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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cer cells exhibit increased demand for glutamine-derived carbons to support anabolic processes. 
Indeed, the spectrum of glutamine-dependent tumors and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glutamine supports cancer 
metabolism remain areas of active investig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lutamine deprivation 
on the correlation between tightening of tight junctions (TJs) and anti-invasive activity in human prostate carcinoma 
LnCap cells. Glutamine deprivation markedly inhibited cell motility and invasiveness in a time-dependent manner. 
The anti-invasive activity of glutamine deprivation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tightness of the TJ, which was 
demonstrated by an increase in 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ER). The activities of matrix metalloproteinase 
(MMP)-2 and MMP-9 were inhibited in a time-dependent fashion by glutamine deprivation, which was correlated 
with a decrease in expression of their mRNA and proteins and up-regulation of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s 
(TIMPs) expression. Furthermore, glutamine deprivation repressed the levels of the claudin family members, which 
are major components of TJs that play a key role in the control and selectivity of paracellular transport. Moreover, 
the levels of E-cadherin, a type I transmembrane glycoprotein, and snail, an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 regu-
lator and zinc finger transcription factor, were markedly modulated by glutamine deprivation.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Js and MMPs are critical targets of glutamine deprivation-induced anti-invasion in human prostate 
carcinoma LnCap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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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암치료 적용을 위한 방사선 및 약물 요법의 발달로 암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까지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암세포의 전이(metastasis)이다. 따라서 암세포 전

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암세포의 이동(migration)이나 

침윤(invasion)을 억제하는 기전의 규명이나 효과적인 치료 

약물 개발이 많은 연구자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암세

포의 침윤과 전이는 매우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분자적 기전

들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암세포에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

징이다(1). 대표적인 기질 단백질 분해효소에는 serine 

protease, cystein protease 그리고 matrix metallopro-

teinases(MMPs)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암세포의 침

윤과 전이뿐만 아니라 신생혈관 형성 등에서도 중용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특히 암의 전이에서 암세

포의 기질로의 침윤은 전이 초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4).

세포와 세포사이의 연결 요소 중 tight junction(TJ)은 

apical intercellular junction으로써 상피세포의 극성

(epithelial polarity)과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 기능의 유지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5). 특히 초기 암의 진행과 전이

에서 TJ의 변화와 소실이 동반되는데, 예를 들면 TJ을 감싸

는 transmembrane 단백질인 claudins-1과 -7은 어떤 전

이성 암세포에서 그 발현이 저해되지만 반대로 유방암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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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다른 많은 암 조직에서 claudin-3과 -4 발현은 현저히 

증가되어 있다(6,7). 그러나 이러한 TJ 단백질의 발현조절

은 암 발생 과정의 부가적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암의 진행과 

전이에 원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한편 MMPs는 활성 부위에 아연을 포함하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일군의 단백분해효소로서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나타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상처 치유나 조직재

생 과정에 관여한다. 이들은 모두 전구효소(proenzyme)의 

형태로 발현된 후 일부분의 단백질이 잘려나가면서 활성화

되고 각각의 MMPs는 종류에 따라 기질특이성을 나타낸다. 

또한 MMPs의 생성은 유전자발현 단계에서 엄격히 조절되

며, 일단 활성화되면 비특이적 단백분해효소 저해제나 조직 

특이적 MMP 저해제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10). MMPs 중 특히 gelatinase type에 속하는 MMP- 

2와 MMP-9는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서 인식되어져 있으며(11,12), MMPs의 활성은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TIMPs)와의 stoichiometric 복합

체 형성을 통하여 억제되어진다(9,13). 

