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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mous cell carcinoma is the primary tumor type in head and neck cancers, the fifth most common 
malignant neoplasm world-wide. Survivin, a member of the inhibitor of apoptosis family, is highly 
expressed in head and neck carcinoma patients and correlated with more aggressive form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YM155, a specific survivin inhibitor, could induce apoptosis in head 
and neck AMC-HN4 cells. YM155 was found to markedly induce apoptosis and cleavage of PARP, 
a marker of apoptosis. Furthermore, YM155 promoted apoptosis in other cancer cells, such as glioma 
(U251MG) and renal carcinoma (Caki) cells. In contrast, YM155 had no effect on apoptosis in normal 
mesangial cells. YM155 significantly induced caspase activation, and pan caspase inhibitor z-VAD-fmk 
markedly blocked apoptosis, PARP cleavage, and caspase-3 cleavage. Therefore, YM155 was seen to 
instigate caspase-dependent apoptosis in head and neck AMC-HN4 cells, inducing downregulation of 
survivin as well as other apoptotic proteins such as c-FLIP and Mcl-1. In addition, the induction of 
apoptosis and PARP cleavage by YM155 treatment was effectively inhibited in survivin-, c-FLIP- and 
Mcl-1-over-expressing head and neck AMC-HN4 cells. In conclusion, YM155 is a potent candidate for 
inducing cell death in head and neck AMC-HN4 cells.

Key words : Apoptosis, apoptotic proteins, head and neck carcinoma, survivin, YM155 

*Corresponding author

*Tel : +82-53-580-3882, Fax : +82-53-580-3795

*E-mail : entde@dsmc.or.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9 Vol. 29. No. 3. 318~324 DOI : https://doi.org/10.5352/JLS.2019.29.3.318

서   론

두경부암은 전세계에서 연간 60만명이 진단되며 발병률이 

여섯 번째로 높은 암이다[24, 25]. 한국에서 10만명당 50.9명의 

유병률이 2013년에 보고되었다[8]. 일차적인 치료로 그 동안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였으나 광범위 절제에 따른 음성장애, 

연하장애와 같은 기능적 장애로 인해 항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9]. 두경부암의 생존율은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의미 있는 향상

은 없었으며,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병기의 두경부

암의 경우는 5년 생존율이 20%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9]. 두경

부암에서 cisplatin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이나 많은 환

자들이 cisplatin 내성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낮춰 항암제 부작용은 줄이고, 

약제내성 기전에 대해 이해하여 암세포의 사멸은 증대시키는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Survivin은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s (IAPs) family 

중 하나로 배아기, 태아기 동안 발현 되나 다른 IAPs family와

는 달리 정상 성인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며 유방, 폐, 대

장, 췌장, 두경부 영역의 악성종양에서 과발현되어 있다[1, 7, 

27]. Survivin은 세포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암

세포의 다양한 caspase의 활성화를 제한함으로써 apoptosis의 

과정 또한 억제한다[24, 28]. Survivin은 종양의 진행과 양의 

상관관계를, 항암치료 후의 환자의 생존기간과는 역의 상관관

계를 가져 survivin의 과발현은 악성종양의 나쁜 예후와 연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22, 33]. 한편 survivin의 발현이 암세포

와 암 관련 내피세포에서의 항암제 내성과 연관이 있음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5, 16, 20, 29, 31].

YM155는 anti-apoptotic protein인 survivin을 억제하는 분

자로 현존하는 항암제와 비교하여 항암 효과가 더 크고, 혈장

보다 종양 내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기존의 연구를 통해 YM155의 in vitro에서의 항암효과 

및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흑색종, 호르몬 비의존성 전

립선암에서 종양의 퇴행을 유도함이 확인 되었다[10, 17, 18, 30].

본 연구를 통해 YM155의 처리가 두경부 암세포에서도 세

포사멸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전의 규명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세포 배양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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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한 두경부암 세포인 AMC-HN4 세포는 Ko-

re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주 배양을 

위한 배지는 10% 태아우혈청(fetal bovine serum, Hyclone 

laboratories, Waltham, MA, USA)과 1% antibiotics, 0.2% 

gentamicin을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WelGENE Inc.)을 사용하였으며 37°C로 유지되는 5% CO2배

양기를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약제인 YM155는 

Selleck Chemicals (USA)에서 구입하였고, z-VAD-fmk (z-VAD)

는 Calbiochem(USA)에서 구입하였다. PARP, Mcl-1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에서, c-FLIP항체는 Enzo 

Biochem (USA)에서, survivin 항체는 R&D (USA)에서, actin 

항체는 Sigma (USA)에서 각각 구매하였다.

