대조군에 비해 이동과 침윤이 증가되었다. 반대로 

PKCK2 의 활성이 높은 식도암세포주인 HCE4 세포에 shRNA 를 

이용하여 PKCK2 의 활성을 낮춘 세포에서는 N- to E-cadherin 

전환이 일어났으며, 이동과 침윤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위암은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써, 최근 수술 

기법들과 화학요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진행성위암의 치료율은 

낮으며, 사망률 또한 여전히 높다 23-24. 따라서 위암의 생물학적 

특징 그리고 생물학적 예후 인자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위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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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예후 인자로는 혈관내피성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상피성장인자 수용체(EFG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그리고 cyclin D2 의 과 발현 등이 알려져 있다 25-

30. 

최근 보건복지부 암 관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년도 2 위였던 

유방암이 16.1 %로 위암 (15.3 %)을 제치고 처음으로 다발암 

1 위가 됐으며,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66 %나 늘어 증가율 1 위를 

차지한다.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진단되는 유방암은 유선관에 있는 

상피세포로부터 유래된 선관 내 암종이 아메바성 표현형을 획득하여 

유선관을 통해 간, 폐, 뇌 등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에서 N-cadherin 의 과 발현은 세포의 침윤에 

관여하여 암세포와 기질세포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고 보고된바 

있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KCK2 활성 증가가 세포배양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동물 모델에서도 암세포의 암전이를 유발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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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실험의 가설에 대한 모식도(왼쪽) PKCK2의 활성이 높

은 암세포에서는 PKCK2에 의해 snail의 serine92번째가 인산화됨

으로써 snail이 안정화 되며, MZF1 또한 snail의 promoter와 결합

하여 snail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안정화된 snail은 E-

cadherin의 promoter에 붙게 되어 E-cadherin의 발현을 감소시킨

다. MZF1 또한 PKCK2에 의하여 serine 27번째가 인산화됨에 따라 

MZF1 단백질 안정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N-cadherin promoter 

활성이 증가됨으로 E-to-N-cadhein switching을 유도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암세포 전이에 영향을 준다. (오른쪽) 따라서 반대로 암

세포에 PKCK2의 활성을 낮췄을 때에는 snail은 PKCK2의 영향을 

받지 못하여 GSK3β에 의해 인산화 되고 β-TrCP에 의해 

ubiquitinylation이 일어나 degradation되어 E-cadherin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MZF1 또한 안정화되지 못하여 N-cadherin의 발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암세포 전이가 감소될 것이라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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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과 시약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DA-MB-435 세포와 인간 위암 세포주인 

SNU-668은 10 % fetal bovine serum(FBS, Gibco-BRL, Carlsbad, 

CA, USA)과 100 ㎍/ml streptomycin (Gibco-BRL) 그리고 100 

units/ml penicillin(Gibco-BRL)이 첨가되어 있는 RPMI 1640 

배지를 공급해 주었다. 인간 신장 세포주인 HEK-293T세포는 10 % 

FBS와 100 ㎍/ml streptomycin 그리고 100 units/ml penicillin이 

첨가되어 있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Gibco-

BRL)배지를 공급해 주었다. 모든 세포는 37 ℃, 5 % CO2 항온 항습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 PKCK2α knockdown 안정 세포주 제작 

PKCK2 knockdown 세포는 Short hairpin RNAs (shRNAs)를 

발현하는 pLKO.1-puro lentivirus vector (Sigma, USA)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Human casein kinase 2, alpha1 polypeptide 

(CSNK2A1) mRNA 염기서열 (GeneBank™ accession 

number:NM_177559.2)에서 각각 nucleotides 738-758과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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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부위를 표적하는 shCK2를 제작하였다. shRNA 염기서열로는 

각각 5’-CGT AAA CAA CAC AGA CTT CAA-3’와 5’- CCA AGA 

ATA TAA TGT CCG AGT-3’를 이용하였고, pLKO.1-puro empty 

vector를 nega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Envelope glycoprotein 

