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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e possible mechanisms by which glutamine deprivation exerts its
anti-proliferative action in cultured human prostate carcinoma PC3 cells. Glutamine deprivation re-
sulted in inhibition of growth and G2/M arrest of the cell cycle in a time-dependent manner without
apoptosis induction, as determined by MTT assay, DAPI staining and flow cytometry analyses. The
induction of G2/M arrest by glutamine depriv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inhibition of expression
of Cdc2, cyclin A and cyclin B1, and up-regulation of the expression of cyclin-dependent kinase (Cdk)
inhibitor p21(WAF1/CIP1) in both transcriptional and translational levels. Moreover, glutamine depri-
vation increased the phosphorylation of checkpoint kinase (Chk)1 and Chk2; however, the levels of
Cdc25C phosphorylation were decreased in response to glutamine deprivation in a time-dependent
manner. Our data provide a first biochemical evidence that glutamine deprivation suppresses cell via-
bility through G2/M phase arrest without induction of apoptosis in PC3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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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체내의 비필수아미노산으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글루

타민(L-glutamine)은 질소의 교환과 pH 항상성 유지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생체 내 함량은 단백질이나 글리코겐

의 turnover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18, 22]. 최근 많은 암환자의 혈액 내에서 글루타민의

수준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글루타민 함량

조절이 암환자의 치료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글루타민이 미토콘드리아 tricarboxylic acid

회로의 기능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지

기 때문인데[2, 6, 30], 예를 들어, 최근 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에 의해 상처를 받은 위장관의 치료에 글루타민 결핍을 적용

하기도 하며 글루타민의 결핍에 의하여 다양한 고형암의 증식

억제효과가 확인된 바도 있다[29]. 또한 글루타민 결핍에 노출

된 암세포는 apoptosis 유발을 통하여 증식이 억제되었으며

[20], 반대로 글루타민의 보충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열충격에

의한 위장세포의 apoptosis를 방지하였다[3, 31]. 비록 최근 연

구에 의하면 혈청 내 글루타민 수준의 조절로 암세포의 이동

성과 침윤의 억제[11, 21] 및 글루타민 결핍에 따른 암세포의

apoptosis 유발[9, 13, 14, 23, 27, 32]에 대한 보고가 있어 왔으

나, 세포주기 조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루타민의 결핍과 과

잉 공급에 따른 암세포의 반응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

구의 진행을 위하여, 인체 전립선암세포를 대상으로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나타나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에서 세포주기

진행의 변화 여부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및 MTT assay

본 연구에 사용된 PC3 전립선암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분주 받았으며,

10% fetal bovine serum (FBS)에 1%의 penicillin 및 strepto-

mycin이 포함된 RPMI-1640 배지(Gibco BRL, Grand Island,

NY, USA)를 이용하여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글루타민 결핍에 따른 증식 억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

포 배양용 6 well plate에 PC3 세포를 1×105개/m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배지를 제거한 후, 글루타민이

결핍된 90%의 RPMI-1640 (Gibco BRL) 배지에 10% FBS, 1%의

penicillin 및 streptomycin이 포함된 성장배지를 사용하여 각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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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에 분주하였으며 배양하였다. 적정 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

고 tetrazolium bromide salt (MTT, Amresco, Solon, Ohio,

USA)를 0.5 mg/ml 농도가 되게 배지로 희석하여 3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킨 다음 MTT 시약을 깨끗하게 제거

하고 dimethylsulfoxide (DMSO, Amresco)를 이용하여 생성

된 formazin을 모두 녹인 후 96 well plate에 옮겨서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API staining 및 flow cytometry 분석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PC3 세포의 증식억제가 apoptosis

유도와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4',6-dia-

midino-2-phenylindole (DAPI) 염색을 이용한 핵의 형태적 변

화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일 조건에서 배양된 PC3 세

포를 37% formaldehyde 용액과 PBS를 1 : 9의 비율로 섞은

fixing solution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10분 동안 고정하였다.

이들 세포를 PBS로 2~3회 washing하고 0.2%의 triton X-100

(Amresco)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고정한 후, DAPI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용액으로

염색시켰다. 15분 정도 염색시킨 후, mounting solution을 처

리한 후 형광 현미경(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400배

의 배율로 핵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아울러 세포주기 진

행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서는 글루타민이 결핍된 배지

에서 적정시간 동안 배양시킨 PC3 세포들을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

를 이용하여 고정 및 염색을 하여 4℃,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을 시킨 다음 DNA flow cytometry (Becton Dickinson)에

적용시켜 형광반응에 따른 histogram을 분석하였다.

