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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xia is a common condition found in a wide range of solid tumors and is often associated with
metastasis and poor clinical outcomes. In the present study, we found that HIF-1α was induced by
cobalt chloride (500 μM) treatment on human lung cancer cells, A549 and H460, for 24 hr. However,
cobalt chloride (500 μM) did not affect cell proliferation of A549 and H460 in 48 hr. Cobalt chloride
(500 μM) additionally induced epithelial-to-mesenchymal-like transition (EMT) such as reduced E-cad-
herin expression and increased α-SMA expression. These results were confirmed by immuno-
fluorecence experiment in H460 cells. E-cadherin was localized on the outer cell membrane. However,
whe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M cobalt chloride for 24 hr, diffuse E-cadherin staining was
observed, characteristic of a migratory mesenchymal phenotype. We also found that cobalt chloride
induced integrin β3 expression and FAK phosphorylation in human lung cancer cells using western
blotting and FACS anlaysis. Our data suggest that integrin β3-induced FAK phosphorylation may be
developed into target molecules for blocking tumor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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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부분의 암환자의 가장 큰 사망 요인은 암의 전이이다.

암의 전이는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데,

악성화된 상피세포가 세포간 유착을 소실하여 이동성을 획

득하는 invasion 단계와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뚫고

들어가는 intravasation 단계, 전신 순환계로 들어온 암세포

가 본래 조직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신

순환계에서 모세혈관을 뚫고 나오는 extravasation을 거쳐 마

지막으로 새로운 숙주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극히 일부의 악성암세포가 제 2의 종양을 형성하게 된

다[6,13]. 암의 전이의 첫 단계인 invasion 단계를 거치기 위해

서는 세포-세포간 부착의 저해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현

상은 epithelial-to-mesenchymal-like transition (EMT)의 현

상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암유전자 신호전달 물질들(Src,

Ras, Ets, integrin, Wnt/beta-catenin and Notch)이 EMT를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2,8,12,23,25]. 특히나 Ras-MAPK는

Snail과 Slug와 같은 전사인자를 활성화 함으로써 E-cadherin

의 전사를 저해하고 이로써 EMT를 촉진한다고 잘 알려져 있

다[19,21,22]. 최근 연구에서는 phosphatidylinositol 3' kinase

(PI3K)/AKT axis의 활성이 EMT를 유도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3,7,10].

국소부착 카이네이즈(Focal adhesion kinase; FAK)은 세포

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단백질(cytoplasmic protein-tyrosine

kinase; RTK)로서 인테그린(integrin) 및 여러 성장 인자 수용

체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이동과 생존을 매개하는 중요한 단백

질이다. 이와 같은 국소부착 카이네이즈는 397번 타이로신 잔

기가 인산화 되어 이를 매개하는 Src-family kinase의 SH2 도

메인이 결합 함으로써 FAK-Src 신호전달을 매개한다[2,8].

FAK은 인간 종양 샘플과 종양에서 유래된 세포주의 발현이

전립선(prostate), 유방(breast), 대장(colon), 난소(ovarian), 폐

(lung) 그리고 갑상선(thyroid)과 같은 여러 조직의 암화 과정

그리고 암세포 전이 동안 발현과 인산화가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2,8,10]. 뿐만 아니라, FAK은 PI3K/PKD1/Akt/

PKB 및 Grb2/SOS/Ras/Raf-1/MEK/ERK을 통하여 세포의

성장 및 생존/사멸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24,27].

저 산소 상태(hypoxia)는 체내 조직 내 산소가 고갈된 상

태로 조직에서 필요한 양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

을 말한다. 저산소증은 조직에 산소가 전혀 공급이 안 되는

무산소증(anoxia)과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낮은 저산소혈증

(hypoxemia)과는 구분된다. 저산소증은 다양한 고형종양

(solid tumor)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생리 현상으로 환자의

나쁜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11,14,28]. 암

세포의 빠른 증식은 저 산소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대부분의 암세포에 과도하게 발현되는 저 산소 유도 인

자(Hypoxia-inducible factor 1; HIF-1)가 활성화 된다. HIF-1

은 HIF-1α와 HIF-1β라는 두 subunit이 heterodimer를 형성

하고 있다[11]. HIF-1α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면서 normoxic

상태에서는 급격히 분해되고, 저 산소 상태에서는 안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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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농도가 증가한다. 저 산소 상태에서 증가된 HIF-1α가

