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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설레는 심정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고 유학생활을 시작한지도 어언간
5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이제 학위과정을 마치게 됨으로써 제 인생
에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도
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유학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친자식과 같은 사랑과 아낌없

는 가르침을 주신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김진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논문과제 실험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정다운 교수님,부족한
논문이지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육종인 교수님,박광균 교수님,윤
도준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처음 교실에 들어와(서)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

심과 조언을 해 주신 홍준철 선생님,이은주 교수님,그리고 누나처럼 관심
해주셨던 지원주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어려운 병리진단을 임상과 결합
하여 재미있게 가르쳐주신 김현실 선생님,3년간의 조교 생활을 즐겁게 보
낼 수 있게 활기를 주신 류주경 선생님,차소영 선생님,제가 대학원 생활
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했던 연구실 식구 김남희 선생님,
최정희 선생님,그리고 전남경,권정화,김진미,박영진 선생님,행사 때마
다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차은영,이혜미 선생님,생화학교실에 계시는
박이하 선생님,황영선 선생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충민의 오늘이 있게 저를 낳아 키워주시고 항상 옆에서 버

팀목이 되어 주신 부모님과 장모님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 드
리고 싶습니다.그리고 고향 땅에서 항상 걱정해주는 동생 봉하에게도 고
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곁에서 믿음으로 지켜 주는 나의 아름다운 천
사 혜란에게 고맙고,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나 자신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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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암암암세세세포포포와와와 섬섬섬유유유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 상상상호호호 작작작용용용 분분분석석석:::섬섬섬유유유모모모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비비비되되되는는는 CCCCCCLLL777이이이 암암암세세세포포포의의의 침침침윤윤윤성성성 성성성장장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암 발생 이후,기저막의 파괴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직 내로 침윤을 시작
하며 기질 미세환경과 접촉하게 되고 미세환경에 존재하는 섬유모세포와
cytokine,성장인자 등 분자를 통하여 상호 작용을 일으킨다.최근
chemokines의 신호전달이 종양세포와 기질 미세환경의 상호 작용에서 암
세포의 성장,침윤,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
서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하여 구강편평세포암종(oral squamous cell
carcinoma,OSCC)세포주 단독 배양한 경우와 OSCC조직에서 유래된 섬
유모세포(carcinomaassociatedfibroblasts,CAF)를 공동 배양한 경우를
비교하여 섬유모세포가 존재할 경우 OSCC 세포주에서 chemokine
receptor를 포함한 다수의 유전자들이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또한
CAF를 단독 배양한 경우와 암세포와 공동 배양한 경우를 비교하여 암세
포가 존재할 경우 섬유모세포에서는 chemokines을 비롯한 다수의
cytokine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이 결과를 근거로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영향을 주는 CCL7의 역할을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마이크로어레이와 real-timeRT-PCR를 통하여 암세포와 섬유모세포
의 공동배양에서 섬유모세포 존재할 경우 암세포에서 chemokinereceptor
를 포함한 다수의 유전자,CCR5,CEECAM1등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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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세포와의 공동배양에 의해 섬유모세포에서는 암세포가 존재할 경우
CCL7,CXCL1,CXCL3등의 chemokines의 발현이 증가 되었다.이 중에
서 CCL7의 발현이 가장 높았다.

2. CAF에서 분비되는 CCL7에 의한 암세포 침윤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CAF배양을 통하여 만든 conditionedmedia(CM)를 사용하여 OSCC 세
포주 YD-10B와 HSC-2로 transwellinvasionassay를 시행하였다.CM만
처리한 그룹과 CCL7중화항체를 CM과 함께 처리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CCL7중화항체를 처리한 경우 암세포의 침윤성 성장이 약 50%의 감소를
보였다.삼차원 배양에서도 CCL7중화항체를 처리한 경우 OSCC 세포의
기질내로 침윤이 억제되었다.

3.Transwellassay와 wound healing assay 실험에서 CCL7에 의한
OSCC세포의 이동성을 관찰한 결과 CCL7를 처리한 경우 농도 의존적으
로 세포 이동성이 증가하였으며 CCL7중화항체에 의하여 억제 되었다.
F-actin형광염색에서도 CCL7첨가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골격
의 액틴세사의 활성을 나타내어 세포돌기가 증가되어 이동성 증가를 형태
학적으로 확인하였다.

4.효소결합 면역흡수 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으로 분석한 결과 CAF와 OSCC세포주(YD-10B,HSC-2,HSC-3,
Ca9.22,YD-38)와의 공동 배양에서 CCL7의 분비는 증가하였고,이는
OSCC 세포주의 자극으로 CAF에서 분비되었음을 확인하였다.한편,유방
암세포주와 정상구강상피세포를 CAF로 공동배양한 경우는 CCL7의 분비
증가를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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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상 치은 조직 9건,OSCC환자의 조직 16건에 대하여 조직면역화학
염색을 진행한 결과 암환자의 조직에서 7례(43%)에서 CCL7발현을 관찰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OSCC 세포의 침윤성 성장은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상
호작용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다양한 chemokines의 발
현이 증가 되었고 그중 CCL7은 암세포 자극에 의한 섬유모세포가 활성에
의하여 분비가 촉진하고,섬유모세포에 의하여 분비된 CCL7은 암세포에
영향을 주어 암세포로 하여금 세포골격의 변화를 일으키며 세포이동을 촉
진하여 암세포의 침윤을 유도하는 chemokines중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
핵심 되는 말:암세포-섬유모세포 상호 작용,chemokines,cytokine,CCL7,
세포이동,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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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김김 진진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차차차 충충충 민민민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정상적인 조직에서 상피조직과 결체조직은 기저막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
다.암 발생 이후,기저막의 파괴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직내로 침윤을 시작
하며 기질 미세환경 (stromalmicroenvironment)과 접촉하게 된다.기질
미세환경에는 세포외기질 (extracelluarmatrix;ECM),결체조직 세포,혈
관계통,이들이 분비하는 성장인자 및 cytokines 등이 모두 포함된다
(Mueller과 Fusenig,2002).
침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ECM분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침윤과정에서

기질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고 ECM을 분해하는 matrixmetalloproteinase
(MMP)가 침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특히 MMP-2와
MMP-9은 gelatinase로서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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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잘 알려져 있다 (Stetler-Stevenson과 Yu,2001; Che 등,2006;
Rundhaug,2003).하지만 주위 ECM의 분해만으로 암세포의 침윤이 이루
어지지 않으며 암세포 자체의 이동능력과 침윤능력의 변화가 침윤과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evde등,2006).
암세포 자체의 이동능력뿐만 아니라 암세포 침윤과정에서 섬유모세포의

역할의 중요성이 연구되어 왔다.유방암 조직에서 유래된 암세포로 변이가
시작된 상피세포 주위에 섬유모세포가 있을 때는 상피세포가 과다한 세포
증식,세포자살 프로그램의 상실,조직 침입능력 등 암세포의 특성을 빠른
속도로 획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Sadlonova등,2005).또한 전립선암에
서 유래된 섬유모세포는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분화
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Orimo등,2005).또한 구강편평세포암종
(oralsquamouscellcarcinoma,OSCC)세포주의 3차원적인 배양에서 삼
차원적으로 재구성된 종양세포들은 섬유모세포가 존재할 경우에만 결체조
직내로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Che등,2006).
암세포 침윤성 성장은 ECM의 분해와 동시에 기질 미세환경에 존재하는