다양한 체내 아미노산 중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blood-brain 장벽을 관통할 수 있는 글루타

민(L-glutamine)은 질소의 교환과 pH 항상성을 유지에 중

요한 기질로서 작용한다(14). 흥미롭게도 많은 암환자의 혈

액 내에서 글루타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글루타민의 보충은 

암 치료에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주며, 세

포 내 미토콘드리아 tricarboxylic acid 회로의 기능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5,16). 예를 

들어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 하에서 Fas는 암세포의 apop-

tosis를 유도하지만, 글루타민의 존재 하에서는 세포의 사멸

을 강력히 저해하였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17), 암화학요법

이나 방사선에 의해 상처를 받은 대장이나 소장의 치료에 

글루타민이 이용되기도 하며 다양한 고형암에서도 암세포 

성장저해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18). 그러나 글루타민의 세

포 내 존재 여부에 따른 세포 내 신호전달과정이 암세포의 

종류 및 genetic background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

며, 특히 암세포의 전이과정에 미치는 글루타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루타민 결핍이 인체 전립선 암세

포의 이동성과 침윤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침윤

성 억제 효과에 대한 생화학적 기전의 해석을 TJs의 기능과 

MMPs의 활성 조절 중심으로 조사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얻

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LnCaP 인체 전립선암세포는 Amer-

ican Type Culture Collection(Rockville, MD, USA)에서 

분주 받았으며, 10% fetal bovine serum(FBS)에 1%의 

penicillin 및 streptomycin이 포함된 RPMI-1640 배지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를 이용하여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Hemocytometer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의 측정

글루타민 결핍이 LnCaP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6-well plate에 LnCaP 세포를 1×105 

cells/m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글루타

민이 결핍된 RPMI-1640 배지로 교체하였다. 적정 시간 경

과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0.05% trypsin-EDTA(Sigma- 

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처리하여 

세포를 부유시킨 다음 phosphate-buffered saline(PBS)과 

0.5% trypan blue solution(Gibco BRL)을 각 well 당 1 mL

씩을 동량으로 첨가하여 2분 간 처리하였다. 처리된 sample

을 hemocytometer에 적용한 후 도립 현미경(inverted mi-

croscope,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을 이용하

여 살아있는 세포를 계수하여 상대적 수치로 비교하였다.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세포주기 분석

적정 시간 글루타민이 결핍된 배지에서 배양된 LnCaP 

세포들을 원심 분리하여 모은 후, CycletestTM Plus DNA 

Reagent kit(BD Bioscience, San Jose, CA, USA)를 이용

하여 고정 및 염색을 하고 4°C,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을 

시킨 다음 DNA flow cytometry(BD Bioscience)에 적용시

켜 형광반응에 따른 histogram을 ModiFit LT(BD Biosci-

ence)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암세포 이동성 억제 여부조사

글루타민 결핍이 LnCaP 세포의 이동성을 억제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화시킨 

후 razor blade를 이용하여 5 mm 정도의 폭으로 세포를 

제거하고 PBS 용액으로 수세한 다음 글루타민이 결핍된 배

지로 교체하여 적정 시간 배양하였다. 준비된 세포들을 도립

현미경을 이용하여 2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Trans-endotherial resistance(TER)의 측정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배양된 LnCaP 세포들의 TER은 

EVOM Epithelial Tissue Voltohmmeter(World Preci-

sion Instrument, Sarasota, FL, USA)를 이용하여 invasion 

assay kit(BD Biosciences, Bedford, MA, USA)에서 측정

하였으며, upper chamber에는 current-passing electroes

를 넣고, lower chamber에는 current-passing electroes

를 넣은 후 EVOM 2000 Ω에서 측정하였다(19). 