Flow cytometry 분석

AMC-HN4세포 1×106개에 100 μl의 PBS를 넣어 잘 풀어준 

후, 200 μl의 95% ethanol을 진탕 혼합하면서 조심스럽게 넣어

주었다. 세포를 4°C에서 1시간 동안 고정한 후, PBS로 씻어주

었다. 세포에 250 μl의 1.12% sodium citrate buffer (pH 8.4)에 

12.5 μg RNase가 녹아있는 용액을 넣어 37°C에서 30분간 배양

하였다. 30분이 지난 후 그 용액에 250 μl propidium iodide 

(50 μg/ml)를 넣어 30분간 실온에서 DNA를 염색하였다. 염색

된 세포를 FACScan 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 

Baltimore, M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세포(0.4×106 cells/well)를 12시간 배양 후에, FBS를 첨가하

지 않은 무 혈청 배지로 교체하여 시약을 처리하여 배양 후, 

세포를 모아 32 μl lysis buffer (137 mM NaCl, 15 mM EGTA, 

0.1 mM sodium orthovanadate, 15 mM MgCl2, 0.1% TritonX- 

100, 25 mM OPS, 100 mM phenyl methyl sulfonyl fluoride, 

and 20 mM leupeptin, pH 7.2)를 첨가하고 5분 간격으로 15 

동안 3번 진탕 혼합하여 세포를 파쇄한 후 원심분리(13,000 

rpm, 4°C, 15분)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시료의 단백질은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으며, 10% sodium do-

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에서 단백질을 분리한 후, 

immobilon membrane으로 전달하였다. Membrane은 5% 

milk/TBST (20 mM Tris-HCL, 137 mM NaCl, 0.1% Tween 

20, pH 7.4)에 넣어 실온에서 1시간 유지시킨 후, 항체를 희석

한 5% milk/TBST에 넣어 실온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Anti- 

mouse는 rabbit Ig horseradish peroxidase/TBST로 1시간 반

응시킨 후 Enhanced Chemiluminoscence 용액을 가하여 발색

시켜서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DNA fragmentation 분석

DNA fragmentation은 The cell death detection ELISA 
plus kit (Boehringer Mannheim, Indianapolis, IN, US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준비된 세포에 200 μl의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 동안 반응하여 용해시킨 후, 2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회수된 상층액

을 immobilized anti-histon antiobody와 2시간 반응시킨 후, 

peroxidase substrate로 5분간 반응시켰다.  40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DNA 분절을 정량화하였다. 

Caspase 활성화 측정

Caspase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의 20 μg lysate를 

caspase substrate[Asp-Glu-Val-Asp-chromophore-p-nitro-

anilide (DVAD-pNA)]가 들어있는 100 μl의 reaction buffer 

(1% NP-40, 20 mM Tris-HCl, pH 7.5, 137 mM NaCl, 10% 

glycerol)를 넣어, 37°C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그 이후 405 nm 

흡광도에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결   과 

YM155 처리에 의한 세포 사멸 유도 

AMC-HN4 세포에서 YM155 처리에 의한 세포사멸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각의 세포에 YM155 10 nM, 20 nM, 40 nM 

처리 후 현미경을 통한 관찰 결과 40 nM에서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A). 이러한 세포 사멸이 apopto-

sis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FACS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YM155 농도 의존적으로 sub-G1기의 세포 증가 및 PARP 

cleaved form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B). 또한 

YM155 농도 의존적으로 apoptosis marker 중 하나인 DNA 

분절이 증가하는 것을 oligonucleosome associated histone kit

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C).

YM155 매개 세포 사멸에 caspase 활성화 향

YM155에 의해 증가하는 apoptosis에 caspase의 활성화가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DEVDase activity를 이용하여 

YM155 처리 시 caspase 활성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A). 이러한 caspase의 활성화가 YM155에 의한 

apoptosis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an-cas-

pase inhibitor인 z-VAD를 전처리하여 caspase의 활성을 억제

하자 세포사멸이 억제되는 것을 FAC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한 Western blot에서도 pro-caspase-3가 활성화되면 나

타나는 cleaved form의 caspase-3 역시 z-VAD에 의해 억제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B). 이를 통해 YM155에 의한 세포사

멸이 caspase 의존적인 apoptosis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MC-HN4 세포에서 apoptosis 조  단백질의 발 에 미

치는 YM155의 향 

YM155에 의한 AMC-HN4 세포의 apoptosis의 기전을 확인

하기 위해 다양한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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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AMC-HN4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YM155. (A) The cell morphology 

was examined using interference light micro-

scopy. (B) Apoptosis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PARP and ac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level of actin was used as the 

loading control. (C) Fragmented DNA was 

determined by the DNA fragmentation de-

tection kit.