RT-PCR 및 Western blot analysis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

PCR)을 위하여 준비된 PC3 세포들의 RNA를 TRIzol reagent

(Invitrogen Co., Carlsbad, C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

된 RNA를 정량한 후, 각각의 primer, DEPC water 그리고

ONE-STEP RT-PCR PreMix Kit (Intron, Korea)를 넣고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Hamburg, Germany)를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각 PCR 산물들의 양적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1× TAE buffer로 1% agarose gel을 만들고 well

당 각각의 primer에 해당하는 PCR 산물에 DNA gel loading

solution을 섞어서 loading 한 후 50 V에서 전기영동을 행하였

다. 전기영동으로 DNA 분리가 끝난 gel을 ethidium bromide

(EtBr)을 이용하여 염색한 후 UV 하에서 발현의 차이를 확인하

였으며,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를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또한 Western blot analysis

를 위하여 동일 조건에서 배양된 PC3 세포에 적당량의 lysis

buffer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methylsulfonyl fluoride (PMSF), 5

mM dithiothreitol (DTT)]를 첨가하여 4℃에서 30분간 반응시

킨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취하

였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정량 한 다음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

다. 이렇게 만든 동량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phate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으로 분리하

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함유한 acrylamide gel을 nitro-

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and Schuell, Keene, NH,

USA)으로 전이시킨 후, 해당 항체를 처리하여 한 후 Enhanced

Chemiluminoesence (ECL) 용액(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적용시킨 다음 암실에

서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단백질의 양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1A 및 B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민이 결핍된

배지에서 배양된 PC3 세포는 배양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세포

의 밀도 감소와 함께 생존율의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48시간

및 72시간 후에는 각각 30% 및 47% 정도의 생존율 억제를

보였다. 이러한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PC3 세포의 증식억제

가 apoptosis 유도와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DAPI 염색을

통하여 관찰해 본 결과는 Fig. 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상조

건에서 배양된 PC3 세포에서 뿐만 아니라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PC3 세포에서도 apoptosis가 일어났을 경우

관찰되는 염색질의 응축에 의한 apoptotic body의 형성은 관

찰되지 않았다. 이는 A549 폐암세포[7]나, U937 또는 HL-60

혈구암세포[9, 26]에서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며, 특히 글루

타민 결핍에 의한 apoptosis가 c-myc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비교할 때[12, 27, 32], PC3 세포는 c-myc의 발현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지는 세포[8]인 점을 고려하여 apoptosis와의

연계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비록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배양된 PC3 세포에서 apop-

tosis 유발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PC3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

었기에 이는 아마도 세포주기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기대되어 동일 조건에서 배양된 세포들을 대상으로 세포

주기 분포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1D에 나타낸 바와 같

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

된 시간이 증가 할수록 G2/M기에 해당되는 세포의 빈도가

매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정상 조건에서 배양된

PC3 세포의 G2/M기에 해당되는 세포의 빈도가 약 19.56%

정도임에 비하여 48시간 및 72시간 후에는 각각 29.2% 및

32.2%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G1기 및 S기에 해당되는 세포

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글루타민 결핍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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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Glutamine deprivation induces the growth inhibition and G2M arrest in human prostate carcinoma PC3 cells. PC3 cells

were seeded into 6-well plate at 1×10
5

cells/ml and incubated in the normal media for 24 hr. (A) Media was then changed

to glutamine-free media and the cells were collected at the indicated time to measure cell viability using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a Student’s t-test

(
*p<0.05, compared with control). (B) Cells were visualized by an inverted light microscope. Magnification, ×200. (C) Stained

nuclei with DAPI solution were photographed with a fluorescent microscope using a blue filter. Magnification, ×400. (D)

The cells were collected, fixed, and stained with PI for flow cytometry analysis. The percentages of cells in the each phase

are presented. The data represent the average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한 PC3 세포의 증식 억제가 G2/M 세포주기 억제를 통해 이루

어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Gaglio et al. [15]에 의하면 글루타

민 결핍에 따른 증식억제가 S기 arrest 유발과 연관성이 있다

고 하였으나, 그들이 사용한 세포는 종양조직에서 유래한 암

세포가 아니라 K-ras transformed fibroblast였으며, Fu et al.

[10]의 결과에서는 글루타민을 포함한 특별한 종류의 아미노

산들이 결핍될 경우 G1 arrest의 유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글루타민 단독 결핍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직접적인 비

교가 어려웠다.