세포 침윤 억제 여부 조사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LnCaP 세포의 침윤성 변화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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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quence of primers used for RT-PCR
Gene name                   Sequences

GAPDH Sense
Antisense

5'-CGG AGT CAA CGG ATT TGG TCG TAT-3'
5'-AGC CTT CTC CAT GGT GGT GAA GAC-3'

MMP-2 Sense
Antisense

5'-CTT CTT CAA GGA CCG GTT CAT-3'
5'-GCT GGC TGA GTA GAT CCA GTA-3'

MMP-9 Sense
Antisense

5'-TGG GCT ACG TGA CCT ATG ACC AT-3'
5'-GCC CAG CCC ACC TCC ACT CCT C-3'

TIMP-1 Sense
Antisense

5'-TGG GGA CAC CAG AAG TCA AC-3'
5'-TTT TCA GAG CCT TGG AGG AG-3'

TIMP-2 Sense
Antisense

5'-GTC AGT GAG AAG GAA GTG GAC TCT-3'
5'-ATG TTC TTC TCT GTG ACC CAG TC-3'

Snail Sense
Antisense

5'-TAT GCT GCC TTC CCA GGC TTG-3'
5'-ATG TGC ATC TTG AGG GCA CCC-3'

E-cadherin Sense
Antisense

5'-GAA CAG CAC GTA CAC AGC CCT-3'
5'-GCA GAA GTG TCC CTG TTC CAG-3'

Claudin-1 Sense
Antisense

5'-TCA GCA CTG CCC TGC CCC AGT-3'
5'-TGG TGT TGG GTA AGA GGT TGT-3'

Claudin-2 Sense
Antisense

5'-ACA CAC AGC ACA GGC ATC AC-3'
5'-TCT CCA ATC TCA AAT TTC ATG C-3'

Claudin-3 Sense
Antisense

5'-AAG GCC AAG ATC ACC ATC GTG-3'
5'-AGA CGT AGT CCT TGC GGT CGT-3'

Claudin-4 Sense
Antisense

5'-TGG ATG AAC TGC GTG GTG CAG-3'
5'-GAG GCG GCC CAG CCG ACG TA-3'

하기 위하여 3.5 mm 직경의 8 μm pores를 가진 poly-

carbonate filter를 내장한 trans-well culture chamber 

(BD Bioscience, Heidelberg, Germany)를 사용하였다. 침

윤성 측정을 위하여 필터 위에 50 μL의 matrigel을 도포시

킨 다음 37°C에서 2시간 반응시켜 코팅 되도록 하였다. 

Serum free된 세포 부유액을 upper chamber에 넣고 lower 

chamber에는 20% serum이 함유된 배지를 넣은 후 글루타

민 결핍 배지를 chamber에 처리하였다. 적정 시간 후 upper 

chamber의 matrigel을 통과하지 못한 세포를 면봉으로 닦

아내고 통과된 세포를 100% 메탄올에 2분 동안 고정한 다

음 hematoxylin(Sigma-Aldrich)을 이용하여 4분 동안 염

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후 filter를 떼어내어 슬라이드 글라

스에 놓고 말린 다음 crystal mount solution(Sigma- 

Aldrich)을 처리하고 도립현미경을 이용하여 200배의 배율

로 관찰하였다.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RT- 

PCR)에 의한 mRNA의 분석

적정 시간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LnCaP 

세포를 대상으로 TRIzol® reagent(Invitrogen Co., Carls-

bad, CA, USA)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분리

된 RNA를 정량한 후 해당 유전자들의 primer, DEPC water 

그리고 ONE-STEP RT-PCR Premix kit(iNtRon, Seong-

nam, Korea)를 넣고 Mastercycler gradient(Eppendorf, 

Hamburg, Germany)를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각 PCR 산물

들의 양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 TAE buffer로 1% 

agarose gel을 만들고 well 당 각각 primer(Table 1)에 해

당하는 PCR 산물에 DNA gel loading solution을 섞어서 

loading한 후 100 V에서 전기영동을 하였다. 전기영동으로 

DNA 분리가 끝난 gel을 ethidium bromide(EtBr, Sigma- 

Aldrich)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UV 하에서 확인하였다. 이

때 housekeeping 유전자인 glyceraldehyde-3-phos-

phate dehydrogenase(GAPDH) 유전자를 internal con-

trol로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에 의한 단백질 발현의 분석 

동일 조건에서 배양된 세포에 적당량의 lysis buffer[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PMSF), 5 

mM dithiothreitol(DTT)]를 첨가하여 4°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에 있는 단백질을 분리하