섬유모세포,대식세포,림프구,혈관 내피 세포와 상호 작용이 관여하며
이 상호 작용에 cytokine이 암세포의 이동 및 전이와 같은 악성 잠재성을
유도 및 강화한다 (Olumi등,1999).상처의 치유과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cytokine이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윤성 성장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특히 chemokines의 역할이 연구되고 있다 (Coussens와
Werb,2002;Koizumi등,2007).
Chemokines은 100여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 (5-20

kDa)분자로서 구조적 특징에 따라 4가지,즉 C,CC,CXC,CX3C로 나
누어진다.이들은 N-terminal쪽에 존재하는 cysteins에 의하여 특징을 나
타낸다 (Baggiolini,1998;Premack과 Shall,1996).Chemokines은 세포 표
면의 seventransmembrane-domainG-protein-coupledreceptor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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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세포에 영향을 준다 (Murphy.1994).특정 chemokines에 대한 백혈
구의 반응은 각각의 상보적인 chemokines receptor에 의해 결정된다.
Chemokines이 상보적인 수용체에 결합하면 액틴의 재배치와 변형,그리고
세포이동을 정점에 다다르게 하는 신호전달 경로가 활성화 된다.이런
chemokines은 다수 세포 유형,백혈구를 포함하여,내피 성장 세포,섬유모
세포 등 기질세포에 의해 생성된다.Monocutechemoattractantproteins-3
(CCL7/MCP-3)은 CCChemokines의 일종으로 단핵구,T-림프구,염기호
성백혈구,산호성백혈구에 존재하는 G-protein-coupled receptor CCR1,
CCR2,CCR3,andCCR10와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하며 화학주성에 관여한
다.최근에 chemokines의 신호전달이 종양세포와 기질 미세환경의 상호 작
용에서 암세포의 성장,침윤,이동에 영향줄 것이라고 제기되고 있다
(Koizumi등,2007).
저자가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섬유모세포 유무에 따른 입체배양결

과 섬유모세포가 있는 경우에서만 OSCC 세포의 침윤이 일어남으로써 암
세포의 침윤에는 섬유모세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Che등,
2006;2007).선행연구에서 직접 혼합 배양한 그룹에서 membrane을 이용
한 간접 배양한 그룹보다 activatedMMP-2의 발현이 증가되었다.또는 섬
유모세포를 포함시킨 진피 유사체에 collagengel을 이용하여 OSCC 세포
주와 섬유모세포를 분리하여 공동 배양한 경우에 비하여 섬유모세포를 포
함시킨 진피 유사체 위에 직접 OSCC세포주를 공동 배양한 경우 활성화
된 MMP-2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cathepsinD의 발현도 증가하였다 (Che
등,2006;Yoon등,2005).이러한 결과는 침윤성 성장이 진행되면서 암세
포와 섬유모세포가 접촉하면 점차 침윤성이 악화됨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된다.또한 구강암세포주 단독 배양에서는 MMP-2,MMP-9이 발현되
지만 섬유모세포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침윤성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점
으로 보아 암세포의 침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MMP-2,9이외의 섬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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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다른 cytokine의 작용이 필수라고 생각된다.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세포 침윤성 성장을 위하여 섬유모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cytokine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배양 방법으
로 마이크로어레이를 시행하였다.그 결과 섬유모세포 존재 시 chemokine
receptor를 포함한 다수의 유전자들이 암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었으며,또
한 암세포와의 공동배양에 의해 섬유모세포에서는 chemokines을 비롯한
다수의 cytokine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침윤과정에서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사이의 상호 작용을 관찰할 목
적으로 마이크로 어레이에서 높은 발현을 보인 CCL7을 대상으로 암세포
침윤과정에서 역할을 분석하고 진일보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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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암암암종종종 세세세포포포주주주와와와 섬섬섬유유유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 배배배양양양

본 실험에서는 한국 세포주은행에 등록된 YD-10B,YD-38OSCC세포
(Lee등,2005)와 일본 세포주은행에 등록된 OSCC세포 HSC-2,HSC-3,
Ca9-22 및 ATCC (Manassas, VA)에 등록된 유방암 세포주
(MDA-MB-231,MCF-7)를 사용하였다.암세포 HSC-2,HSC-3,Ca9-22
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Gibco BRL,Grand
Island,NY,USA)과 Ham'snutrientmixtureF12(GibcoBRL,Grand
Island,NY,USA)를 3:1 비율로 혼합하고 100 IU/mlpenicillin,100
ug/mlstreptomycin,0.6 ㎎/㎖ L-glutamine과 함께 10% fetalbovine
serum (FBS;Hyclone,Logan,UT,USA)이 포함된 배지로 배양하고
YD-10B와 YD-38은 위의 배지에 0.1 ㎍/㎖ cholera toxin,0.4 ㎍/㎖
hydrocortisone, 5 ㎍/㎖ insulin, 5 ㎍/㎖ apo-transferrin, 2 ㎍/㎖
3'-5-triodo-l-thyronine(allpurchasedfrom SigmaSt.Louis,MO,USA)
가 추가 포함된 배지로 배양하고 유방암 세포주는 DMEM에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배지로 5% CO2,37℃ 배양기에서 배
양하였다.교정 목적으로 발거되는 치아의 정상 치은 조직의 상피조직에서
유래된 정상 상피세포(normalepithelialcells;NE)를 정상 대조군으로 사
용하였다.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외과로부터 얻은 암조직을 betadine으
로 3회 세척한 후,가위로 조직을 잘라 1X PBS에 세척하고 DMEM and
Ham's nutrientmixture F12를 3:1 비율로 혼합한 10% fetalbovine
serum포함된 배지로 5% CO2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OSCC에서 유래한 섬유모세포(cancerderivedfibroblast;CAF)를 사용하였
다.섬유모세포는 모두 4~6차 계대 배양한 세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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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TTTrrraaannnsssmmmeeemmmbbbrrraaannneee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cccooo---cccuuullltttuuurrreee)))

CAF와 HSC-2, YD-10B, Ca9.22를 각각 6-well transwell plate
(membraneporesize:0.3㎛)을 이용하여 공동배양(Che등,2006)을 진행
하였다(Fig.1).1.7X105CF를 6-well에 분주하고 menbrane위에는 HSC-2,
YD-10B,Ca9.22를 각각 1.7X105/well씩 분주하고 DMEM and Ham's
nutrientmixtureF12를 3:1비율로 혼합한 FBS가 없는 배지로 5% CO2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Fig.1:Co-culturesystem.Toprofilegeneexpressionusingmicroarray
andreal-timePCR,acoculturemodeloforalCAFandOSCCcellswas
established,employingcollagen-coatedtranswellmembranes(1㎛ pore
size),whichallowstheexchangeofsolublemediatorsin theculture
medium betweenthetwocelllinesplacedonopposit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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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어어어레레레이이이