발현 vector (pMD2.G), gag-pol 발현 vector (pMDLg/pRRE), 

그리고 rev 발현 vector (pRSV-Rev)를 Packaging vector로 

사용하였다. HEK-293T 세포에 polyexpress™ (Excellgen, USA)를 

이용하여 Packaging vector를 1:1:1 비율로 각각 1 ㎍씩 그리고 

target lentiviral vector를 3 ㎍ co-transfection하였다. Virus가 

포함된 세포배양액을 48시간 후에 0.45-㎛ membranefilter 

(Nalgene, USA)로 걸러 7 ㎎/㎖ polybrene (Sigma, USA)을 

첨가하여 표적 세포에 감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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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hRNA lentivirus 합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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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stern blot 분석 

세포는 1 M Tris (pH 8.0), 5 M NaCl, 100 mM EGTA, 10 % NP-

40, and 0.25 % sodium deoxycholic acid,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USB, Cleveland, OH, USA) 

protease inhibitor cocktail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그리고 1 mM sodium orthovanadate (Sigma-Aldrich)가 

들어있는 RIPA buffer로 용해시킨 후 4 ℃에서 13,200 rpm으로 20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만 모아서 새로운 튜브에 옮겨 담고 

Bradford assay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 

정량을 하였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SDS-polyacrylamide gels에 

전기영동 하였고,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s 

(Millipore Co., Bedford, MA, USA)에 transfer하였다.Membrane은 

0.1% (v/v) Tween 20 (Sigma-Aldrich)가 포함된 Tris-buffer (pH 

7.4)와 5% (w/v) nonfat skim milk (BD Biosciences, Sparks, MD, 

USA)를 섞은 완충액에 blocking하고, 1차 항체와 반응시켰다. 1차 

항체는 PKCK2 (Upstate, Charlottesville, VA, USA), HA tag 

(Sigma-Aldrich and Covance, New York city, NY, USA), N-

cadherin and E-cadherin (Zymed Laboratories Inc. South San 

Francisco, CA)를 사용하였고, β-actin (Sigma-Aldrich)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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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DH (Millipore Co., Bedford, MA, USA)는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다.  

2차 항체는 anti-rabbit IgG peroxidase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 그리고 anti-mouse IgG horseradish 

peroxidase (Thermo scientific)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은 Lumi-

Light Western Blotting Substrate (Roche, Indianapolis, IN, USA)를 

이용하였다. 

 

4. PKCK2 in vitro kinase activity assay 

PKCK2의 효소 활성 측정은 γ-32P-ATP를 이용한 kinase 

assay를 수행하였다. 4 ㎍의 bacteria 발현GST-CS (CK2 

substrates) 단백질을 glutathione Sepharose 4B beads와 함께 

60분 동안 반응시키고, 1ⅹkinase buffer (4 mM MOPS, pH7.2, 5 

mM β-glycerolphosphate, 1 mM EGTA, 200 µM sodium 

orthovanadate, and 200 µM DTT)를 이용하여 두 번 

washing하였다. Beads에 150 ㎍의 cell lysates를 총 50 µl의 

kinase reaction buffer [5ⅹkinase buffer 10µ l, magnesium/ATP 

cocktail solution 10 µl (75 mM MgCl2/500 mM ATP 90 µl와[γ-

32P]-ATP 10 µl (100µCi))]와 30℃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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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ⅹ kinase buffer를 이용하여 4번 washing하고 2ⅹSDS sample 

loading buffer 30 µl를 넣고, 12 % polyacrylamide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 하였다. 동일한 양의 GST-CS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coomassie brilliant blue (CBB) 염색을 하였고 

autoradiography를 측정하였다. 

 

5. Quantitative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총 RNA를 easy-spin™ Total RNA extra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Inc,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분리 정제하였다. 

전날 1ⅹ106 cells/plate로 깔아놓은 세포를 1ml의 lysis buffer로 

용해 시킨 후 acid-phenol:chloroform(Sigma) 200 µl를넣어 섞고 

13,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새 tube로 

옮기고 상층액과 같은 양의 binding buffer와 섞어서 column에 

옮긴 후 13,000rpm에서 30초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washing 

buffer A, B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20 µl RNase-free water를 

이용하여 용출하였다. 샘플은 사용하기 전까지 − 80 °C에서 

보관하였다.RNA농도는 NanoDrop 2000c instrument (Thermo 

Scientif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rst strand cDNA는 Invitrogen 

