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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Cyt oker at i n 염색이 종양세포의 유세포분석에 미치는 영향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DNA 함량 분석에서의 합성기 분획(S - ph ase

fr act ion ; SPF )에 나타나는 증식지수는 세포독성 치료의 반응을 예측하는데 유용

하나 DNA 단지표(sin gle- param et er ) 분석 합성기 분획이 종양에 있는 내피세포,

조직파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피 세포는 cytok eratin (CK )

을 표현하는데 cytok eratin 양성세포를 측정하면 비상피세포 오염을 감소시켜 상

피세포 합성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피 종

양세포의 단표지, cytok eratin 이중 표지에 의한 합성기 분획을 비교하고

cyt okerat in 항체의 특성을 알아보며 cytokeratin 표지의 검체준비와 염색과정에서

변이계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알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상피

종양세포에 비상피세포의 혼합율에 따른 종양의 합성기 분획의 변화를 비교해 보

고자 하였다.

Cytok eratin 양성이며 DNA 지수(DNA in dex )가 다르고 종양 발생부위가

서로 다른 HeLa, T 24, KB , RPMI2650, M CF 7 종양 세포와 특별한 질환이 없고

검사소견에서 이상이 없는 정상인 혈액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HeLa,

T 24, KB , MCF7 종양 세포는 RPMI1640 배지(Lifet echn ologies , Rockville, MD,

U .S .A .)로 RPMI2650은 DMEM 배지(Lifetechn ologies , Rockville, MD, U .S .A .)로

배양하고 건강인의 말초혈액에서 F icoll Hypaque으로 단핵세포를 분리하여 메탄

올을 섞은 후 - 20 ℃ 10분간 고정하는 방법과 냉동 완충액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두 방법을 비교하였고 1x 106/ ml의 정상대조군과 종양 세포에 대해 동종형

(isotype) 대조, cytokeratin 8/ 18 (Becton Dickin son Imm nocytom etry Sy st em s ,

San Jose, CA , U .S .A .), cytokeratin 7, 19(Dako Diagn ostika , Glostrup , Denm ark )

를 염색하고 정상 대조군과 종양세포 혼합시 비율은 0:1, 1:4, 1:1, 4:1, 1:0으로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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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DNA 분석하고 합성기 분획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RPMI2650에서는 림프구가 첨가되면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으며 림프구의 첨가 비율에 반비례적으로 감소되었다

(y =- 6.12x +29.6).

2. RPMI2650, MCF7과 KB는 림프구의 첨가비율이 80%인 경우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3 . HeLa는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는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으나 비율이 80%인 경우 CK 양성세포

g atin g시 양성 세포수가 적어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이 높게 나와 종양세포가

20에서 50%사이에서 분석 가능한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4 . DNA 지수가 1.5이하인 RPMI2650과 HeLa는 세포수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DNA 지수가 1.75인 KB는 림프구가 5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K 염

색법 합성기 분획이 Vindelov법보다 높았고 DNA 지수가 1.86과 1.96인 T 24와

M CF 7에서 T 24는 두 방법에서 합성기 분획이 유사하였으나 M CF 7은

림프구가 증가함에 따라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이 더 낮아져 DNA 지수가 다

른 종양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5 . CK8/ 18은 염색 강도가 우수하였으며(CK Y m ean/ Iso Y m ean > 7.4)

CK 19는 MCF7을 제외한 종양에서 염색 강도가 감소하여 낮은 해상도(CK Y

m ean/ Iso Y m ean < 4.9)를 보여줬고 냉동 완충액법에서는 염색되는 CK 양성 세

포수 비율도 감소하여 M CF 7을 제외한 종양에서 합성기 분획 분석이 안되었다

(T 24- 6.4% , H eLa - 1.1% , KB - 1.4% , RPMI2650- 6.7% ).