실험은 OperonHumanwhole35K Oligochip을 사용하여 암세포의 배
양환경에 따른 유전자 발현 변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실
험에서 사용된 OperonHumanWhole35K Oligochip은 Operon사에서 보
유하고 있는 Human Whole Genome Oligo subsets V4.0 중 Exon
sequence oligo (31387개),transcriptsequence oligo(3396개)와 chip의
quality확인과 normalization을 위하여 controlsample(1877개)를 점적하였
다.OperonHumanWhole35K Oligochip에 spotting되어 있는 spot은
control유전자를 포함하여 총 36912개의 spot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27개의 column과 29개의 row로 48개의 block에 769개씩 분산되어 구성되
어 있다.실험에 사용된 TotalRNA sample은 OSCC세포와 CAF공동배
양 시 암세포가 없거나 혹은 섬유모세포가 없이 단독 배양한 암세포와
CAF를 대조군(control)으로 사용하였고 공동배양 시 암세포와 섬유모세포
에서 추출한 RNA를 실험군으로 사용하였고,㈜지노첵에서 RNA를 추출하
고,qualitycheck를 실시한 후 진행되었다.
TotalRNA sample은 amplification을 진행하였고,amplifiedRNA에ULS

labeling과정을 통하여 합성하였으며 이것을 Operon Human whole35K
oligochip에 hybridization을 실시하였다.DNA chip결과의 분석 과정은
scanning을 통하여 얻어진 spot의 signalintensity수치 데이터를 사용하
여 globalnormalization과 intensitydependentnormalization을 실시하였으
며 이를 사용하여 M vsA scatterplot으로 표시하였다.실험 결과로 얻어
진 모든 유전자들의 분포를 histogram으로 표시하였으며 이것은
normalization이 끝난 data의 분포도와 비교 검토하여 실험 결과의 정확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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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RRRNNNAAA 추추추출출출 및및및 QQQuuuaaannntttiiitttaaatttiiivvveeerrreeeaaalll---tttiiimmmeeePPPCCCRRR

1.7X105OSCC세포 (YD-10B,HSC-2,Ca9-22)와 1.7X105CAF를 각각
콜라젠이 도배되어 있는 6well1㎛ poretransmembranefilters(Becton
Dickinson,Sparks,MD)의 위와 아래에 분주하였다.단독배양한 대조군은
공동배양 시스템의 동일한 측에 배양하였다.모든 세포는 5% CO2가 유지
되는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Trizolreagent(Invirogen,
Carlsbad,CA)을 이용하여 각 세포에서 RNA를 추출하였다.추출된 RNA
는 RNase-free물에 용해한 다음 spectrophotometer(Bio-radmodel)를 사
용하여 260/28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RNA를 정량하고 순도를 검증
하였다.TaqmanReverseTranscription Reagents(AppliedBiosystems,
FosterCity,CA)을 이용하여 역전사를 진행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PCR은 0.5㎕ 합성한 cDNA,0.8㎕ 10pM forwardandreverseprimers
(table 1)와 GAPDH, 10 ㎕ SYBR Green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8.7㎕ 3차 증류수를 혼합하여 AppliedBiosystemsPrism
7900HT SequenceDetectionSystem (AppliedBiosystems)을 이용하여 진
행하였다.

Table1.Primerusedforreal-timePCR
GENE Forwardprimer5’-3’ Reverseprimer5’-3’ Size(bp)
CCL7 5’-CCAAACCAGAAACCTCCAAT–3’ 5’-ACACAGAAGTGCTGCAGAGG–3’ 81
CXCL1 5’-AATCCAACTGACCAGAAGGG–3’5’-CATTAGGCACAATCCAGGTG–3’ 126
CXCL3 5’-CGCCCAAACCGAAGTCATAG–3 5’-GCTCCCCTTGTTCAGTATCTTTT–3’109
CCR5 5’-CAGGGATAGCACTGAGCAAA–3’5’-GGCTCAAGGCAGCTTATTTC–3’ 179
CEECAM1 5’-CGCTTTGAGAGCAACTTCAG–3’5’-CCGTCCAAGGTAGATCAGGT–3’ 93



- 9 -

555...CCCooonnndddiiitttiiiooonnneeedddmmmeeedddiiiuuummm

CAF혹은 YD-10BOSCC세포 1X106개를 5㎖ DMEM/F12(3:1)배지
가 포함된 10㎝ 배양접시에서 48시간 배양한 다음 배지를 수집하여 1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conditionedmedia(CM)으로
사용하였다.

666...효효효소소소결결결합합합 면면면역역역흡흡흡수수수 분분분석석석법법법(((eeennnzzzyyymmmeee---llliiinnnkkkeeedddiiimmmmmmuuunnnooosssooorrrbbbeeennntttaaassssssaaayyy,,,
EEELLLIIISSSAAA)))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CCCCCCLLL777분분분비비비량량량 측측측정정정

2×104암세포를 24-transwellplates에서 CAF(2.1×104)가 있거나 혹은 없
는 상태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을 일정한 양을 수집하여 CCL7
ELISA kit(R&D systems,Minneapolis,MN,USA)을 이용하여 CCL7의
분비량을 측정하였다.CAF는 2.1×104CAF/well씩 24-wellplates에 분주
하여 DMEM/F12(3:1ratio)에 10% FBS가 포함된 배지에서 24시간 배양
후,세 차례 FBS가 없는 배지로 세척을 진행한 다음 FBS가 없는 배지로
24시간 transwell을 이용하여 암세포와 공동배양을 진행하거나 단독 배양
을 진행하였다.배지의 상층액을 취하여 CCL7ELISA를 진행하였다.

777...암암암세세세포포포의의의 침침침윤윤윤성성성 성성성장장장 및및및 이이이동동동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세포의 침윤과 이동의 비교는 Youngs 등(1997)이 사용한 방법으로
24-transwellplates(Corning)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직경이 8㎛ 크기의
구멍이 있는 filters에 fibronectin (10g/50L,R&D,Minneapolis,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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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도배한 그룹은 세포이동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고 type I
collagen(NittaGelatinInc,Osaka,Japan)을 도배한 그룹은 세포침윤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2×104 OSCC 세포를 transwellchambers의
filters위에 분주하고 아래에는 CAF(2.1×104),CAF의 CM 혹은 CCL7(10
ng/㎖ 혹은 100ng/㎖,R&D Systems,Minneapolis,MN,USA)을 넣었다.
세포가 filter를 통과한 다음 10%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0.25% crystal
violet로 염색을 하여 현미경아래서 통과한 세포수를 측정하였다.1㎍/㎖
의 CCL7중화항체 (R&D Systems,Minneapolis,MN,USA)를 filter의 아
래 CAFCM 300ml에 첨가하여 CCL7만 첨가한 그룹과 비교하였다.CCL7
만 넣은 그룹에는 15분 전에 첨가하여고 YD-10B혹은 HSC-2세포로 분
주하였다.MurineIgG1(BD Pharmingen,NJ,USA)항체를 대조군 항체
로 사용하였다.