였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정량 한 다음 동량의 

sample을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Schleicher & 

Schuell BioScience GmbH, Keene, NH, USA)으로 elec-

troblotting에 의해 전이시켰다. 분리된 단백질이 전이된 

nitrocellulose membrane을 5% skim milk를 처리하여 비

특이적인 단백질들에 대한 blocking을 실시하고 각각의 항

체(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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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lutamine deprivation inhibits cell proliferation in human 
prostate carcinoma LnCap cells. Cells were seeded into 6-well 
plate at 1×105 cells/mL and incubated in the normal medium. 
After 24 h incubation, the media was changed to glutamine-free 
media and the cells were collected at the indicated times, and 
then the cells were trypsinized and the viable cells were scored by 
hemocytometer counts of trypan blue-excluding cells. The data 
shown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
cance was determined using a Student's t-test (*P<0.05). 

Fig. 2. Glutamine deprivation induces apoptosis and inhibits cell 
motility in LnCap cells. (A) Cells were incubated in gluta-
mine-free medium for the indicated times as indicated Fig. 1. 
To quantify the degree of apoptosis induced by glutamine depri-
vation, the cells were evaluated for sub-G1 DNA content, which 
represents the fractions undergoing apoptotic DNA degradation, 
using a flow cytometer. Results are given as mean of two in-
dependent experiments. (B) Cells were grown to confluency on 
30-mm cell culture dishes a scratch was then made through the 
cell layer using a pipette tip. After washing with PBS, gluta-
mine- and serum-free medium (to prevent cell proliferation) was 
added for the indicated times. Photographs of the wounded area 
were taken for evaluation of cell movement into the wounded 
area.

USA)를 처리하여 4°C에서 over night 시킨 다음 PBS-T로 

세척하고 peroxidase-labeled donkey anti-rabbit im-

munoglobulin 및 peroxidase-labeled sheep anti-mouse 

immunoglobulin(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

ton Heights, IL, USA)을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sol-

ution(Amersham Life Science Corp.)을 적용시켜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단백질의 발현 양을 분석하였다. 

In vitro MMP 활성 측정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세포들의 MMP 활성

을 MMP Gelatinase Activity Assay kit(Chemicon Inter-

national Inc., Temecula, CA, USA)를 사용하여 조사하였

다. 이를 위하여 적정량의 세포 배양액을 biotinylated gelat-

inase 기질과 혼합하여 세포 배양액에 존재하는 활성형 

MMP-2 및 MMP-9에 의한 기질의 분해를 유도하였다. 분절

된 기질들을 biotin-binding 96-well plate로 옮겨 biotin이 

결합된 기질이 plate에 결합하도록 37°C에서 30분간 반응시

켰다. 분절되었으나 결합되지 않은 기질은 제거하고, 분절되

지 않은 biotin이 결합된 gelatinase에 streptavidin–en-

zyme complex를 첨가하여 발색 반응을 시킨 후 540 nm 조

건에서 활성의 정도를 비교하였다(20). 

통계 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Plot 

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얻었다. 

결   과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LnCaP 세포의 증식 억제

LnCaP 인체 전립선암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글루타민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상배지에서 24시간 배양된 

LnCap 세포의 배지를 글루타민이 결핍된 배지로 교체하여 

적정 시간 동안 처리한 후 hemocytometer를 사용하여 살

아있는 세포의 수를 비교하였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글루타민이 결핍된 배지에서 배양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

존된 상대적인 세포의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72시간 

후에는 약 60% 이상의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증식의 억제 효과가 세포주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글루타민 결핍에 따른 sub-G1기에 해당되는 세포

의 빈도, 즉 apoptosis가 유발된 세포의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G1기 및 G2/M기에 속하는 세포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Fig. 2A).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LnCap 세포의 이동성 억제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생존된 세포들의 이동성 변화 여

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wound healing assay를 실시하였다. 