6. CK 19는 림프구를 섞지 않은 H eLa의 메탄올 고정법에서 양성 세포율

이 11.1%일 때 50.7%의 합성기 분획을 보여 CK 양성 세포율이 11.1%이상이면

SPF의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cyt ok erat in을 이용한 이중 지표 DNA 분석의 합성기 분획

은 단지표 합성기 분획과 RPMI2650, HeLa , M CF7 종양세포에서 더 큰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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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지표 분석에서 비상피세포의 오염에 의한 합성기 분획 계산의 오류를 줄이

고 예후를 더 잘 예측하기 위해 cyt okerat in을 이용한 이중 지표 DNA 분석이 필

요하며 본 연구의 세종류 CK 중 CK8/ 18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간단

한 방법인 냉동 완충액법은 메탄올 고정법보다 염색 강도는 낮았으나 합성기 분

획은 메탄올 고정법과 종양 세포에 따라 0.4- 8.8% 차이를 보여 종양 검체의 종류

에 따라 검사실에서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핵심 되는 말: Cytok eratin , 합성기 분획, DNA 지수, 염색 강도, 이중 지표, 상피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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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 oker at i n 염색이 종양세포의 유세포분석에 미치는 영향

< 지도 이경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민걸

Ⅰ. 서론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한 DNA 함량(DNA content ) 분석에서의 합성기 분

획(S - phase fr act ion ; SPF )에 나타나는 증식지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세포독

성 치료의 반응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며 DNA 배수성(ploidy )에서 이수배수체

(an euploidy )가 종양크기와 종양분화와 관계 있고1 합성기 분획은 유방암에 있어

환자의 예후 추정에 좋은 가치를 보여 주었다.2 이배체(diploidy )와 저 합성기 분획

은 좋은 예후와 관련 있고 이수배수체와 고 합성기 분획은 일반적으로 조기 원격

재발과 생존율 감소와 관계 있다.

난소암에서 저 합성기 분획을 갖는 이배체 종양이 가장 좋은 예후를 갖

으나 이수배수체 종양에서는 합성기 분획이 예후 예측에 중요성이 적다고 하며3

자궁내막암에서 합성기 분획은 재발 위험도와 연관이 없다고 하고,4 이와 반대로

증식성 활성도가 조직학적 등급과 의미 있게 연관이 있다고 하며5 유방암에서 합

성기 분획이 배수성 단독보다 생존율에 더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나3 합성기 분획

이 질병 자유 생존(disea se- fr ee surviv al)과 직선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포물선형

의 연관 즉, 저 합성기 분획이 중간 합성기 분획보다 약간 더 위험하고 고 합성기

분획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배체 종양에서 합성기 분획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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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측정되는 기술적 오차 때문이거나 저 합성기 분획 종양의 화학저항

(ch em oresistance)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6 이처럼 단지표

(single- param eter ) DNA 분석에서의 합성기 분획과 생존율 예측에 대한 연구보고

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단지표 DNA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DNA 분석에서 정확한 합성기 분획의 측정이 중요한데, 종양 세포의 단

지표 유세포 분석에서 합성기 분획은 종양에 있는 염증, 간질, 섬유모세포, 내피세

포, 정상 상피 세포의 함량, 검체내의 조직파편, 응집, 합성기가 정지된 세포에 따

라 영향을 받으며7 DNA 분석에서 높은 이배체 종양 검출율이 나타날 수 있고8

유방 종양의 조직파편 배경의 영향이 합성기 측정에 계통적 오류를 만든다고 하

였다.9 합성기 분획의 저평가의 위험은 숙주 세포의 희석의 비율에 달려 있다.1 0

즉, 검체의 종양 세포의 저비율은 합성기 측정에 부정확성을 증가시키며 근이배체

(n ear - diploid) 종양에서 종양특이 합성기 분획은 모든 세포의 평균 합성기만 관찰

되므로 단지표 유세포 분석에서는 측정될 수 없다.1 1 비종양세포에 의한 DNA 이

배체 종양세포의 오염은 히스토그램의 이배체 영역에 중복되고 가성 저 합성기

분획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수배수체 종양의 숙주 세포에 의한 희석은

소집단(m in or population )의 검출율을 감소시키고 합성기 분획의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배체 세포에 비해 적은 비율의 DNA 사배수체(t etr aploid) 종양 조직

은 DNA 이배체 종양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상피 세포는 정상적으로 조직 특이 형태로 cyt okerat in을 표현하며 이것