HIF-1β와 dimer를 형성 하여 세포질에서 핵 내로 이동하게

되어 종양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promotor로

작용한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저 산소 상태를 mimic하는 화합물로 주

로 사용되고 있는 cobalt chloride (CoCl2)로 유도한 저 산소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간 폐암세포 EMT 과정에서의 FAK 활

성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FAK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암의 전이의 저해 타겟 물질 후보로서 FAK을 제시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및 저 산소 상태 유도

인간 폐암세포(A549)와 비소세포폐암세포주(H460)를 경북

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로부터 분양 받아 본 실험실에서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A549와 H460세포를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USA)과 10% FBS

(Hyclone, USA)가 함유된 RPMI 1640 (invitrogen, USA)을 사

용하여 37°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중인 세포

는 2-3일에 한번씩 새로운 배지로 바꿔주었다. 저 산소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A549와 H460 세포를 FBS가 없는 RPMI1640

배지에서 하루 동안 키운 후, 100-500 μM의 CoCl2 (Sigma

Chemical Co., USA)를 포함한 RPMI 1640 배지에서 12시간

배양하였다.

MTT assay

A549와 H460 세포에 CoCl2를 적정농도로 처리하고 6-48

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tetrazolium bromide

salt (MTT, Sigma Chemical Co., USA)를 0.5 mg/ml 농도로

희석하여 200 μl 씩 분주하고 3-4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다음 MTT 시약을 제거하고 DMSO를 1 ml 씩

분주하여 well에 생성된 formazin를 모두 녹인 후 96 well

plate에 200 μl 씩 옮겨서 ELISA reader로 540 nm 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이 흡광도는 MTT가 세포에 의해서 환원된

양을 나타내며, 따라서 각 well에 존재하는 생존 세포수와 비

례한다.

Western blot analysis

다양한 조건으로부터 준비된 세포들을 모은 다음, lysis buf-

fer [50 mmol/l Tri-HCl (pH 7.4); 1% NP40; 150 mmol/l

NaCl; 1 mmol/l EDTA; 1 mmol/l phenylmethylsulfonyl flu-

oride; 1 mmol/l Na3VO4; and 5 mg/ml each of aprotinin,

leupeptin, and pepstatin] 을 첨가하여 4°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그 상층

액을 취하였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 한 다음 Laemmli sample buffer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동량의 단백질을 so-

dium dodecyl sulphate (SDS)-polyacrylamide gel를 이용하

여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다음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s 으로 electroblotting 에 의해 membrane으로 전이

시켰다. 전이가 끝난 membrane에 5% BSA가 포함되어 있는

TBST buffer (50 mM Tris-HCl, 150 mM NaCl, and 0.05%

Tween 20)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을 시켰

다. Blocking이 끝난 membrane에 1차 항체를 처리하여 4°에

서 16시간 반응시킨 다음 2차 항체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

간 정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TBST buffer로 충분히

세척하고 Enhanced Chemiluminoesence (ECL) 용액

(Amersham Pharmacia Biotech., USA)을 적용 시킨 다음 암실

에서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 단백질의 양을 분석하였다.

FACS anlaysis

다양한 조건으로 준비된 세포를 0.25% trypsin/0.05%

EDTA를 이용하여 세포를 모은 후, phosphate buffered sal-

ine (PBS)로 두 번 washing을 한다. Washing이 끝난 세포를

0.1 ml PBS에 현탁 시킨 후 실험에 맞는 특이한 항체를 첨

가하여 4°C에서 1시간 정도 반응을 한다. 반응이 끝난 후 10

μg/ml 농도의 형광이 달린 이차항체를 첨가하여 4°C에서 1

시간 반응한 후, Flow Cytometer FACScalibur system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Immunofluorescence assay

세포를 chamber slide에 키운 후, 3.7% formaldehyde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하여 세포를 고정시킨다. 고정된 세포

에 0.25% Triton X-100을 상온에서 5분간 처리함으로써 세포

를 permeablization된 상태로 만든 후, E-cadherin (1:100)과

DAPI (1:5000) 일차항체를 4°C에서 16시간 정도 반응 후 형

광이 달린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반응한다. 반응이 끝

난 샘플은 antifading 용액으로 mounting 한 후 Axiophot

microscope (Zeiss, Thornwood, NY)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결과 및 고찰