888...WWWooouuunnndddhhheeeaaallliiinnngggaaassssssaaayyy

YD-10B혹은 HSC-2세포를 1% FBS를 함유한 DMEM/F12(3:1)배지
가 있는 6-well배양접시에 분주하여 접시에서 90%가 될 때 plastic
pipettetip으로 가운데를 줄그어 넓이가 약 1㎜ 정도내의 세포를 제거하여
세포의 연속성을 파괴하였다.배양배지로 한차례 세척한 다음 새로운 배양
배지를 넣고 CCL7(10ng/㎖ and100ng/㎖)을 첨가하고 .HSC-2는 6시
간,YD-10B는 12시간 지속 배양한 다음 현미경아래서 지속성을 잃은 부위
로 세포가 얼마만큼 이동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CCL7중화항체 (1㎍/㎖)
로 CCL7을 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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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삼삼삼차차차원원원 배배배양양양(((TTThhhrrreeeeee---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cccuuullltttuuurrreee)))

CAF가 OSCC 세포의 침윤에 미치는 CCL7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삼차원 배양을 시행하였다.TypeI-A collagensolution(NittaGelatinInc,
Osaka,Japan), reconstitutionsolution(0.022g/㎖ NaHCO3,0.0477g/㎖
HEPES,0.05N NaOH)과 10×DMEM을 8:1:1로 혼합하고 CAF(1.5×
105 cellsin 30㎕ 배지)를 각각 분주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TypeI-A
collagenmixture를 만들었다.6-wellplates(BectonDickinson,Franklin
Lakes,NJ,USA)내에 millicell(3.0 ㎛ pore size,12 ㎜ diameter;
MilliporeCorp,Bedford,MA,USA)를 넣고 collagenmixture를 250㎕씩
분주 하였다. 5% CO2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DMEM과 Ham'snutrientmixtureF12를 3:1비율로 혼합한 10% fetal
bovineserum,0.1㎍/㎖ choleratoxin,0.4㎍/㎖ hydrocortisone,5㎍/㎖
insulin,5㎍/㎖ apo-transferrin,and2㎍/㎖ 3'-5-triodo-l-thyronine(all
purchasedfrom SigmaSt.Louis,MO,USA)이 포함된 배지 3.0㎖로
millicell밖에 넣고 OSCC 세포주 HSC-2를 (3×105cellsin200㎕)씩
CAF가 포함된 collagenmixture위에 분주하여 배양하고 2일 후,PBS로
수세한 후 밖에는 3.0㎖,gel위에는 200㎕ 배지를 넣어주었다.추가 배
양 2일 후 gel위를 air-liquid상태로 만들어 주고 3일동안 더 배양하였다.
사용한 배지에 CCL7중화항체 1.0㎍/㎖ 를 추가하여 실험군으로 사용하
였다. 배양한 조직을 10% neutralformalin으로 단백질을 고정하고 파라
핀에 포매한 다음 0.4㎛ 두께로 잘라서 hematoxylinandeosin(H-E)으로
염색하고 현미경아래서 조직학적인 소견을 관찰하였다.

111000...333---(((444,,,555---dddiiimmmeeettthhhyyylllttthhhiiiaaazzzooolll---222---yyylll)))---222,,,555---dddiiippphhheeennnyyylllttteeetttrrraaazzzooollliiiuuummm bbbrrrooommmiiidddeee
(((MMMTTTTTT)))검검검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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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7이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MTT를 시행하
였다.YD10B,YD38와 CAF를 각각 96wellplate에 한 well당 세포수가 3
× 103 cell이 되게 분주하고 1일,3일,5일,7일 DMEM and Ham's
nutrientmixtureF12를 3:1비율로 혼합한 10% FBS포함된 배지로 5%
CO2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2일에 한번씩 배지를 갈아줄
때 실험군은 CCL7(10ng/㎖ and100ng/㎖)을 처리하였다.다음 MTT
(Sigma,St.Louis,MO,USA)가 0.05㎎/㎖ 농도로 포함된 10% FBS가
함유한 DMEM andHam'snutrientmixtureF12를 3:1비율로 혼합한 배
지 150㎕로 5% CO2가 유지되는 37℃ 배양기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했다.배양액을 제거하고 dimethylsulfoxide(DMSO,
Sigma,St.Louis,MO,USA )150㎕를 첨가하여 형성된 formazan결정을
녹여낸 후 benchmarkmicroplatereader(BIO-RAD,California,USA)로
540㎚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같은 방법으로 3차례 측정하여 얻
어진 수치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111111...MMMaaatttrrriiixxxmmmaaatttaaalllllloooppprrroootttiiinnnaaassseeeGGGeeelllaaatttiiinnnzzzyyymmmooogggrrraaapppyyy

YD-10B세포를 한 well당 세포수가 1×105cell이 되게 6wellplate
에 분주하였다.24시간 10% FBS이 함유한 DMEM 과 Ham'snutrient
mixtureF12를 3:1비율로 혼합한 배지를 사용하여 혼합 배양한 후 1×
PBS buffer로 3번씩 세척하고 FBS가 없는 배지 혹은 CAF에서 유래된
FBS가 없는 배지를 각각 2.0㎖ 첨가하여 24시간 추가 배양하여 대조군으
로 사용하고 실험군으로 FBS가 없는 배지에 CCL7중화항체 (10ng/㎖ 혹
은 100ng/㎖)로 처리하였다.배양배지를 5000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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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잔여 세포를 침전시킨 다음 상층액을 30kDa centriprep centrifugal
filterdevice(Millipore,Beverly,MA,U.S.A.)을 사용하여 10배 농축하고
단백질을 정량하였다.정량된 상층액은 samplebuffer(62mM Tris-HCl,
pH 6.8,2% SDS(w/v),10% glycerol(v/v),0.05% bromphenolblue(w/v))
와 함께 1% gelatin혹은 1% casein이 포함된 10% SDS-PAGE에 전기영
동 하였다.전기영동 후,gel은 상온에서 2.5% TritonX-100(v/v)으로 1시
간 세척하고,incubationsolution(10mM CaCl2,50mM Tris,0.15M NaCl,
1% TritonX-100)을 넣어 37℃에서 18시간 반응시켰다.MMP효소 활성
도를 확인을 위하여 gel은 0.05%(w/v) coomassie blue,10% acetic
acid(v/v),10% methanol(v/v)로 1시간동안 염색하고,10% methanol,10%
aceticacid로 2시간 탈색하여 MMP발현을 관찰하였다.양성대조군으로는
Phorbol12-myristate13-acetate(PMA)를 처리한 세포를 사용하였다.

111222...FFF---aaaccctttiiinnn면면면역역역형형형광광광염염염색색색

CCL7이 OSCC 세포의 세포 골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
하여 F-actin면역형광염색을 진행하였다.OSCC세포 YD-10B와 HSC2를
chamberslide(NalgeNunc,Naperville,IL,USA)에 3X 104cells/well씩
넣고 FBS가 없는 DMEM과 Ham'snutrientmixtureF12를 3:1비율로 혼
합한 배지로 24시간 배양하고 recombinanthumanCCL7(10ng/㎖ 혹은
100ng/㎖)을 첨가한 배지,CAF의 배양으로 제조한 배지로 각각 6시간 처
리하였다.대조군으로 FBS가 없는 배지로 추가 배양한 그룹을 사용하였다.
또한 CCL7중화항체로 CCL7의 작용을 중화하여 CCL7을 억제하였다.배
양된 세포를 먼저 PBS로 씻고 4.0% formaldehyde로 5분간 고정을 하고
아세톤으로 탈수과정을 거친 후 0.1% tritonX-100이 들어있는 PBS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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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상온에서 50ng/㎖ fluorescentphalloidinconjugate로 40분 처리
하였다.핵은 propidium iodide(PI;SigmaSt,LouisMO,USA)50ug/㎕
을 1㎕를 넣어 염색한 다음 PBS로 수세하고 봉입하고 ZeissPascallaser
scanningmicroscope로 관찰하였다.