이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1 2 대부분의 정상, 비정상 유방 상피 세포는

cyt okerat in 7, 8, 18, 19를 포함하고 있다.1 3 Cytokeratin 특이 일차 단클론항체와

함께 fluorescein isothiocy an ate (FIT C) 포합 이차항체로 상피세포군을 유세포 분

석기에 의한 선별을 할 수 있다.1 Cytokeratin 양성세포의 측정이 종양 세포보다

증식이 없거나 증식이 감소된 섬유모세포, 내피세포, 염증세포등 비상피세포 오

염을 감소시켜 상피세포 합성기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으며 값을 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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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며1 4 예후를 더 잘 예측을 하며1 5 DNA 함량 히스토그램에서 이배체 G0/ 1

군을 감소시키고 이수배수체 세포의 작은 부분을 의미 있게 증가시켜1 6

이수배수체 발견에 더 민감하고 조직병리와 임상표지로서 연관성이 더 좋고1 유

방, 전립선, 방광, 두경부, 자궁내막의 암과 다른 상피세포암에 보다 발전된 세포

주기분석이라는 보고가 있고1 6 ,1 7 결장직장암의 종양 발견에 민감도를 높였다는

보고도 있다.8 Cytok eratin 양성세포의 측정은 종양세포가 간질, 염증세포와 이

방법이 아니면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DNA 이배체와 근이배체 종양분석을 잘

할 수 있게 하며 변이계수가 큰 이배체 종양 두 예에서 CK 19 항체로 근이배체

군을 구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1 3 분율이 적은 비이배체(nondiploid ) 세포를 검

출할 수 있게 하였다.8 그러나, 상피세포의 선택에도 제한점은 있다. Cytokeratin

은 조혈성, 평활근 세포에서 표현된다고 하며1 8 , cytokeratin은 종양특이 표지가

아니라 조직특이 표지이므로 남아있는 비종양상피세포가 종양군을 오염시켜 희

석시킬 수 있고 cytokeratin 항원성이 준비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유

방종양의 조직절편에서 종양성 요소가 상피세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1 상피 케라틴 8, 18은 중간 필라멘트(interm ediat e filam ent )를 형성하는 것과 연

관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1 3 대부분의 유방 종양이 상피 케라틴 8, 18을 표현하므

로 단클론성 항체 CAM 5.2는 종양세포를 구별하는데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생

각하고 있으며1 9 , 상피 케라틴 19도 유방 종양에서 표현이 증가된다고 하였다.1 3

본 연구에서는 상피 종양세포의 단표지, cytokeratin 이중 표지에 의한

DNA 배수성과 합성기 분획을 비교하고 cytokeratin 항체의 특성을 알아보며

cyt okerat in 표지의 검체준비와 염색과정에서 검출율과 변이계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알기 위해 보고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비교하고 상피종양세

포에 비상피세포가 혼합된 비율에 따른 종양의 합성기 분획의 변화를 비교해 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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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군

냉동 보관된 cyt okerat in 양성인 HeLa, T 24, KB , RPMI2650, M CF 7 세포

를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구입하여 배양한 후 측정하고 정상대조군은 특별한 증

상과 질환이 없고 검사소견에서 이상이 없는 건강검진의 정상인 혈액으로 하였다.

RPMI2650은 비중격(n asal septum )의 편평세포성 암종(squam ou s cell carcinom a )

세포주이며 HeLa는 자궁경부의 선암종(aden ocarcin om a ), KB는 구강의 표피양

암종(epiderm oid carcin om a ), T 24는 방광의 이행세포암종(tr an sition al cell

car cin om a ), M CF7은 유방의 선암종 세포주이며 세포주의 DNA 지수는 각각 1,

1.45, 1.75, 1.86, 1.96 이다.