인간 폐암 세포에서 CoCl2 처리에 의한 HIF-1α 변화

세포 배양 실험에서 생리적 저산소증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산소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1-5%이며, 이를 위하여 heme

moiety에 있는 철(iron)을 대치하여 환원상태를 지속시켜 저

산소증과 유사한 상태를 만드는 전이금속원소인 CoCl2를 사

용하였다. 인간 폐암세포(A549)에서의 저 산소 상태 조건을

최적화 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의 CoCl2를 처리 후 HIF-1α의

발현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CoCl2 농도 의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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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oCl2 treatment on the cell

growth of human lung cancer cells,

A549 (A) and H460 (B).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500 μM CoCl2 for in-

dicated times. The rate of cell growth

was measured by metabolic-bye-

based MTT assay.

HIF-1α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500 μM에서

최고의 HIF-1α의 발현 증가를 확인 하였다(Fig. 1A). 따라서,

인간 폐암 세포, A549와 H460에 500 μM CoCl2를 24시간 처리

한 후 HIF-1α의 유도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두 세포 모두에서

HIF-1α 발현의 증가를 확인 하였다(Fig. 1B).

인간 폐암 세포 증식 억제 효과

Ardyanto [1], Corley [5] 그리고 Lee [9]의 연구에서는,

CoCl2를 암세포 및 vascular smooth muscle 세포에 처리하였

을 때 유도 되는 HIF-1α에 의해 암세포의 증식 및 사멸 그리고

Fig. 1. Effects of CoCl2 treatment on the levels of HIF-1α ex-

pression in human lung cancer cells. A549 cells were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oCl2 for 24

hr (A) or A549 and H460 cells were incubated with 500

uM CoCl2 for 24 hr (B).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

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vascular smooth muscle 세포의 부착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IF-1α의 유도를

위해 사용한 500 μM CoCl2 에 의해서 인간 폐암 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행하였다. 인

간 폐암세포, A549와 H460에 500 μM CoCl2를 시간 별로 처

리한 후 MTT assay 행한 결과, 두 세포 모두에서 500 uM

CoCl2 에 의한 어떠한 세포 증식에 대한 영향을 확인 할 수

없었다(Fig. 2A-B).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한 저 산소 상태

유도 조건이 두 인간 폐암 세포에 cytotoxicity 영향은 없음을

시사한다.

인간 폐암 세포에서 CoCl2 처리에 의한 EMT

다양한 암세포들은 세포-세포간 결합에 관여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E-cadherin의 발현이 줄어 듬으로써 암세포의 EMT

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전이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12,20].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환경 중 대

표적인 특징이 저 산소 상태이고, 저 산소 상태에 노출된 암세

포는 악성화 된다는 보고가 있다[6,11]. 이러한 악성 암세포의

특징은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으로써, 암세포 전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포-세포 간 부착력이 감소하고 세포의 운동성이 증가

하여야 하며, 세포와 세포, 세포와 기질간의 상호작용에 관여

하는 유착 물질로 integrin, cadherin, immunoglobulin super-

family와 selectin의 4가지 군이 알려져 있다[4,15,16,17]. 이들

중 E-cadherin은 세포와 세포의 상호간의 인식과 조직의 형태

유지 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12,20].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저 산소 상태에서의 세포-세포 간 부착력을

조사하고자, 500 μM CoCl2 를 24시간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에

서의 E-cadherin 발현 및 세포막의 존재 양상을 보기 위하여

웨스턴 및 형광염색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500

μM CoCl2를 24시간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 H460에서 E-cad-

herin 발현양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3A-B). 그리고

Normoxia 상태의 인간 폐암세포, H460에서의 E-cadherin 형

광염색은 세포-세포 간 junction 부위에 균일하게 나타나는 반

면, 500 μM CoCl2 처리한 H460 세포는 세포-세포 간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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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CoCl2 treatment of EMT on H460

cells. (A) H460 cells were incubated with

500 μM CoCl2 for 24 hr.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a-

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

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

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Protein levels of E-cadherin and α-SMA

were normalized by beta-actin protein. (C)

H460 cells were incubated with 500 μM

CoCl2 for 24 hr. The cells were seeded in

a LabTek chamber slide (Nunc., Denmark)

and incubated overnight. Cells in the cover-

slip were fixed with 0.25% Triton X-100 and

stained with anti-E-cadherin (1:100) and an-

ti-DAPI (1:5000). Chambers slips were

mounted with antifading solution and im-

ages were obtained on an Axiophot

microscope.