Fig. 2B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

서 배양된 LnCaP 세포들은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할

수록 세포의 이동성이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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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lutamine deprivation increases TER values and inhibits 
cell invasion in LnCap cells. (A) Cells were incubated in gluta-
mine-free medium for the indicated times. TER values were 
measured using an EVOM Epithelial Tissue Voltohmmeter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B) A matrigel invasion assa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s of glutamine- 
free on cell invasion. After incubation in glutamine-free medium 
for the indicated times, cells on the bottom of the membranes 
were fixed, stained hematoxylin and Eosin Y, and counte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e results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ce was determined using a 
Student's t-test (*P<0.05). 

Fig. 4. Effects of glutamine deprivation on the levels of MMPs 
and TIMPs in LnCap cells. (A) Cells were incubated in gluta-
mine-free media for the indicated times. Total RNAs were iso-
lated and reverse-transcribed. The resulting cDNAs were subjected 
to PCR with indicated primers and the reaction products were sub-
jected to electrophoresis in 1%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The cells 
were lysed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
acry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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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s represent the rela-
tive densitometric analyses as compared with GAPDH (A) or 
actin (B) in, at a minimum, two or three different experiments.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LnCap 세포의 TER 증가 및 침윤

성의 억제

이상에서 관찰된 LnCaP 세포의 이동성 억제와 TER 값의 

변화와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TER 값을 측정 결과, 

Fig. 3A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 

배양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TER의 값은 유의적으로 증

가되었다. 또한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LnCaP 세포의 침윤

성 억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침윤성이 유의적으로 억제되었

다(Fig. 3B). 이상의 결과에서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LnCaP 

세포의 이동성 억제는 침윤성 억제와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는 TER 값의 증가, 즉 LnCaP 세포들의 TJ의 tightening

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IMPs 및 MMPs의 발현 및 MMPs의 활성에 미치는 글루

타민 결핍의 영향

암세포의 전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진 MMPs와 그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TIMPs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글루타민 결핍의 영향을 RT-PCR 

및 Western blotting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LnCaP 세포

에서 MMP-2 및 MMP-9의 발현은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글루타민 결핍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매우 억제되었으나, 

TIMP-1 및 TIMP-2의 발현은 반대로 매우 증가되었다. 이

러한 글루타민 결핍에 따른 MMPs 및 TIMPs의 발현 변화가 

MMPs 효소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MP gelatinase 활성을 조사한 결과, 글루타민이 결

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두 단백질의 효소

활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TIMPs의 발현 증가에 따른 MMPs 발현 

및 효소활성의 억제가 글루타민이 결핍에 의한 LnCaP 세포

의 침윤성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글루타민 결핍이 claudins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암세포의 전이와 관련한 다양한 생체 반응에 있어서 세포

의 adhesion과 junction 관련 단백질의 변화에서 특히 TJ 

관련 claudins 유전자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

정되어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이들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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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glutamine deprivation on MMPs activity in 
LnCap cells. After incubation in glutamine-free medium for the 
indicated times, in vitro activity of MMP-2 and MMP-9 in cell 
culture supernatant was measured using a MMP-2 and MMP-9 
gelatinase activity assay kit. The biotinylated gelatinase sub-
strates were cleaved by active MMPs in the samples and the 
fragments were added to a biotin-binding plate. The digested 
but unbound fragments were removed by washing. Data ar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the fold change compared with vector control (*P<0.05). 