2. 방법

가. 종양세포 배양 및 대조군 검체 분리

냉동 보관된 cyt okerat in 양성인 종양세포를 녹인 후 HeLa , T 24, KB,

M CF 7은 RPMI1640 배지(Lifetechnologies , Rockv ille, MD, U .S .A .)에 RPMI2650은

DMEM 배지(Lifetechn ologies , Rockville, MD, U .S .A .)로 배양하고 세포수를

1x 107/ m l 가 될 때까지 배양한 후 트립신 처리하여 종양세포를 분리한 뒤 튜브마

다 1x 106/ ml의 세포수로 나누었다. 특별한 증상과 질환이 없고 검사소견에서 이상

이 없는 건강인의 말초혈액 10 m l를 F icoll Hypaque 3ml 위에 중첩한 후 1830

rpm에 30분간 원침하여 단핵세포를 분리하여 한 튜브에 1x 106/ ml의 세포수로 나

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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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NA 염색

(1) 단지표 염색 (Vin elov m ethod)

Vindelov등이 고안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용액 A , B와 C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2 0

원액(Stock solut ion );

t risodium cit rat e H2O 1000 m g (3.4 mm ol)

n onidet P 40 1000 μl (0.1 % v/ v )

(NP 40: P oly scien ces In c, W arrin gton , PA , U .S .A .)

spermin e tetr ahy drochloride 522 m g (1.5 mm ol)

(Sigm a Ch emical Co, St . Louis , M O, U .S .A .)

t ris (hy drox ym ethyl)- aminom ethan e 61 m g (0.5 mm ol)

(Sigm a Ch emical Co, St . Louis , M O, U .S .A .)

증류수에 넣어 1000m l를 만든다.

용액 A ;

원액 100 m l

t ryp sin 3 m g

(Sigm a Ch emical Co, St . Louis , M O, U .S .A .)

용액 B ;

원액 100 m l

t ryp sin 억제제 50 m g

(Sigm a Ch emical Co, St . Louis , M O, U .S .A .)

r ib onuclea se A 10 m g

(RNase A ; Sigm a Chem ical Co, St . Louis , MO, U .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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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C;

원액 100 m l

propidium iodide 41.6 m g

(Sigm a Ch emical Co, St . Louis , M O, U .S .A .)

spermin e tetr ahy drochloride 116 m g

DNA 염색은 세포수를 1x 106/ ml로 맞춘 후 용액 A를 600 μl 넣고 섞은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용액 B를 500 μl 넣고 섞은 후 실온에서 10분

간 반응시킨 다음 용액 C를 500 μl 넣고 섞은 후 빛을 차단하고 4 ℃에서 10분

간 반응시키고 냉장 보관하였다.

(2) Cyt okerat in 염색

(가) 메탄올 고정법 2 1

검체 200 μl에 100% 메탄올 2 m l을 넣고 - 20 ℃에서 10분간 고정한 후

증류수를 섞어 70% 메탄올 농도로 만들었다. 4 ℃에 1시간 보관한 후 인산염 완

충 식염수(phospat e buufered saline)로 세척하고 산양 항마우스 Ig G 항체(g oat

anti- m ou se Ig G antibody )(Bect on Dickin son Im mn ocyt om etry Sy stem s , San

Jose, CA , U .S .A .) 10 μl , cytokeratin 8/ 18 (Becton Dickin son Imm nocytom etry

Sy stem s , S an Jose, CA , U .S .A .)을 5 μl , cyt ok erat in 7, 19(Dako Diagn ost ika ,

Glostrup, Denm ark ) 10 μl를 각각의 튜브에 넣고 1시간 실온에서 빛을 차단하여

반응시켰다. 인산염 완충 식염수로 세척한 후 FIT C 포합 산양 항마우스 항체

(F IT C- conju g ated goat ant i- m ou se ant ibody )(Becton Dickin son

Imm nocytom etry Sy stem s , San Jose, CA , U .S .A .) 5 μl와 1m g/ ml의 농도 100

μl의 RNA se (S igm a Ch emical, S t . Louis , U .S .A .)를 포함한 propidium iodide

(PI)(Sigm a Chem ical, S t . Louis , U .S .A .) 0.05 m g/ m l 농도 1ml를 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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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동 완충액법2 2

냉동 완충액:

sucrose 85.5 g (250 m M )

dim ethylsulfox ide (DMS O) 50 ml (5% v/ v )

Na citr ate 11.76 g (40 m M )

증류수 950 m l

DNA 염색액:

propidium iodide 20 m g (20 μg/ ml)

RNase 200 m g (0.2 m g/ ml)

n onidet P40 1 ml (0.1 % v/ v )

EDT A 146.1 m g (0.5 m M )

phosph ate buffered salin e 100 m l

b ov ine serum albumin 10 g (1% )

냉동 완충액을 검체 100 μl에 섞고 인산염 완충 식염수로 세척한 후 DNA 염색

액 200 μl 넣고 15분간 반응시키고 CK 항체와 2차 항체를 넣고 1시간 실온 반응

시키고 인산염 완충 알부민 식염수(PBSA ) 700 μl를 섞었다.