A B
Fig. 2. YM155-induced apoptosis is dependent on cas-

pase activation in AMC-HN4 cells. (A) AMC- 

HN4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YM155. Caspase activities were measured with 

a spectrophotometer using DEVDase assay kits. 

(B) AMC-HN4 cells were treated with 40 nM YM 

155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20 μM z-VAD- 

fmk (z-VAD). The sub-G1 fraction was measured 

by flow cytometry.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PARP, pro-caspase3, cleaved-caspase3 and ac-

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level of actin was used as the loading control.

Fig. 3. The effects of treatment with YM155 on expression of 

apoptosis related proteins. (A) AMC-HN4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YM155. The protein ex-

pression levels of c-FLIP, Mcl-1, survivin and ac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level of actin was 

used as the loading control. (B) AMC-HN4 cells were 

treated with 40 nM YM155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c-FLIP, Mcl-1, 

survivin and ac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level of actin was used as the loading control.

하였을 때 caspase-8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c-FLIP의 발현이 

감소하였고, anti-apoptotic Bcl-2 단백질 중 하나로 알려진 

Mcl-1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또한 inhibitor of apoptotic pro-

tein (IAP) family이자 caspase 활성화를 억제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survivin의 발현도 감소하였다(Fig. 3A). 이러한 an-

ti-apoptotic protein이 YM155 처리 시 농도, 시간 의존적으로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A, Fig. 3B).

YM155에 의한 apoptosis에 c-FLIP, Mcl-1, survivin 

단백질의 과발 의 향

c-FLIP, Mcl-1, survivin의 발현 감소가 YM155에 의한 

apoptosis에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유전자를 

과발현 시킨 상태에서 apoptosis가 억제되고 PARP의 cleaved 

form의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 - Fig. 4C). 

이를 통해 YM155에 의한 AMC-HN4 세포의 apoptosis에 

c-FLIP, Mcl-1, survivi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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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Down-regulation of c-FLIP, Mcl-1 and survivin contributes to YM155-mediated apoptosis. (A) AMC-HN4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c-FLIP. After transfection, cells were treated with YM155. (B) AMC-HN4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Mcl-1. After transfection, cells were treated with YM155. (C) AMC-HN4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survivin. 

After transfection, cells were treated with YM155. The sub-G1 fraction was measured by flow cytometry.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PARP, c-FLIP, Mcl-1, survivin and ac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level of actin was used as 

the loading control.

A B

C

D

Fig. 5. The effects of YM155 on apoptosis in other carcinoma cell lines and normal cells. (A and B) U251MG cells (A) and Caki 

cells (B)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YM155. The sub-G1 fraction was measured by flow cytometry.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PARP and ac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level of actin was used as the loading control. 

(C and D) AMC-HN4 cells and MC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YM155. The cell morphology was examined 

using interference light microscopy (C). The sub-G1 population was measured by flow cytometry (D).

다양한 암세포에서 YM155에 의한 apoptosis 유도

YM155에 의한 유도되는 apoptosis가 두경부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암 세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암(U251MG) 세포

와 신장암 세포인 Caki 세포에 YM155를 처리하여 확인해 본 

결과, U251MG 및 Caki 세포에서도 농도 의존적으로 apopto-

si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A, Fig. 5B). 정상

세포에서 YM155가 apoptosis를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쥐

의 mesangial cell에 YM155를 처리하였으나 AMC-HN4 세포

와는 달리 현미경 관찰에서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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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Fig. 5C). 또한 FACS를 이용한 sub-G1을 통해서

도 정상세포에서는 apoptosis가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5D). 따라서 YM155에 의한 apoptosis는 암세포 특이적으

로 일어나며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고   찰

두경부 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으며 암의 병기나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수술적 치료가 선호되었으나 

연하장애, 음성장애와 같은 수술 후 나타나는 기능 장애와 합

병증으로 인해 최근 두경부암의 치료에서 항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

Cisplatin은 두경부 암 치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암제

이다[14]. 하지만 일부 종양세포는 cisplatin에 약제내성을 나

타내게 되어 cisplatin의 활용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존의 

항암제보다 약제내성이 적어 효과가 좋으며 부작용은 적은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anti-apoptotic 

protein인 survivin을 억제하는 YM155가 high throughput 

screening에 의한 survivin 유전자 promoter 분석에서 발견되

었다[17].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흑색종 등에서 YM 

155의 항암 효과가 in vitro에서 밝혀졌다[10, 17, 18, 30]. 