Fig. 6. Effects of glutamine deprivation on the levels of E-cade-
herin, snail and claudins in LnCap cells. (A) Cells were in-
cubated in glutamine-free media for the indicated times. Total 
RNAs were isolated and reverse-transcribed. The resulting cDNAs 
were subjected to PCR with indicated primers and the reaction 
products were subjected to electrophoresis in 1%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The cells were lys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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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ized using an ECL de-
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The num-
bers represent the relative densitometric analyses as compared 
with GAPDH (A) or actin (B) in, at a minimum, two or three 
different experiments.

여부를 조사하였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LnCaP 세포가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경우, 조사된 claudin 

유전자들(claudin-1, -2, -3 및 -4)의 발현양이 전사 및 번

역 수준에서 모두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루타민 결핍에 노출된 LnCaP 세포는 claudin의 발현 양

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포들 사이의 adhesion 및 junction의 

증가를 통하여 침윤을 억제시켰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 

글루타민 결핍이 E-cadherin 및 snail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암세포의 전이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들의 전사

조절인자로서 잘 알려져 있는 snail 및 세포 골격 구성요소

와 함께 세포들 사이의 유착 접합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cadherin의 발현에 글루타민 결핍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글루타민 

결핍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E-cadherin의 억제자로 알려

져 있는 snail의 발현이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감소하였지

만 E-cadherin의 발현은 증가되었다. 비록 이 두 유전자들

이 암세포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논란

이 많지만, 글루타민 결핍에 노출된 LnCaP 세포에서의 상

반된 발현 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글루타민 결핍에 의한 암세포의 이동성 및 

침윤능의 억제 유발 여부를 인체 전립선 LnCaP 세포에서 

조사하였다. 특히 전립선 암세포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종류

의 암세포에 비하여 글루타민의 양적 차이에 따른 침윤능의 

반응이 다양하며, 글루타민 결핍과 연관된 전립선 암세포증

식 억제에서도 전립선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apoptosis 유

발 반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21-23).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글루타민 결핍에 따른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과 

침윤능에 관한 기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LnCaP 세포의 증식억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apop-

tosis 유발 빈도를 의미하는 세포주기 sub-G1기 빈도의 증

가와 연관성이 있었다. 아울러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생존

된 LnCaP 세포의 이동성과 침윤능이 억제되었으며, 이는 

TJ의 tightening 증가 및 MMPs 활성 억제와 연관성이 있었

다. 이를 위하여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LnCaP 세포

의 증식억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apoptosis 유발 빈

도를 의미하는 세포주기 sub-G1기 빈도의 증가와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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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아울러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생존된 LnCaP 세

포의 이동성과 침윤능이 억제되었으며, 이는 TJ의 tighten-

ing 증가 및 MMPs 활성 억제와 연관성이 있었다.

세포 외 기질의 항상성은 MMPs로 알려진 단백분해효소

와 그와 관련된 내분비 억제인자 TIMPs의 작용에 의해 유지

된다. MMPs는 신체의 결합조직의 항상성을 섬세하게 조절

하지만, 종양, 관절염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병적인 상태에

서는 MMPs의 미세한 조절기능이 붕괴되어 광범위한 세포

외 기질의 분해 및 재구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3). 정상조직에서는 MMPs와 TIMPs의 발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기저막의 분해 대사가 적절히 조절되고 있지만 

종양세포에서는 MMPs의 증가와 함께 TIMPs의 감소가 유

발되어지고, 이러한 불균형에 의하여 암세포의 전이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3,12). 그중 TIMP-1은 활성형의 inter-

stitial collagenases, stromelysins, gelatinases인 MMP- 

2 및 MMP-9와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MMP-2 및 -9의 

분해능을 억제하며, TIMP-2는 TIMP-1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며 활성형의 MMP-2와 가장 강력한 결합력을 보인

다(24,25). 일반적으로 MMPs는 대부분의 악성 종양에서 

높이 발현되며 종양의 침윤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으며, 특히 Type IV collagenase인 MMP-2 및 

MMP-9는 금속이온을 cofactor로 요구하는 효소로서 암세

포의 전이와 침윤이 유발될 경우 기저막을 분해하여 암세포

의 전이, 침윤 및 신생혈관 형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암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25,26). 