다. 비상피세포의 영향 분석

비상피세포가 검체에 혼합되었을 때 혼합 비율과 DNA 지수가 다른 종

양에 따른 합성기 분획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상대조군과 종양세포

혼합 비율을 0:1, 1:4, 1:1, 4:1 로 섞어 합성기 분획을 구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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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성기 분획 분석

FA CScan 유세포 분석기(Becton Dickin son Imm nocytom etry Sy stem s ,

San Jose, CA , U .S .A .)를 사용하였고 DNA 분석 프로그램은 CellF it (Becton

Dickin son Imm nocytom etry Sy st em s , S an Jose, CA , U .S .A .)를 사용하였다.

Cyt okerat in으로 염색한 것은 cytokeratin 양성 세포의 영역을 g atin g하여 합성기

분획을 구했다. 합성기 분획은 SOBR 분포로 계산하였다. 하나의 G0/ G1 최고점

(peak )을 갖는 히스토그램은 이배체이고 추가의 G0/ G1 간세포를 갖는 종양은 비

이배체로 분류하였다.

마. Cyt ok erat in 양성세포의 분석

P CLy sis (Becton Dickin son Im mn ocyt om etry Sy stem s , S an Jose, CA ,

U .S .A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양세포의 동종형 대조염색한 것과 cytokeratin 시

약으로 염색한 것을 g atin g하여 우상단 구역에 위치한 cyt ok erat in 양성세포를 분

석하였다(F ig . 1,2).

F ig . 1. Dotplot im ag e analy sed by PCLy sis aft er st aining of HeLa tum or cells

w ith isotype control reag ent u sing m ethan ol fix ation m eth 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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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2. Dotplot im ag e an aly sed by PCLy sis after stainin g of specim en m ix ed in

ratio of lymphocyte 20 percent and H eLa 80 percent w ith cytok erain 8/ 18

antib ody u sin g m ethanol fix ation m ethod. Cytokeratin positiv e cells ar e located

in upper r ight area .

바. 염색 강도 분석

PCLy sis (Becton Dickin son Imm nocytom etry Sy stem s , S an Jose, CA ,

U .S .A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ytokeratin 양성 세포를 g atin g한 후 cytokeratin 양

성 세포의 염색 강도 평균(Y m ean of CK )을 동종형 대조의 염색 강도 평균(Y

m ean of isotype)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해 CK8/ 18, CK7, CK 19의 각 종양세포에

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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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CellF it 프로그램 DNA 분석에서 cyt okerat in gatin g 전과 후의 히스토그램의

비교

림프구 20%와 HeLa 종양세포 80%의 비율로 혼합한 검체를 메탄올 고정

하고 CK8/ 18 염색한 후 cyt okerat in g atin g한 히스토그램은 Vin delov법 염색하여

cyt okerat in g ating하지 않은 히스토그램보다 합성기 분획이 증가하였다 (F ig .

3,4).

F ig . 3. T he hist ogram w ith out cyt okerat in gat in g of specim en m ix ed in rat io of

lymphocyte 20 percent an d H eLa 80 percent and stain ed by single Vin delov

m 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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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4. T he hist ogram w ith cyt ok eratin gating of specim en m ix ed in rat io of

lymphocyte 20 percent and H eLa 80 percent an d stain ed by cyt okeratin 8/ 18 u sing

m ethan ol fix ation m eth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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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MI2650의 림프구 첨가에 따른 Vin delov법과 CK gatin g법의 합성기 분획

의 차이

RPMI2650에서는 림프구가 첨가되면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

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으며 림프구의 첨가에 반비례적으로 감소되었다

(y =- 6.12x +29.6). CK8/ 18은 6.2에서 10.9% , CK7은 5.1에서 13% , CK 19는 5.9에서

16%까지 합성기 분획의 차이가 있어 림프구의 희석비율이 80%인 경우 Vindelov

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CK8/ 18, CK7, CK 19는

Vin delov법에 비해 CK 염색법간의 합성기 분획 차이가 5.1%이내로 유사하였다

(F ig . 5).