111333...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염염염색색색

종양조직에서 CCL7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하여 면역화학염색을 시행하였
다. 9명의 OSCC환자의 조직 슬라이드를 xylen으로 탈 파라핀을 진행하
고 70%,90%,100% 에틸알코올로 탈수를 진행한 다음 3% hydrogen
peroxide(H2O2)로 조직내 내인성 peroxidase를 불활성 시키고 5:1로 희석된
goatserum(Sigma,St.Louis,MO,USA)과 반응시켰으며 일차항체인
CCL7항체 (1:50,R&D,Minneapolis,MN,USA)로 37℃에서 30분 반응시
켰다.Avidin-biotin방법을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수행하였으며
goatserum을 처리한 후 일차항체와 반응하는 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에서
PBS 용액으로 수세하였다.3,3-diaminobenzidinetetrachloride(DAB kit;
Vector,Burlongame,CA,USA)로 발색하고 Mayer'shematoxilin으로 대
조염색을 수행하였다.70%,90%,100% 에틸알코올에서 탈수하고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111444...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실험결과를 SPSS12.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방법으로 통계
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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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RRReeeaaalll---tttiiimmmeeePPPCCCRRR을을을 통통통한한한 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 어어어레레레이이이 결결결과과과의의의 검검검증증증

섬유모세포와 구강암세포 공동배양의 경우 CAF가 존재할 때 구강암세
포주인 YD-10B에서는 CAF가 없을 때의 YD-10B보다 CCR5,CEECAM1
이 각각 1.72배,2.12배 증가하였다.구강암세포와 CAF의 공동배양에서
YD-10B가 존재할 때 CAF에서는 YD-10B가 없을 때의 CAF보다 CCL7,
CXCL1,CXCL3등 chemokines의 발현이 각각 55.55배,26.25배,7.36배 증
가하였다 (table2).

Table2.Validationofmicroarraydatabyreal-timePCR

  GENE
Foldchange

Microarray RealtimePCR

CAF
CCCCCCLLL777 2.08 55.55(n=6)
CXCL1 2.06 26.25(n=6)
CXCL3 3.19 7.36(n=6)

OSCC CCR5 2.93 1.72(n=3)
CEECAM1 3.72 2.12(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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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암암암세세세포포포와와와 CCCAAAFFF의의의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에에에서서서 CCCAAAFFF의의의 CCCCCCLLL777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증증증가가가

CAF와 OSCC 세포 HSC-2,YD-10B,Ca9-22 각각의 공동배양에서
CAF의 CCL7mRNA 발현은 CAF 단독배양에 비하여 CCL7의 발현량이
증가 하였다.HSC-2와 배양하였을 때는 160배,YD-10B와 배양하였을 때
는 40배,Ca9-22와 배양하였을 때는 40배 정도 증가를 보였다 (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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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OralcancercellsincreaseCCL7mRNA expressioninCAF in
vitro. CCL7mRNA expressioninCAF co-culturedwithOSCC cells
(YD-10B, HSC-2, Ca9.22) was quantified using SYBR Green,
normalizedtoGAPDH mRNA andcomparedtoCAFmonoculture.The
realtimePCRswerecarriedoutintriplicates(mean±s.d.)usingequal
amountsofcDNA sampleequivalentto50ngofstartingtotal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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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암암암세세세포포포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AAAFFF의의의 CCCCCCLLL777의의의 분분분비비비 증증증가가가 및및및 암암암세세세포포포 침침침윤윤윤
촉촉촉진진진

암세포의 종류에 따른 CCL7분비와 유도능력의 차이를 ELISA를 통해
조사하였다.공동배양에서 배지중의 CCL7농도를 측정한 결과 CAF단독
배양에서 pg/㎖ 수준이었던 CCL7의 농도가 OSCC 세포(YD-10B,
HSC-2,HSC-3,Ca9.22,YD-38)와 공동배양 시에는 1.0~2.6ng/㎖ 수준까
지 상승하였다 (Fig. 3A). 하지만 사람 유방암 세포(MCF-7,
MDA-MB-231)와의 공동배양에서 CCL7의 발현이 CAF의 단독배양에 비
하여 변화가 없었고 정상상피세포 NE와의 공동배양에서 CCL7의 발현이
CAF의 단독배양에 비하여 변화가 없었다 (Fig.3A).
증가한 CCL7의 발현이 암세포,CAF중에서 어느 세포에 의해 분비한

것인지 확인한 결과 CAF,YD-10B를 각각 단독배양 시 CM,YD-10B에
CAFCM을 첨가하여 추가 배양한 배지는 CCL7의 발현이 변화가 없었지
만 CAF에 YD-10B에서 유래된 CM를 첨가하여 추가 배양한 그룹에서는
CCL7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따라서 공동배한 경우 CAF에서의
CCL7분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3B).ELISA 실험의 공동 배양
방법과 같은 조건으로 OSCC세포의 invasionassay를 시행한 결과 CCL7
의 농도 변화와 침윤정도가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Fig.3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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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s (YD-10B,HSC-2,HSC-3,Ca9.22,YD-38),two human breast
cancercelllines(MCF-7,MDA-MB-231)andonenormalepithelial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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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s(NE)weretestedfortheirability toenhancetheprotein level
CCL7 secreted by CAFs.Cancer cells were placed in transwell
chamberswithporousfilters(8㎛ poresize)intheupperwellsand
CAF were added into the lower well.After 24h incubation,the
supernatant was collected and measured using the commercially
availableCCL7ELISA kit.ThestatisticaldifferenceforallfiveOSCC
celllinescomparedtoCAFmono-culture(designatedasCAFalone)is
**P<0.01(A).CMswerecollectedfrom CAF(designatedasCAF-CM)
orYD-10B (designatedasYD-10B-CM)andaddedtoYD-10Bculture
or CAF culture,respectively,in a 24-well plate.24h after the
treatments,supernatantswerecollectedfrom eachcultureandtestedfor
CCL7proteinrelease(**designatesaP valueof<0.01comparedto
CAF monoculture)(B).Forinvasion assay,thenumberofcellsthat
penetratedthetranswellmembranewerestainedandcountedbylight
microscopy (C).The Results were reported as the mean± s.d.of
triplicateassays(**designatesaPvalueof<0.01)(D).Theminimum
detectabledoseofCCL7ranged0.29-8.52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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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CCCCCCLLL777항항항체체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OOOSSSCCCCCC세세세포포포 침침침윤윤윤의의의 억억억제제제

CAF의 배양을 통하여 만든 CM를 사용하여 두가지 OSCC 세포주
YD-10B와 HSC-2로 transwellinvasionassay를 시행하였다.CCL7중화
항체를 CM과 함께 처리한 그룹에서 CM만 처리한 그룹보다 암세포의 침
윤성이 약 50%의 감소를 보였다 (Fig.4).MouseIgG1를 처리한 그룹은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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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4:Invasion ofOSCC cellswasinhibited by pretreatmentwith
CCL7 neutralizing antibody.YD-10B orHSC-2 cells in serum-free
media were placed in the upperwellofa 24-transwellplate with
porousfilters(8㎛).CAF-CM wasaddedintothelowerwelltoinduce
invasion.Forinhibition,1㎍/㎖ oftheanti-CCL7antibodywasadded
tothelowerwellspriortoYD-10Bplacement.A,After24hincubation,
thenumberofcellsthattrans-migratedthroughthefilterwerestained
withcrystalvioletandvisualizedbylightmicroscopy(Scalebar:150
㎛).Arrowsindicatethetransmigratedcancercells.B,Cell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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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quantifiedbycountingtheinvadedcells.MurineIgG1wasusedas
acontrolantibody.Theresultsarereported asthemean ± s.d.of
quadrupleassays(**designatesaPvalueo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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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삼삼삼차차차원원원 배배배양양양에에에서서서 CCCCCCLLL777항항항체체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OOOSSSCCCCCC세세세포포포주주주 침침침윤윤윤의의의 억억억제제제

생체내 환경과 유사한 조건인 삼차원 배양을 통하여 OSCC세포주에 미
치는 CCL7의 항체의 억제효과를 관찰하였다. Collagenmixture내에 CAF
가 없을 때 암세포의 침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Fig.5a),CAF가 존재함
으로서 암세포의 collagenmixture내로의 침윤을 형성하였으며 (Fig.5b),
CCL7중화항체 (1㎍/㎖)를 처리한 삼차원 배양에서는 암세포의 침윤이
현저한 감소를 나타냈다 (Fig.5c).