SuperScript® II의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먼저 total RN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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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mole oligodT 1 µl, 10 mM dNTP 1 µl 그리고 최종 부피는 

20µl로 하였다. PCR 기기를 이용하여 65 ℃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곧바로 얼음에 옮긴 후 원심분리하고 5ⅹfirst strand buffer 4 µl, 

0.1M DTT 1 µl, RNase inhibitor 1 µl 그리고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를 첨가하여 42 ℃에서 52분, 

70 ℃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MDA-MB-435와 SNU-668 

세포에서 RNA 발현 변화를 보기 위해 SYBR green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quantitative real-time PCR (qPCR)을 

수행하였다. E-cadherin, N-cadherin, vimentin, PKCK2, 그리고 

snail의 발현 수준을 확인하고자 다음 primer를 사용하였다. E-

cadherin forward, 5’-ACA GCC CCG CCT TAT GAT-3’; E-

cadherin reverse, 5’-TCG GAA CCG CTT CCT TCA-3’; N-

cadherin forward, 5’-CAC AGC CAC AGC CGT CAT-3’; N-

cadherin reverse, 5’-GGC AGT AAA CTC TGG AGG ATT GTC-

3’; vimentin forward, 5’-AAT GAC CGC TTC GCC AAC-3’; 

vimentin reverse, 5’-ATC TTA TTC TGC TGC TCC AGG AA-3’; 

CK2 forward, 5’-TGG ATA TGT GGA GTT TGG GTT GT-3’; 

CK2 reverse, 5’-AAA AAT GGC TCC TTC CGA AAG-3’; snail 

forward, 5’-CCC CAA TCG GAA GCC TAA CT-3’; snail reverse, 



 

17 

 

5’-GGT CGT AGG GCT GCT GGA A-3’. ABI 7300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95 °C에서 10분, 그리고 95 °C에서 15초, 

60 °C에서 1분을 40 cycles 수행하였다. Real-time qPCR은 

triplicate로 진행하였고, 결과는 comparative Ct method(ΔΔCt)로 

상대값을 표현하였다. 

 

6. Cell migration assay 

Oris™ Cell Migration Assay – Collagen I Coated kit (Platypus 

Technologies LLC,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Cell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Silicone stopper가 들어있는 Oris™ Collagen 

I Coated plate에 MDA-MB-435는 5ⅹ104 cells/well 그리고 SNU-

668은 3.5ⅹ104 cells/well으로 세포를 seeding한 후 24시간 동안 

37 ℃, 5 % CO2항온 항습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silicone stopper를 제거하고 0시간에서부터 72시간 까지 well 

중앙의 2mm diameter unseeded region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동성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실험은 duplicate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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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ris™ Cell Migration Assay 모식도

출처: http://www.platypustech.com/discoverAssay

 

7. Invasion assay 

8.0-㎛ pore size polycarbonate membrane transwell

ECMatrix gel이 coating되어 있는 inserts

Cell Invasion Assay kit (ECM invasion chamber 70019. 12 well 

plate, Millipore, Billerica, MA, USA

assay를 수행하였다. upper chamber에

seeding한 후 72시간 동안 37 ℃, 5 % CO

배양하였다. 72시간 후, 면봉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filter를 통해 invading된 세포를

washing한다. 10 % acetic acid를 이용하여

reading을 이용하여 560 nm OD값에서

duplicate로 진행하였다. 

 

모식도 

typustech.com/discoverAssay 

pore size polycarbonate membrane transwell에 

inserts를 포함하는 CHEMICON 

ECM invasion chamber 70019. 12 well 

Billerica, MA, USA)를 이용하여 Cell invasion 

에 3ⅹ105 cells/well의 세포를 

% CO2항온 항습 배양기에서 

이용하여 non-invading 세포를 

세포를 염색한 후 물에 2-3번 

이용하여 용해하고 colorimetric 

값에서 측정하였다. 각각의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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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PKCK2 활성이 높은 위암 및 유방암 세포주 선택 

 