F ig . 5 . Comparison of SPF (S ph ase fraction ) bet w een Vin delov and CK

(cyt ok erat in ) gatin g m eth od by addit ion of lymph ocyte to RPMI 2650.

- 15 -

0

10

20

30

40

50

60

0 0.2 0.5 0.8

Ratio of ly mphocyte addition

S
P
F
 (

%
)

One
parameter

CK8/18

CK7

CK19



3. H eLa 종양세포의 림프구 첨가에 따른 Vin delov법과 CK g atin g법의

합성기 분획의 차이

합성기 분획은 H eLa 종양세포의 중복 검사의 평균으로 하여 HeLa 종양

세포는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는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으며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 CK8/ 18은 1.9

에서 15.3% , CK7은 1.0에서 14.0% , CK 19는 5.3에서 11.0%까지 합성기 분획의

차이가 있었고 첨가비율이 80%인 경우 CK 양성세포 g atin g 시 세포수가 적었고

CK의 합성기 분획이 낮았다(F ig . 6).

F ig . 6 . Comparison of SPF bet w een Vindelov and CK g ating m eth od by

addition of lymphocyte to He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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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B 종양세포의 림프구 첨가에 따른 Vindelov법과 CK gatin g법의

합성기 분획의 차이

KB의 합성기 분획은 중복 검사의 평균으로 하여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 CK8/ 18은 1.9에서 4.6% , CK7은 3.7에서 5.4% , CK19는 1.0에서

10.8%까지 Vin delov법 합성기 분획과 차이가 있었고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80%

인 경우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과 최소 21.5%의 차이를 보였다(F ig . 7).

F ig . 7 . Comparison of SPF bet w een Vindelov and CK g ating m eth od by

addition of lymphocyte to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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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 24 종양세포의 림프구 첨가에 따른 Vin delov법과 CK g ating법의 합성기

분획의 차이

T 24 종양세포의 합성기 분획은 중복 검사의 평균으로 하여 Vin delov법

과 CK 염색법의 차이가 CK8/ 18은 0.3에서 16.7% , CK7은 1.8에서 10.4% , CK19는

5.2에서 7.5%이었다(F ig . 8).

F ig . 8 . Comparison of SPF bet w een Vindelov and CK g ating m eth od by

addition of lymphocyte to T 24.

- 18 -

0

10

20

30

40

50

60

0 0.2 0.5 0.8

Ratio of ly mphocyte addition

S
P
F
 (

%
) One parameter

CK8/18

CK7

CK19



6. M CF 7 종양세포의 림프구 첨가에 따른 Vindelov법과 CK gatin g법의 합성기

분획의 차이

M CF 7 종양세포는 림프구가 첨가되면 Vin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다. Vin delov법과 CK 염색법의 합성기 분획 차이가

CK8/ 18은 0.8에서 22.5% , CK7은 1.4에서 24.8% , CK 19는 2.7에서 26.5%이었고

림프구의 희석비율이 80%인 경우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F ig . 9).

F ig . 9. Comparison of SPF bet w een Vindelov and CK g ating m eth od by

addition of lymphocyte to M C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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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PMI2650 종양세포에서 염색 방법과 CK 시약종류 차이에 따른 염색 강도

비교

RPMI2650 종양세포에서 염색 강도는 CK8/ 18이 가장 높았고 CK19가 가

장 낮았으며 냉동 완충액법으로 CK19 염색하였을 때 cytokeratin 양성 세포비율

이 6.7%로 매우 낮아 합성기 분획 측정이 안되었다. 메탄올 고정법과 냉동 완충

액법의 염색 강도 차이는 시약종류에 따라 0.4에서 9.5였다(F ig . 10).

F ig . 10. Com parison of stain int en sity in CK8/ 18, CK7, CK 19 accordin g to

fr eezin g buffer m ethod an d m ethan ol fix at ion m eth od in RPMI2650 tum or cells .