Fig.5:Invasion ofOSCC cellswasinhibited by pretreatmentwith
CCL7neutralizingantibody.HSC-2cellswereseededontothedermal
equivalentswithandwithoutCAFandsubmergedintheculturemedia
for4days.Thecellswerethenexposedtotheairbyremovingthe
medium from thesurfaceandwerecultureforanother3days.

aaa bbb ccc

WithoutCAF WithCAF CAF+ α-CC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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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CCCCCCLLL777이이이 OOOSSSCCCCCC세세세포포포주주주의의의 증증증식식식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OSCC 세포(YD-10B,HSC-2)의 증식에 미치는 CCL7의 영향을 MTT
assay를 통하여 관찰 하였다.CCL7(10ng/㎖ and100ng/㎖)을 24,48,
72시간 처리한 OSCC 세포주의 증식은 CCL7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과 비
교하여 암세포의 증식에서 차이가 없었다 (Fig.6).



- 27 -

AAA

Y D -1 0 B

0 .0 0 0

0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2 4 4 8 7 2
T im e (h )

O
.D

(5
70

nm
)

u n tr e a te d
1 0 n g / m l  C C L 7
1 0 0 n g / m l  C C L 7

BBB

H S C -2

0 .0 0 0

0 .3 0 0

0 .6 0 0

0 .9 0 0

1 .2 0 0

1 .5 0 0

1 .8 0 0

0 2 4 4 8 7 2
T im e (h )

O
.D

(5
70

nm
)

u n tr e a te d
1 0 n g / m l  C C L 7
1 0 0 n g / m l  C C L 7

Fig.6:TheeffectofCCL7inOSCCproliferation.YD-10Bcells(A)or
HSC-2cells(B)werecultured in amixtureofDMEM and Ham's
nutrientmixtureF12ata3:1ratiointhepresence orabsenceofCCL7
(10or100ng/㎖). TotalcellnumbersofYD-10B andHSC-2oral
cancercellsintriplicatewellsweremeasuredbyMTT assayatthe
indicated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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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CCCCCCLLL777이이이 OOOSSSCCCCCC세세세포포포주주주의의의 MMMMMMPPP---222,,,MMMMMMPPP---999의의의 발발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OSCC 세포 YD-10B를 대상으로 CCL7이 MMP-2,MMP-9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하여 gelatinzymography를 시행하였다.CCL7
(10ng/㎖ 혹은 100ng/㎖)을 24시간 처리한 경우 CCL7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암세포의 MMP-2,9의 발현에 차이가 없었다 (Fig.7).

Fig.7:CCL7treatmenthasaneffectonneitherMMP activitiesnor
proliferationofOSCC.MMPactivitiesweremeasuredinYD-10B cells
with or without CCL7 treatment (10 or 100 ng/㎖) by gelatin
zymography.Phorbol12-myristate13-acetate(PMA)wasused asa
positivecontrolforinducingMMP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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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CCCCCCLLL777이이이 OOOSSSCCCCCC세세세포포포주주주의의의 이이이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OSCC세포(YD-10B)의 이동에 미치는 CCL7의 영향을 transwellassay
와 woundhealing assay를 통하여 관찰 하였다.transwellassay에서는
CCL7를 (10혹은 100ng/㎖)을 24시간 처리한 OSCC세포의 이동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8A). 실험을 3차례 반복하여
현미경아래서 세포수를 측정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CCL7을 처리하
지 않은 그룹보다 10ng/㎖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80%,100ng/㎖을 처리
한 그룹에서는 125%의 증가를 보였다 (Fig.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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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nswell assay of CCL7 promotes OSCC cell migration.

YD-10B cells were plated on fibronectin-coated transwell filters (8m 

pore) with or without CCL7 (10 and 100 ng/㎖) and incubated for 24h. 

The number of cells that transmigrated through the filter were stained 

and counted by light microscopy (Size bar: 450 ㎛). Arrow indicates the 

transmigrated cancer cells. The results are reported as the mean ± s.d. 

of quadruple assays (** designates a P value of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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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ndhealingassay실험에서는 CCL7(10혹은 100ng/㎖)을 HSC-2
는 6시간,YD-10B는 12시간 처리한 OSCC 세포의 이동은 농도 의존적으
로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9A). 실험을 3차례
반복하여 현미경아래서 세포수를 측정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CCL7
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보다 10ng/㎖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약 50%,100
ng/㎖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약 100%의 증가를 보였다 (Fig.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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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Fig. 9: Wound healing assay of CCL7 promotes OSCC cell migration. 

Confluent monolayer of YD-10B or HSC-2 cells was scraped with a 

sterile pipette tip and migration into the wounded monolayer was 

assessed by counting cells under phase contrast microscopy after 12h 

(YD-10B) or 6h (HSC-2) incubation with or without CCL7 (10 and 

100n ng/㎖). Anti-CCL7 antibody was tested for its antagonizing effect 

on the cancer cell migration enhanced by 100 ng/㎖ CCL7 treatment. 

The results are reported as the mean ± s.d. of triplicate assays. (** 

designates a P value of <0.01; * designates a P value of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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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CCCCCCLLL777에에에 의의의한한한 OOOSSSCCCCCC세세세포포포의의의 세세세포포포골골골격격격의의의 변변변화화화