유방암세포와 위암세포에서 PKCK2를 knockdown시킬 적절한 세

포주 모델을 선택하고자 먼저, 3개의 유방암세포와 8개의 위암세포 

중에서 PKCK2 in vitro kinase assay를 통하여 intracellular 

PKCK2 활성도와 western blot 분석을 통하여 EMT와 관련된 

molecules의 발현 패턴을 확인하였다. 11개의 세포주 중에 5개의 

세포주 (MCF7, SNU-16, SNU-719, NCI-N87, MKN45)가 낮은 

PKCK2 활성도를 보였고, 6개의 세포주 (MDA-MB-231, MDA-

MB-435, SNU-668, AGS, MKN1, MKN28)가 높은 PKCK2 활성도

를 보였다 (그림4, 가, 다). 다음, epithelial 표지자인 E-cadherin과

mesenchymal 표지자인 N-cadherin 그리고 vimentin의 발현을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PKCK2 활성이 낮은 MCF7, 

SNU-16, SNU-719, NCI-N87에서 E-cadherin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PKCK2 활성이 높은 MDA-MB-435, SNU-668

에서 N-cadherin과 vimentin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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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KCK2 knockdown 안정 세포주 제작을 위해 PKCK2 활

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N-cadherin과 vimentin을 발현하고 있는 

유방암세포주인 MDA-MB-435 세포와 위암세포주인 SNU-668세

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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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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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유방암 세포주와 위암 세포주에서 Intracellular PKCK2 활성

도와 EMT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 수준. (가)(다) 유방암 세포주 (가)

와 위암 세포주 (다)에서 PKCK2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in vitro 

kinase assay를 수행하였음. Cell lysis buffer(CLB)를 이용하여 세

포추출물을 얻었고, 총 150 ㎍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assay를 수행

하였음. 30 µl 의 1ⅹSDS sample loading buffer를 이용하여 12 % 

SDS-polyacrylamide gels에 전기영동 하였고, coomassie brilliant 

blue (CBB)를 사용하여 염색한 후 GST-CS의 양을 확인한 후 gel

을 건조하여필름에 24시간 동안 노출시켜 얻은 결과임. GST-CS는 

GST로 tagging된 PKCK2 기질이며 이는 loading control로 사용하

였음(아래). 32P-GST-CS는 인산화된 GST-CS를 보여 주었음(위). 

(나)(라) 유방암 세포주 (나)와 위암 세포주 (라)에서EMT 관련 단백

질 수준을 확인하고자, western blot을 수행하였음. 세포 추출물은 

RIPA buffer를 이용하여 얻었고 총 30 ㎍의 단백질을 12% SDS-

polyacrylamide gels에 전기영동 하였음. Antibody는 anti-E-

cadherin antibody, anti-N-cadherin antibody, anti-vimentin 

antibody, 그리고 anti-PKCK2 antibody를 이용하였으며, β-actin은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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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KCK2α knockdown 안정세포주 제작 

 

유방암 세포주와 위암 세포주에서 PKCK2α 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Lentiviral vector-mediated shRNA를 이용하여 PKCK2 catalytic α 

subunit을 인위적으로 silencing 시킴으로써 PKCK2 활성을 낮춘 

안정세포주 MDA-MB-435-shCK2α, SNU-668-shCK2α 그리고 

대조군으로 non-silencing shRNA을 형질도입시킨 MDA-MB-435-

sh-CTR (Control), SNU-668-sh-CTR을 제작하였다. 먼저 MDA-

MB-435-shCK2α와 SNU-668-shCK2α의 PKCK2 활성도를 

측정하고자 PKCK2 in vitro kinase assay를 수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MDA-MB-435-shCK2α와 SNU-668-shCK2α에서 PKCK2 

활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그림5, 가), western blot 분석을 

통하여 대조군에 비해 MDA-MB-435-shCK2α와 SNU-668-

shCK2α에서 PKCK2 단백질 발현 수준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나). 다음으로 세포 모양 변화를 확인 해 본 결과, 

대조군인 MDA-MB-435-sh-CTR과 SNU-668-sh-CTR세포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사모양의 불규칙한 간엽성 형태를 보인 반면, 

PKCK2α를 knockdown 시킨 MDA-MB-435-shCK2α와 SNU-

668-shCK2α 세포는 상피 세포처럼 원형 모양으로 보이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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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림5, 다).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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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KCK2α가knockdown된 안정세포주의 PKCK2 활성과 발현 