따라서 글루타민 결핍 조건에서 암세포의 전이와 침윤에 중

요하게 작용을 하는 MMPs와 TIMPs가 어떠한 변화가 유발

되는 지를 확인한 결과, LnCaP 세포에서 글루타민 결핍의 

조건이 길어질수록 전사 및 번역수준에서 TIMP-1 및 

TIMP-2의 발현 증가와 함께 MMP-2 및 MMP-9의 발현 

감소가 증가하였으며, MMP-2 및 MMP-9의 효소활성 또한 

감소되었다(Fig. 4, 5). 이는 글루타민의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LnCaP 세포는 이들 발현의 변화를 유도하여 세포의 

이동과 침윤을 억제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다양한 세포 간 결합인자들 중, 상피조직의 apical 

side에 형성되는 TJs는 혈액-조직 사이의 확산 장벽을 형성

하여 조직 특이적 특수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laudin family에 속하는 단백질들은 TJs의 integral 

membrane protein의 일종으로 paracellular permeability 

barrier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7). 암세포

의 전이와 관련한 다양한 생체 반응 중 세포의 adhesion과 

junction 관련 단백질의 변화에서 특히 TJs와 관련된 clau-

dins 단백질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어 글

루타민의 결핍이 이들 유전자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결과, 글루타민 결핍 조건 하에서 배양된 LnCaP 세포

의 claudins의 발현 양이 시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6). 이는 글루타민 결핍이 종양세포의 TJs

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claudins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TJs의 치밀성을 높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snail 

family는 4~6개의 zinc-finger 구조를 가지며, 전사인자 단

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로서 좌우 축 형성에 관여하고 배

아초기에 표피세포에서 중배엽으로의 전이, 신경발생 및 세

포의 운동성 조절 등과 같은 형태 형성과 분화과정에 관여한

다(28,29). 또한 많은 암세포에서 snail이 과발현 되어 있기 

때문에 snail family의 암 악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snail family 단백질은 전사억제인자로 알려져 있으

며, 상피성 암세포에서 부착에 관여하는 E-cadherin이나 

occludin 등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31). E-cadherin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catenin 단백질과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이 복합체 역시 세포 골격 구성요소와 

함께 세포간 유착 접합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암세포의 침윤 조절의 핵심인자로 알려져 있다(32, 

33). 따라서 글루타민 결핍 조건이 snail 및 E-cadherin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전사 및 

번역수준에서 글루타민의 결핍 조건에서 배양된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E-cadherin의 발현은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감소하였으나, snail의 발현은 점차 감소되었다(Fig. 6). 이

는 LnCaP 세포에서 글루타민 결핍이 E-cadherin 및 snail

의 발현을 상반되게 조절함으로써 이동성과 침윤능을 억제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관관계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암세포를 포함한 생체 내 빠른 분열을 요구하는 세포 집단에

서 세포 내 구성요소 및 에너지원으로서 글루타민의 요구량

이 증대되지만, 종양세포의 글루타민 의존적 대사작용에 관

한 기전은 여전히 잘 알려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LnCaP 

전립선 암세포의 이동성 및 침윤성에 미치는 글루타민 결핍 

효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LnCaP 세포

에서 글루타민 결핍에 의하여 세포의 이동성 및 세포의 침윤

성이 현저하게 억제되었으며, 이러한 이동성 및 침윤성 억제

는 TIMPs의 발현 증대에 의한 MMPs의 발현 감소 및 그들

의 효소적 활성 저하와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글루타민이 

결핍된 조건에서 배양된 LnCaP 세포에서 TER의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TJs의 조절인자인 claudin 

family 발현의 차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암세포의 증식에서 글루타민의 결핍은 TJ의 

결합력 증대와 MMPs의 활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암세포 전

이에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암세포의 이동성과 침윤성을 억

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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