이상의 결과에서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PC3 세포의 증식억

제는 G2/M arrest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관찰하였기에,

이에 관한 기전 연구의 실시를 위하여 세포주기 G2기에서 M

기로의 전이에 중요한 조절인자들의 발현 변화를 전사 및 번

역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PC3 세포에서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세포주기 교란의 시기인 G2/M기는 G1기와 함께 세포주기

진행에 중요한 check point로 세포분열이 시작되기 전 DNA

손상에 대한 복구를 시행하여 세포증식과 분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이다[4]. 그리고 세포주기 각각의 단계는 cyclin,

Cdk 및 Cdk 억제자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특히

S기에서 M기로의 진입과 G2/M기 전이에는 cyclin A 및

cyclin B의 발현 증가와 cyclin-dependent kinase (Cdk)2 및

Cdc2의 인산화가 요구되는데, Cdc2의 인산화는 Cdc25c의 탈

인산화 과정과 Wee1의 인산화를 통하여 조절된다[16, 28]. 또

한 check-point kinases (Chks)는 G2/M 조절에 중요한 ataxia

telangiectasia-mutated (ATM) 및 Rad3-related (ATR)에 의하

여 인산화가 조절되는 serine/threonine kinases로서 그들의

인산화로 인하여 Cdc25 phosphatases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Cdc25의 인산화 억제는 Cdk2 및 Cdc2의

활성을 유발한다[1, 24]. 또한 Chks와 함께 G2/M checkpoint

의 중요한 조절인자인 Cdc2의 인산화는 G2 후반기 동안 Wee1

kinase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Cdc25 tyrosine phosphatase에

의하여 탈인산화되면서 M기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17, 25].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글루타민 결핍 시간의 증가에 따라

세포주기 양성조절 인자인 cyclin A 및 cyclin B1의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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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Modulation of cell cycle-related factors by glutamine dep-

rivation in PC3 cells. Cells were incubated in gluta-

mine-free media for the indicated times. (A) Total RNAs

were isolated and reverse-transcribed. The resulting

cDNAs were subjected to PCR with indicated primers

and the reaction products were subjected to electro-

phoresis in 1%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cellular proteins were sep-

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Cdk2의 발현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글루타민 결핍에 따라

Cdc2의 발현 자체는 전사 및 번역수준에서 억제되었으나

Cdc2 단백질의 인산화는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증

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Cdk 저해제이면서 광범위한 세포주기

진행의 음성조절인자에 해당되는 p21(WAF1/CIP1)의 발현이

또한 증가되었는데, 특히 PC3 세포는 정상적인 종양 억제인자

p53이 존재하지 않는 세포[19]이기 때문에 글루타민 결핍에

Fig. 3. Effects of gglutamine deprivation on the levels of Chks,

Cdc25C and Wee1 in PC3 cells. Cells were incubated in

glutamine-free media for the indicated times. The cells

were lysed and the cellular proteins were then separated

by electrophoresis on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Next,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nd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의한 p21의 발현 증가는 p53 비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Fig.

2). 아울러 PC3 세포에서 글루타민 결핍 시간의 증가에 따라

Chk1 및 Chk2의 인산화가 증가되었으며, 이와 동반되어

Cdc25C의 인산화는 억제되었으며, Cdc25C의 인산화 억제는

그들 단백질들의 발현 수준 억제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으

며, 글루타민 결핍 초기시기에 Wee1의 발현은 증가되었으며,

글루타민 결핍 시간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Fig. 3).

비록 현재까지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다

는 점에서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G2/M arrest에 관한 구체적

기전 제시가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의하면 글루타민

결핍에 따른 PC3 세포의 G2/M기 arrest에는 아마도 p21의

발현 증가와 Chks의 인산화 증가 및 cyclins의 발현 감소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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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PC3 인체 전립선 암세포의 G2/M 세포주기 억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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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체 내 구성요소 및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인체 전립선

PC3 암세포의 증식에 관한 기전 연구를 실시하였다.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PC3 세포의 증식억제는 세포주기

G2/M arrest와 연관성이 있었으나, apoptosis 유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G2/M arrest

는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Cdc2, cyclin A 및 cyclin B1의 발현 억제 및 p53 비의존적인 p21(WAF1/CIP1)의 발현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 아울러 글루타민 결핍은 Chk1 및 Chk2의 인산화를 증가시켰으나, Cdc25C의 인산화는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PC3 세포의 증식억제가 apoptosis 유발과는 상관없이

G2/M arrest를 유발시킨다는 첫 번째 증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