수준. (가) 유방암 세포주인 MDA-MB-435 세포와 위암 세포주인 

SNU-668 세포에서 PKCK2α를 knockdown 시켜 안정 세포주를 

제작 한 후 PKCK2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PKCK2 in vitro kinase 

assay를 수행하였음. 세포 추출물을 cell lysis buffer(CLB)를 

이용하여 얻었고 총 150 ㎍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assay를 

수행하였음. 30 µl 의 1ⅹSDS sample loading buffer를 사용하여 

12 % SDS-polyacrylamide gels에 전기영동 하였고, coomassie 

brilliant blue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GST-CS의 양을 확인하고 

gel을 건조한 후, 24 시간 동안 노출시켜 얻은 결과임. (나) 세포 

추출물은 RIPA buffer를 이용하여 얻었고 총 30 ㎍의 단백질로 

western blot을 수행하였음. Antibody는 PKCK2를 이용하였으며, 

β-actin은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음. (다) 현미경 200 배의 

배율로 세포를 관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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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KCK2 knockdown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 EMT 관련 물질의 

발현 

 

EMT가 일어날 때 E-cadherin의 발현 감소와 N-cadherin의 

발현 증가인 E- to N-cadherin switching은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써 Wnt/β-catenin신호전달에 의해서 일어나며, PKCK2는 

Wnt 신호에 관여하는 Dishevelled (Dvl)와 β-catenin 등의 여러 

물질들을 인산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2-13. 

최근 PKCK2는 E-cadherin 억제자이며 전사인자로 알려진 

snail의 serine 92번째를 인산화 시켜 안정화를 유도하여 E-

cadherin의 down-regulation을 유발하며, N-cadherin promoter를 

활성화시키는 전사인자인 MZF1의 27번째 serine을 인산화 

시킴으로써 N-cadherin 발현을 증가시킨다. 

앞선 결과들을 통해 PKCK2α를 knockdown 시켰을때, 

간엽성세포의 특징을 갖고 있던 유방암세포와 위암세포의 형태가 

상피세포성 특징을 갖는 세포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MT와 관련된 mesenchymal marker인 N-cadherin 그리고 

vimentin, epithelial marker인 E-cadherin의 발현 변화를 western 

blot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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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PKCK2를 knockdown시킨 MDA-MB-435-shCK2α와 

SNU-668-shCK2α 세포가 간엽성세포인 MDA-MB-435-sh-

CTR과 SNU-668-sh-CTR 세포에 비해 N-cadherin의 발현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림6, 가, 다), 

PKCK2α가 knockdown됨에 따라 N-cadherin과 vimentin의 

mRNA 발현 수준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나, 라). 

하지만 E-cadherin의 발현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PKCK2가 Snail을 통해 E-cadherin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만 발현이 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 외에도 

twist, slug와 같은 전사인자나 TGF-β 신호전달 체계 역시 E-

cadherin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PKCK2의 

불활성화가 반드시 E-cadherin의 발현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cell 특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종합하여 볼 때, EMT 과정에서 PKCK2는 N-cadherin을 

증가시켜 EMT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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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KCK2 활성에 따른 EMT 관련 물질 발현 변화 확인. (가) 

(다) 세포 추출물은 RIPA buffer를 이용하여 얻었고 총 30 ㎍의 

단백질로 western blot을 수행하였음. Antibody는 E-cadherin, N-

cadherin, vimentin을 이용하였으며, β-actin은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음. 

(나) (라) easy-spin™ Total RNA extraction kit를 이용하여 총 

RNA를 분리 정제하고, SuperScript® II (Invitrogen)를 이용하여 

reverse transcriptase PCR을 통해 cDNA를 합성하였음. 합성한 

cDNA를 가지고 SYBR green master mixture (Applied 

biosystems)로 real-time PCR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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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KCK2가 이동과 침윤에 미치는 영향 

 

E-cadherin 발현 감소와 N-cadherin, vimentin의 발현 증가에 

의해 EMT를 유발하는 간엽성세포가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EMT는 세포의 침윤과 이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된 바 있다31. 