CCL7을 처리하면 암세포의 침윤이나 이동의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CCL7에 의한 세포골격의 변화의 유도인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F-actin형
광염색을 진행하였다.CCL7첨가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세포 골
격의 액틴세사의 활성을 나타내면 세포가 넓게 펴지고 세포막은 톱니모양
으로 돌기를 내보내는 것을 보였다.이는 CAF에서 유래된 CM으로의 배양
하였을 때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Fi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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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CCL7inducesmembranerufflingandcellspreadinginHSC-2
OSCCcells.HSC-2cellswereincubatedwithorwithoutCCL7(10and
100ng/㎖)for6handwerestainedwithFITC-conjugatedphalloidinto
show thechangesincellmorphology.a)Controlcellswereculturedin
theserum-freemedia.bandc)Cellsweretreatedwith10and100ng/
㎖ ofCCL7.d)Cellstreatedwith CAF CM.e~h)2㎍/㎖ ofCCL7
neutralizingantibodywastreatedwithcontrol,10ng/㎖ CCL7,100ng/
㎖ CCL7,andCAFCM,respectively.Size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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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OOOSSSCCCCCC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CCCCCCLLL777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조직면역화학염색을 시행하여 OSCC 환자 조직에서 CCL7의 발현을 조
사한 결과 암환자의 조직에서 암세포와 섬유아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
다.특히 OSCC 환자의 조직과 매복치 발치시 얻은 정상치은 조직에서
CCL7의 발현을 비교 하였을 때,정상적인 조직에서는 CCL7이 전혀 발현
되지 않은 반면 OSCC 환자의 조직에서는 암세포,섬유모세포,암종주위
경계부에 있는 상피세포까지 CCL7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Fig.11).정상
치은 조직은 9건,암환자의 조직은 16건 분석을 시행하여 암환자의 조직에
서 7례(43%)에서 CCL7발현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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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Immunohistochemicalstaining of squamous cellcarcinoma
tissueandnormalgingivatissue.(a,b:normaltissue;c,d:normalarea
adjacentto OSCC;e,f:OSCC;a,c,e:H & E;b,d,f:CCL7
Immunohistochemical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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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암은 정상조직으로의 침윤과 전이를 특징으로 한다.유전자 차원에서 암
발생은 암유전자의 활성화와 암 억제유전자 작용의 상실로 정의 된다.그
러나 암세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던 발생기전 연구 및 치료방법
의 개발이 암 정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최근에는 암 발생의 초
기단계로부터 진행,침윤 등 carcinogenesis전 과정에 미세주위환경의 역
할이 알려지면서 미세주위환경에 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ynch,2002;Olumi등, 1999;Radisky등,2001;Sympson등,1999;
Sternlicht등,1995;vanKempen등,2002).암 발생 초기에는 두 세포사
이에 ECM의 존재로 암세포와 섬유모세포는 서로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있
으며 상호 작용에서 두 세포가 분비하는 chemokines,성장인자 등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CAF는 OSCC
세포주의 침윤을 상호 작용에서 chemokines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본 실험의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의 공동배양에서 섬유모세포의 유전자 변

화에서 interleukin(Il)-8,CXCL1,CXCL2,CXCL3,및 CCL7와 같은 성장
인자와 chemokines발현의 현저한 증가를 관찰하였다.이런 염증반응 시
발현되는 성장인자와 chemokines의 발현은 종양 진행과정에서 염증의 중
요한 역할을 제시하였다.최근 염증과 종양의 상호 작용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MCP는 외상 또는 세균과 항상균(mycobacteria)감염부위,
독소에 노출된 부위,그리고 허혈이 일어난 부위로 단핵구를 동원한다.또
한 MCP는 호염기구와 호산구를 유인하여 탈과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알레르기 반응에서도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이중 CCL2/MCP-1와
CCL13/MCP-4은 CCR2,CCL8/MCP-2은 CCR2와 CCR5,CCL7/MCP-3은
CCR1,CCR2,CCR3과 결합한다 (Baggiolini,2001;Charo과 Ranso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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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Daly과 Rollins,2003;Strieter등,2004).최근 연구에서 면역반응에
필수인 chemokines은 암세포의 성장,침윤 및 전이에 관여 하며 다양한 암
세포에서 chemokines과 chemokines 수용체가 발현된다고 보고 하였다
(Coussens과 Werb,2002;Lu등,2006;Taichman등,2002;Vaday등,2006).
이런 연구 결과는 염증에 관여하는 성장인자와 chemokines이 암 발생과정
에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암 발생과정에서 암세포와 주
위환경 즉 섬유모세포의 상호 작용 연구는 연구모델의 부재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어레이와 real-timePCR를 통하여 암세포와 섬

유모세포의 공동배양에서 각각을 단독 배양한 경우와 비교하여
interleukin(Il)-8,CXCL1,CXCL2,CXCL3,및 CCL7와 같은 성장인자와
chemokines발현 증가를 확인하였다.이중 암세포의 영향으로 CAF로부터
가장 높은 발현을 보였던 CCL7에 대하여 암세포 침윤과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함으로서 암 진행과정에서 상피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상호 작용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본 연구결과 구강암세포 자극에 의하여 섬유모세포
가 활성화 되어 CCL7 분비를 촉진하고,섬유모세포에 의하여 분비된
CCL7은 암세포에 영향을 주어 암세포로 하여금 세포골격의 변화를 일으키
며 세포이동을 촉진하여 암세포의 침윤을 유도함을 알 수 있었다.
인간 다발성 골수종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골수의 섬유모세포에서 유

래된 CCL7은 chemoattractant작용으로 다발성 골수종 세포의 이동을 촉
진한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있어 우리의 연구를 뒷받침 하였다 (Vande
Broek 등, 2003). 염증반응에서 단핵구의 조직으로의 침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CCL7은 자연 살인자 세포와 T림프세포를 등 백혈구를
유인 및 활성화하여 종양억제에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WetzelK
등,2007).본 연구는 OSCC와 CAF의 상호 작용을 초점으로 한 in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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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으로서 과 섬유모세포뿐만 아니라 염증세포,혈관 등이 함께 분포하고
있는 인체 암조직에서 CCL7의 역할도 매우 다양하리라 생각된다.본 연구
에서 OSCC환자 조직의 CCL7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암환자의 조직에서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특히 OSCC 환자의 조직과
매복치 발치시 얻은 정상치은 조직에서 CCL7의 발현을 비교 하였을 때,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CCL7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반면 OSCC환자의 조
직에서는 암세포,섬유모세포,암종주위 경계부에 있는 상피세포까지 7례
(43%)에서 CCL7의 발현이 관찰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섬유모세
포에서 CCL7발현은 인체구강암조직에서는 일정 역할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유방암세포주 배양에서 유래된 CM으로 배양한 CAF에서는

CCL7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하여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로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CCL7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것을 뒷받
침하는 연구로는.골수내 섬유모세포에서 autocrine혹은 paracrine을 통
하여 분비되는 CCL-2,CCL-8및 CCL7과 SDF-1가 다발성골수종의 진행
에서의 영향에 대하여 암시하였다 (VandeBroek등,2003).결장,직장의
암에서는 CXC chemokines중의 human stromal-cellderived factor-1
(CXCL12/SDF-1)은 Erk-1/2,SAPK/JNK kinases,Akt및 MMP-9를 활
성화 하여 암세포의 이동,침윤을 조절한다고 보고 하였다 (Brand 등,
2005).또한 CXCL12는 액틴 세포골격의 변화를 유도하여 암세포 이동 및
침윤을 촉진하였다고 보고 하였다.사람 유방암 세포를 마우스에 진행한
이식실험에서 CXCL12는 CAF에서 분비되며 이는 암세포의 침윤을 증가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Orimo등,2005).또한 결장,직장,혹은 유방암에서는
CXC chemokines중의 CXCL12/SDF-1이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상호 작
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and등,2005;Orimo등,2005).
암 발생에서 암세포는 주위의 ECM을 분해함과 동시에 암세포 자체의

결체조직으로의 이동을 통하여 진일보의 침윤을 진행한다.저자가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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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MMP-2의 활성이 증가 되었다 (Che등,2006;2007).하지만 CCL7은 암세
포의 침윤과정에서 세포외 기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MMP-2,9의 발현변화
를 나타내지 않았다.이는 CCL7은 암세포의 이동에만 영향을 줌으로서 암
세포로 하여금 이동을 통하여 침윤을 촉진하며 주위 세포외 기질의 분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통한 다른 신호전달체계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인체 구강암 생존율이 50% 이하로 예후가 좋지 않다.기존 선행 연구에