Fig. 4. Effect of CoCl2 treatment of Integrin β

3-FAK pathway. (A, C) A549 and H460

cells were incubated with 500 μM CoCl2

for 24hr.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

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

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

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

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

ternal control. (B)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done on cells stained with saturating

concentration of the following monoclonal

antibodies: αvβ3 (MAB1976), α5β1

(MAB1999). Cell number (y-axis) plotted

as a function of fluorescence intensity

(x-axis). Negative control cells were in-

cubated with the secondary antibody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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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깨어져 있는 형광염색 결과를 확인 하였다(Fig. 3C).

뿐만 아니라, EMT 동안 세포의 운동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elongated shape, mesenchymal 마커의 발현등과 같은 fibro-

blast-like 세포의 특징 필요하고 이 특징 중 대표하는 마커가

alpha-smooth muscle actin (α-SMA)의 발현 증가라는 보고가

많이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 μM CoCl2를 24시간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 H460에서의 α-SMA의 발현양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CoCl2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 H460에서 α

-SMA의 발현양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 3A-B).

CoCl2 처리에 의한 EMT의 기전 규명

Ryu [16]와 Chung [4]의 연구에서는, 저 산소 상태의 편평

암세포(oral squamous cell) 와 유방암 세포(breast carcinoma

cell)에서 alpha 5 그리고 alpha6beta1 integrin의 발현이 증가

함으로써 암세포의 invasion을 증가 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폐암세포에서 CoCl2 처리에 의한 저 산소 상태

에 의해 유도되는 EMT의 기전을 규명하고자, 500 μM CoCl2를

24시간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 A549와 H460에서의 integrin의

발현 변화를 FACS anlaysis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Normoxia

상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integrin β3의 발현이 CoCl2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에서 integrin β3의 발현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B).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보고에 의하면 저 산소 상태에서 EMT가 일어 날 때, 세포내의

PI3K-AKT 단백질의 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

고[18,26], FAK 단백질이 integrin의 하부에서 그리고

PI3K-AKT의 상부 신호전달 단백질로서 암 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18,24,26]. 따라서 CoCl2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에서의 인테그린 하부 신호전달 물질을 조사하

기 위해, FAK의 활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CoCl2에 의한 저

산소 상태에서 FAK의 총 발현양은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FAK의 인산화가 증가함으로써 활성 또한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C). 본 연구 결과로서 저 산소 상태에 노출된

인간 폐암세포가 세포막에 있는 integrin β3의 발현양의 증가

에 의한 FAK의 활성 증가로 EMT가 됨으로써 악성 암세포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FAK의 활성

을 조절 함으로써 암세포의 악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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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Cobalt chloride에 의해 유도되는 상피-중간엽 이행에서의 국소부착 단백질의 인산화의 역할 규명

남주옥*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보전학과)

본 연구는 인간 폐암세포의 저산소 상태를 재현하기 위한 CoCl2의 처리 조건을 최적화 하였고, 최적화 된 저산

소 상태에서 인간 폐암세포의 암화 과정 및 기전을 규명하였다. 인간 폐암세포, A549와 H460에 500 μM CoCl2를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저산소 상태의 대표적인 전사인자, HIF-1α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인간 폐암세포

들의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oCl2를 처리한 인간 폐암 세포에서 상피-중간엽

이행(epithelial-to-mesenchymal-like transition)의 대표적인 마커인 E-cadherin 발현의 감소와 α-SMA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세포-세포 간 junction 부위가 깨어짐을 E-cadherin 형광염색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CoCl2를 처리한 인간 폐암 세포에서 상피-중간엽 이행의 분자적 기전을 밝히기 위해 세포벽에 존재하는 인테그린

(integrin)의 발현을 웨스턴 블랏팅과 FACS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CoCl2를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에서 인테

그린 β3발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CoCl2를 처리한 인간 폐암세포에서 인테그린 β3의 하부 신호전

달 물질인 국소부착 카이네이즈(FAK)의 인산화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로서, 국소부착 카이네이즈

의 인산화를 저해함으로써 인간 폐암세포가 악성세포로 전이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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