앞선 결과들을 통해 PKCK2α를 knockdown 시켰을 때, 세포의 

형태 변화와 mesenchymal marker인 N-cadherin이 감소함으로써 

EMT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KCK2에 의한 EMT 표지자들의 변화에 따라 이동과 

침윤에 영향을 미치는지 in vitro상에서 확인해 보고자, cell 

migration assay와 invasion assay를 수행하였다.  

세포를 seeding한 후 96시간 뒤 세포 이동성의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PKCK2α를 knockdown시킨 MDA-MB-435-shCK2α 세포는 

간엽성세포의 특징을 갖는 MDA-MB-435-sh-CTR 세포에 비해 

50 % 가량 세포의 이동률이 감소하였으며 (그림7, 가), 위암세포인 

SNU-668-shCK2α 세포 역시 대조군 세포에 비해 약 50 %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7, 나) 뿐만 아니라, 침윤성도 

PKCK2α를 knockdown시킨 유방암세포와 위암세포가 간엽성세포의 

특징을 갖는 유방암, 위암 대조군 세포에 비해 70 %가량 감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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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림7, 다, 라) 

종합하여 볼 때, PKCK2α를 knockdown시켰을 때, 암세포의 

EMT를 억제시켜 암세포의 이동과 침윤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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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KCK2α의 silencing에 따른 세포의 이동과 침윤 감소 확인. 

(가)(나) Oris™ Cell Migration Assay – Collagen I Coated kit 

(Platypus Technologies LLC,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Cell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음. Oris™ Collagen I Coated plate에 

MDA-MB-435는 5ⅹ104 cells/well 그리고 SNU-668은 3.5ⅹ104 

cells/well으로 세포를 seeding한 후 72시간 까지 well 중앙의 직경 

2mm의 unseeded 부분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동성을 확인한 

후 Image J progra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각각의 실험은 

duplicate로 진행하였다. 

(다)(라) CHEMICON Cell Invasion Assay kit (ECM invasion 

chamber 70019. 12 well plate, Millipore)를 이용하여 Cell 

invasion assay를 수행하였음. 3ⅹ105 cells/well의 세포를 

seeding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고, 이동된 부분을 염색한 후 10 % 

acetic acid를 이용하여 용해하고 colorimetric reading을 이용하여 

560 nm OD값에서 측정하였음. 각각의 실험은 duplicate로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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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PKCK2 활성의 증가는 조직의 악성변환과 공격적인 종양의 성향 

(aggressive tumor behavior)과 관련되며32, 신장암33, 유방암34, 

폐암35, 두경부암32, 대장암36 같은 다양한 인간 암세포에서 과발현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본 연구팀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E-cadherin을 

발현하는 식도암 세포주인 TE2 세포에 PKCK2를 과 발현하는 

TE2-CK2 안정세포주를 제작하여 발현양을 확인한 결과, TE2-CK2 

세포에서 E-cadherin의 발현 감소와 N-cadherin의 발현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고, migration assay를 통하여 TE2-CK2 세포가 

대조군에 비해 약 두배 정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KCK2활성이 높은 HCE4 세포의 이동성 또한 대조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식도암 

세포주에서 CK2와 EMT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 후속 연구로써 PKCK2의 활성에 따른 EMT가 

식도암 세포에 국한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유방암 

세포와 위암 세포에서도 EMT를 유발시킴을 증명하였다. 

PKCK2는 tumor surveillance, anoikis 저항성 획득 및 EM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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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상들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높은 PKCK2의 활성이 

procaspase-2의 serine 157번째를 인산화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세포사멸을 저해하여 tumor surveillance를 유도하며 반대로 

PKCK2의 활성이 억제되면 caspase-2가 활성화되며 이는 

procaspase-8을 cleavage시켜 TRAIL (TNF-related apoptosis-

inducing ligand)-저항성 암세포에서 TRAIL-매개 세포사멸이 

유도된다는 것이 밝혀졌다20. 최근에 식도암 세포에서 세포 내 높은 

PKCK2의 활성에 의해 PTEN 단백질의 인산화는 PTEN의 

불활성화를 유도하게 되어 PKB/Akt 활성도를 유지시켜 anoikis에 

대한 저항성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37. 또한 EMT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β-catenin, Wnt 신호전달에 관련된 Dvl, 

LZTS2 및 β-catenin 등이 PKCK2에 의해 인산화 되며 E-

cadherin 억제자로 잘 알려진 snail의 serine 92를 인산화 

시킴으로써 단백질 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E-cadherin의 발현 

수준이 감소함이 보고되었다14-17. 이러한 참고문헌들로부터 

유추하여 볼 때, PKCK2는 EMT 과정에 중요한 조절자로써 

작용한다3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대로 PKCK2의 기능을 

억제함에 따라 EMT 과정이 억제됨을 증명하였다. 