St ain int en sity is CK Y m ean/ Iso Y m ean an d CK Y m ean is av erag e of CK

st ain inten sity of RPMI2650 tum or cells . Iso Y m ean is av erag e of isotype

control stain inten sity of RPMI2650 tum or ce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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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eLa 종양세포에서 염색 방법과 CK 시약 종류 차이에 따른 염색 강도

비교

H eLa 종양세포에서 염색 강도는 CK8/ 18이 가장 높았고 CK19가 가장 낮

았으며 냉동 완충액법으로 CK19 염색하였을 때 cytokeratin 양성 세포비율이

1.1%로 매우 낮아 합성기 분획 측정이 안되었다. 그러나, 메탄올 고정으로 CK19

염색하였을 때는 cytok eratin 양성 세포비율이 11.1%로 낮았지만 합성기 분획 측

정이 되었다. 메탄올 고정과 냉동 완충액법의 염색 강도의 차이는 시약종류에 따

라 0.3에서 5.0이었다(F ig . 11).

F ig . 11. Com parison of stain int en sity in CK8/ 18, CK7, CK 19 accordin g to

fr eezin g buffer m ethod and m ethan ol fix ation m eth od in He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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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B 종양세포에서 염색 방법과 CK 시약 종류 차이에 따른 염색 강도 비교

KB 종양세포에서 염색 강도는 CK8/ 18이 가장 높았고 CK 19가 가장 낮

았으며 냉동 완충액법으로 CK19 염색하였을 때 cytokeratin 양성 세포비율이

1.4%로 매우 낮아 합성기 분획 측정이 안되었다. 메탄올 고정과 냉동 완충액법의

염색 강도의 차이는 시약종류에 따라 1.2에서 3.7이었다(F ig . 12).

F ig . 12. Com parison of stain int en sity in CK8/ 18, CK7, CK 19 accordin g to

fr eezin g buffer m ethod and m ethan ol fix ation m eth od in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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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 24 종양세포에서 염색 방법과 CK 시약 종류 차이에 따른 염색 강도

비교

T 24 종양세포에서 염색 강도는 CK8/ 18이 가장 높았고 CK19가 가장 낮

았으며 냉동 완충액법으로 CK19 염색하였을 때 cytokeratin 양성 세포비율이

6.4%로 낮아 합성기 분획 측정이 안되었다. 메탄올 고정과 냉동 완충액법의 염색

강도의 차이는 시약종류에 따라 0.3에서 3.5였다(F ig . 13).

F ig . 13. Com parison of stain int en sity in CK8/ 18, CK7, CK 19 accordin g to

fr eezin g buffer m ethod and m ethan ol fix ation m eth od in T 24.

- 23 -

0

5

10

15

20

25

  CK8/18  CK7  CK19

C
K
 Y

 m
e
a
n
/ 

Is
o
 Y

 m
e
a
n

Methanol
fixation

Freezing
buffer



11. M CF 7 종양세포에서 염색 방법과 CK 시약 종류 차이에 따른 염색 강도

비교

M CF 7 종양세포에서 염색 강도는 메탄올 고정법에서는 CK8/ 18이 냉동

완충액법에서는 CK 19가 가장 높았고 두방법 모두에서 CK7이 가장 낮았다. 냉동

완충액법으로 CK8/ 18 염색하였을 때 cytok eratin 양성 세포비율이 56.8%로 충분

하여 합성기 분획 측정이 되었다. 메탄올 고정과 냉동 완충액법의 염색 강도의 차

이는 시약종류에 따라 1.9에서 103.4였다(F ig . 14).

F ig . 14. Com parison of stain int en sity in CK8/ 18, CK7, CK 19 accordin g to

fr eezin g buffer m ethod and m ethan ol fix ation m eth od in M CF 7.

- 24 -

0

20

40

60

80

100

120

CK8/18   CK7  CK19

C
K
 Y

m
e
a
n
/I

s
o
 Y

 m
e
a
n

Methanol
fixation

Freezing
buffer



12. 염색 방법과 cyt ok erat in 항체 종류에 따른 cytokeratin 양성세포율 비교

Cytok eratin 양성세포율은 모든 종양세포의 CK 염색에서 냉동 완충액법

이 메탄올 고정법보다 감소하였으며 M CF7에서는 CK7 염색의 냉동 완충액법에서

1.7%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MCF7을 제외한 종양세포에서 CK19의 양성율이 감소

하였으며 특히 냉동 완충액법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T able 1).