Survivin은 정상조직에서는 발견되지 않거나 적게 발현되며

[1]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의 악성종양에서는 과발현 되어 

있다[7, 27]. 두경부 암에서 역시 survivin이 과발현 되어 있으

며 이는 예후와도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12, 13, 21].  

본 연구를 통하여 두경부 암세포인 AMC-HN4세포에서 

YM155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사멸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PARP의 cleaved form 증가를 통해 이 세포사멸이 apop-

tosis임을 알 수 있었다(Fig. 1A, Fig. 1B). YM155 처리에 의해 

유도하는 apoptosis에 caspase 활성화가 관여하는 것을 

DEVDase activity의 증가와 pan-caspase inhibitor를 이용하

여 caspase 활성화 차단시 apoptosis가 억제되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YM155 처리시 나타나는 apoptosis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

여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본 결과 extrinsic 

apoptosis pathway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caspase-8의 활성화

를 방해하는 c-FLIP [11, 32]의 발현이 감소하였고, apoptosis

를 억제하는 Bcl-2 family 중 하나로 알려진 Mcl-1 [23]의 발현

이 감소하였다. 또한 IAP family로 mitosis를 조절하고 cas-

pase 활성화를 억제하여 apoptosis를 억제하는 survivin [2, 

6, 24, 28]의 발현도 감소함으로써 AMC-HN4세포에서 YM155 

처리 시 apoptosis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도 의존성, 시간 의존성으로 나타났다(Fig. 3). YM155에 의

해 유도되는 AMC-HN4세포의 apoptosis가 c-FLIP, Mcl-1, 

survivin의 발현 감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단백질을 과발현 시켰을 때 apoptosis가 억제되었다 (Fig. 4).

다양한 암세포에서도 약물 처치에 의한 항암 효과가 확인되

면 더 넓은 영역의 악성 종양의 치료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5]. YM155에 의한 apoptosis가 두경부 암세포에서 특이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암세포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암 세포인 U251MG와 

신장암세포주인 Caki에 YM155를 처리하였다. 두경부 암세포 

뿐만 아니라 다른 암세포에서도 apoptosis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YM155가 다양한 암세포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Fig. 5A, Fig. 5B).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정상세포에서 YM155가 apoptosis를 일으키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쥐의 mesangial cell에 YM155를 처

리하였으나 AMC-HN4세포와는 달리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통해 YM155에 의한 apoptosis는 암세포 특이적으

로 일어나며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5C, Fig. 5D).

본 연구에서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인 YM155는 정상 세포

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재 두경부 암에서 주로 쓰이는 

regimen인 cisplatin의 약물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survivin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약물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기에 두경부 

뿐 아니라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 치료법의 개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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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YM155 처리에 의한 두경부 암 AMC-HN4 세포 세포자멸사 유도 효과

장호 1․권택규2․김동은1*

(1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2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두경부암은 전세계에서 발병률이 여섯 번째로 높은 암으로 그동안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였으나 광범위한 절제

에 따른 기능적 장애로 인해 항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경부암에서 cisplatin이 가장 많이 사용되

는 항암제이나 cisplatin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은 줄이고, 약제내성 기전에 대해 이해하여 암세

포의 사멸은 증대시키는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Survivin은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s (IAPs) 

family 중 하나로 두경부암에서 과발현되어 있다. YM155는 survivin을 억제하는 분자로 본 연구를 통해 YM155의 

처리 후 두경부 암세포의 세포자멸사가 유도되며, 뇌암 세포와 신장암 세포에서도 세포자멸사가 유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정상세포인 mesangial cells에는 YM155가 세포자멸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YM155는 cas-

pase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며, anti-apoptotic protein인 c-FLIP, Mcl-1, survivin의 발현을 저해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YM155는 두경부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 치료법의 개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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