그림 4에서 PKCK2의 발현 수준과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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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mesenchymal marker인 N-cadherin과 vimentin을 

발현하였으며, PKCK2의 발현 수준과 활성도가 낮은 세포는 

epithelial marker인 E-cadherin을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중 

PKCK2를 과 발현하며 활성도가 높으며 간엽성 형태를 갖고 있는 

유방암 세포주인 MDA-MB-435 세포와 위암 세포주인 SNU-668 

세포에 PKCK2α를 knockdown시켜 세포의 형태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방사 모양의 불규칙한 간엽성 형태인 MDA-MB-

435-sh-CTR과 SNU-668-sh-CTR 세포가 PKCK2를 

knockdown시킴에 따라 상피세포처럼 원형의 형태를 보였으며 

이러한 형태학적 변화는 PKCK2 억제에 따라 EMT가 억제된다고 

생각된다 (그림5).  

EMT과정은 정상적인 생리 조건에서 배아 발생과정 동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상황에서 상피 기원 종양 세포 주의 침윤 

형태 획득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또한 EMT 시 E-cadherin 발현의 

감소와 pro-migratory 인자인 N-cadherin의 발현 증가가 일어나며 

실제로 다양한 인간 종양 타입에서 E-cadherin의 감소와 N-

cadherin 발현을 관찰하였다는 보고가 있다4-5. E-cadherin은 

세포간 부착과 배아에서 상피조직 형성에 이용되며 성체에서 

상피조직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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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dherin의 감소는 in vitro상에서 암세포의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동물 모델에서 선종이 암종으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N-cadherin은세포간 부착뿐만 아니라 이동과 침윤에 

관여한다고 알려져있다6-9.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PKCK2α silencing에 따른 EMT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와 이동, 침윤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높은 

전이성 MDA-MB-435 세포와 SNU-668 세포에 비해 PKCK2α를 

knockdown시킨 세포에서는 N-cadherin 발현 수준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그림 6), 이동과 침윤이 약 50 %, 70 % 가량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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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PKCK2는 암세포에서 EMT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PKCK2 활성이 높은 유방암 및 위암 세포주에서 PKCK2α를 

knockdown 함으로써 활성을 감소시키면 mesenchymal marker인 

N-cadherin 및 vimentin의 발현이 감소하며, 동시에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PKCK2는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중요한 분자적 표적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이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

는 약물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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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KCK2 activity on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of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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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EMT occurs pathological situations, such as the acquisition 

of an invasive phenotype in tumor cell lines of epithelial origin. The EMT 

associated with tumor progression involves down regulation of E-cadherin 

expression and increasing the levels of N-cadherin expression, a pro-migratory 

factor. Various signaling pathways are involved in EMT, but th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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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kinases have not been clearly identified. 

Protein kinase casein kinase 2 (PKCK2) is a constitutively active 

serine/threonine kinase overexpressed in many types of human cancer. 

PKCK2 is amultifunctional protein kinase; it plays a key role in acquisition of 

anoikis-resistance, EMT, and also participates in the regulation of apoptosis by 

phosphorylating caspase-2 called tumor surveillance. 

It was reported that increased intracellular PKCK2 activity in esophageal 

cancer cells could induce expression of EMT-related proteins and increase 

motility and invasiveness.  

To develop PKCK2-dependent metastatic animal model, we chose two cell 

lines; one is MDA-MB-435, a human breast cancer cell line, and the other is 

SNU-668, a human gastric cancer cell line. Both cell lines have relatively high 

PKCK2 activity and express N-cadherin instead of E-cadherin, we found that 

when PKCK2α was knocked-down, N-cadherin expression was reduced, and 

motility and invasiveness of cancer cells were decreased. 

Taken together, perturbing PKCK2 activity could be therapeutically beneficial 

to patients suffering from cancer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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