서 보면 chemokines은 암종세서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 주위 환경
속의 섬유모세포에서 분비하여 대응하는 암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하였다
(Brand 등, 2005, Orimo 등, 2005). CCL7은 여러 종류의
G-protein-coupledreceptorCCR1,CCR2,CCR3,andCCR10와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한다.본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섬유모세
포는 암세포의 침윤을 강화함을 증명하였다.또한 transwellassay와
woundhealingassay실험에서 OSCC 세포의 이동은 CCL7중화항체에
의하여 억제 되었으며 인체내 환경과 유사한 삼차원 배양에서 CCL7중화
항체에 의한 OSCC세포의 기질내로 침윤이 억제되었다.이는 암의 치료에
서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상호 작용을 초점으로 섬유모세포의 활성화의
억제는 암세포의 침윤을 억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암세포-섬유
모세포 상호 작용에서 CCL7의 하향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암세포의 새로운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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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하여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의 공동배
양에서 섬유모세포 존재할 경우 OSCC세포주에서 chemokinereceptor를
포함한 다수의 유전자들이 발현이 증가되었으며,또한 암세포가 존재할 경
우 섬유아세포에서는 chemokines을 비롯한 다수의 cytokine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 되였음을 알게 되었고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사이의 상호 작용
에서 영향을 주는 chemokines의 종류 및 역할을 진일보 규명하였다.결과
는 다음과 같다.

1.마이크로어레이와 real-timeRT-PCR를 통하여 암세포와 섬유모세포
의 공동배양에서 섬유모세포 존재할 경우 암세포에서 chemokinereceptor
를 포함한 다수의 유전자,CCR5,CEECAM1등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암세포와의 공동배양에 의해 섬유모세포에서는 암세포가 존재할 경우
CCL7,CXCL1,CXCL3등의 chemokines의 발현이 증가 되었다.이 중에
서 CCL7의 발현이 가장 높았다.

2. CAF에서 분비되는 CCL7에 의한 암세포 침윤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CAF배양을 통하여 만든 conditionedmedia(CM)를 사용하여 OSCC 세
포주 YD-10B와 HSC-2로 transwellinvasionassay를 시행하였다.CM만
처리한 그룹과 CCL7중화항체를 CM과 함께 처리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CCL7중화항체를 처리한 경우 암세포의 침윤성 성장이 약 50%의 감소를
보였다.삼차원 배양에서도 CCL7중화항체를 처리한 경우 OSCC 세포의
기질내로 침윤이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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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ranswellassay와 wound healing assay 실험에서 CCL7에 의한
OSCC세포의 이동성을 관찰한 결과 CCL7를 처리한 경우 농도 의존적으
로 세포 이동성이 증가하였으며 CCL7중화항체에 의하여 억제 되었다.
F-actin형광염색에서도 CCL7첨가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골격
의 액틴세사의 활성을 나타내어 세포돌기가 증가되어 이동성 증가를 형태
학적으로 확인하였다.

4.효소결합 면역흡수 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으로 분석한 결과 CAF와 OSCC세포주(YD-10B,HSC-2,HSC-3,
Ca9.22,YD-38)와의 공동 배양에서 CCL7의 분비는 증가하였고,이는
OSCC 세포주의 자극으로 CAF에서 분비되었음을 확인하였다.한편,유방
암세포주와 정상구강상피세포를 CAF로 공동배양한 경우는 CCL7의 분비
증가를 볼 수 없었다.

5.정상 치은 조직 9건,OSCC환자의 조직 16건에 대하여 조직면역화학
염색을 진행한 결과 암환자의 조직에서 7례(43%)에서 CCL7발현을 관찰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OSCC 세포의 침윤성 성장은 암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상
호작용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다양한 chemokines의 발
현이 증가 되었고 그중 CCL7은 암세포 자극에 의한 섬유모세포가 활성에
의하여 분비가 촉진하고,섬유모세포에 의하여 분비된 CCL7은 암세포에
영향을 주어 암세포로 하여금 세포골격의 변화를 일으키며 세포이동을 촉
진하여 암세포의 침윤을 유도하는 chemokines중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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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hhhooonnngggmmmiiinnnCCChhheee

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gessorJinKim,DDS,Ph.D)

Recentstudieshaveshown thatstromalfibroblastshaveamore
profoundinfluenceonthedevelopmentandprogressionofcarcinomas
than waspreviously appreciated.However,thereciprocalrelationship
betweencarcinomaandstromalfibroblastsispoorlyunderstoodatboth
molecularandcellularlevels.Microarrayanalysiswascarriedoutby
comparingtheexpressionpatternbetweenco-cultureoforalsquamous
cellcarcinoma (OSCC) cells with carcinoma associated fibroblasts
(CAF)andmonolayercultureofeachcelltype.Lotsofchmokines-or
theirreceptors-relatedgeneswereup-regulatedinco-culturedOSCCas
co-culturedOSCCcellswithCAF.Whenco-cluturedCAFwithOSCC
cellscomparedtomonolayerCAF,manychemokineswereup-regulated
in co-cultured CAF. Based on Microarray results confirmed by
real-timeRT-PCR,thisstudyevaluatedandanalyzedtheroleofCCL7
regarding the pro-invasive molecularcross-talk between OSC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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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usingaco-culturemodelemployingcollagen-coatedtranswells.

1.Microarray and real-timeRT-PCR analysisshowed thatCCR5
andCEECAM1werehighlyexpressedinOSCC cellsco-culturedwith
CAF,comparedtomonolayerculture,whereastheexpressionofCCL7,
CXCL1,and CXCL3increasedin CAF co-cultured with OSCC cells,
compared to monolayer culture. CCL7 showed significantly high
expressionamongthem.

2.Incollagen-coatedtranswellassayusing conditionedmedia(CM)
obtainedfrom co-culturewithOSCCandCAF,theinvasivegrowthof
OSCC cellswasreducedto50%,whentreatedbyCCL7-neutralizing
antibody.Theinhibitionofinvasivegrowthwascorrespondinglynoticed
bythetreatmentofCCL7neutralizingantibodyincollagengel-based
three-dimensionalco-culture.

3.Transwellmigrationassayandwoundhealingassayshowedthat
CCL7promoteddose-dependantlythemigratoryactivityofOSCCcells,
further,the migration activity was inhibited by CCL7 neutralizing
antibody.Immunoflorescencestaining forF-actin showedthatCCL7
promotedcellspreadingandmembranerufflinginOSCCcells.

4.In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ELISA),anelevatedlevel
ofCCL7secretionwasreleasedfrom CAF stimulatedbyco-cultured
OSCCcells.Co-cultureofCAFwithbreastcancercellsornormaloral
epithelialcellsshowednoincreasedexpressionofCC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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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nimmunohistochemicalstainingforCCL7,CCL7wasexpressed
in7casesoutof16OSCC surgicalspecimens,whereasnopositive
responsewasobservedinnormaloralmucosalepithelialcells.

Taken together,the invasive growth of OSCC occurs by the
interaction of cancer cells and stromal fibroblasts.A variety of
chemokines showed increased expression by the interaction ofboth
cells.Inparticular,CCL7thatwasreleasedfrom CAF stimulatedby
OSCC cellsmayinducecytoskeletalalterationsresultinginpromoting
migrationandinvasivegrowthofOSCCcells.

------------------------------------------------------------
Key words:tumor-stromalinteraction ,chemokines,cytokine,CCL7,
migration,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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