T able 1. Comparison of cytokeratin positiv e r ate according to m ethods and

cyt okerat in antibody type

CK : cytok eratin

CK positiv e cell r ate (% )

Cell lin e type CK type M ethan ol fix ation Freezing buffer

RPMI2650 CK8/ 18 88.2 83.4

CK7 89.1 77.8

CK 19 47.5 6.7

HeLa CK8/ 18 99.3 97.5

CK7 99.5 96.9

CK 19 11.1 1.1

KB CK8/ 18 98.2 93.2

CK7 99.1 92.2

CK 19 45.2 1.4

T 24 CK8/ 18 98.3 95.8

CK7 98.9 95.8

CK 19 91.8 6.4

M CF 7 CK8/ 18 98.2 55.7

CK7 83.3 1.7

CK 19 99.5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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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냉동 완충액법과 메탄올 고정법의 합성기 분획 차이

CK19와 CK7은 CK 염색 강도와 종양세포의 cytok eratin 양성율이 낮아

비교하지 않았으며 CK8/ 18 염색의 냉동 완충액법과 메탄올 고정법에 의한 합성

기 분획은 모든 종양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T able 2).

T able 2. Comparison of SPF in fr eezing buffer m eth od and m ethan ol fix ation

m ethod in cyt okerat in st ain

SPF : S phase fraction

SPF (% )

Cell lin e type CK type M ethan ol fix ation Freezing buffer

RPMI2650 CK8/ 18 22.7 21.6

HeLa CK8/ 18 33.0 29.6

KB CK8/ 18 40.0 31.2

T 24 CK8/ 18 36.6 36.2

M CF 7 CK8/ 18 27.7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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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냉동 완충액법과 메탄올 고정법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 ariation ) 차이

냉동 완충액법의 G1 최고점 변이계수는 모든 종양세포의 CK 염색에서

메탄올 고정법보다 0.3%에서 1.5%증가하였으며 메탄올 고정법은 6.7% , 냉동

완충액법은 7.5%이내의 변이계수를 보였다(T able 3).

T able 3. T h e coefficient of v ariation (CV % ) of G1 peak in fr eezing buffer

m ethod and m ethan ol fix ation m eth od of cyt ok erat in stain

CV : coefficient of v ariation

G1 peak CV (% )

Cell line type CK type M eth an ol fix at ion F reezin g buffer

RPMI2650 CK8/ 18 3.9 4.2

HeLa CK8/ 18 4.3 5.0

KB CK8/ 18 4.6 6.1

T 24 CK8/ 18 4.6 5.5

M CF7 CK8/ 18 6.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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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RPMI2650에서는 림프구가 첨가되면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

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고 림프구의 첨가 비율에 반비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y =- 6.12x +29.6) CK8/ 18은 6.2에서 10.9% , CK7은 5.1에서 13% , CK 19는 5.9에서

16%까지 합성기 분획의 차이가 있어 림프구의 희석비율이 80%인 경우 Vindelov

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152명 유방암 환자

조직의 Vin delov법 CK8/ 18 염색의 합성기 분획의 평균이 이배체 종양에서 0.5%

증가한다는 보고와 결과가 유사하였으며1 0 이 보고에서는 다변량 분석하였을 경우

CK 염색법이 재발을 의미 있게 예측하고 합성기 분획 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CK - g ated 합성기 분획은 재발과 의미 있게 관련 있으나 Vin delov법은 관련이 없

었다고 하여 0.5%의 합성기 분획 차이도 의미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보다 두 염색 방법간의 차이가 더 증가하였다.

T 24 종양세포의 합성기 분획은 중복 검사의 평균으로 하여 Vin delov법

과 CK 염색법의 차이가 CK8/ 18은 0.3에서 16.7% , CK7은 1.8에서 10.4% , CK19는

5.2에서 7.5%이었는데 CK8/ 18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두 번째 결과에서

Vin delov법과 합성기 분획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보아 이상점(outlier )으로

생각되며 CK 19가 림프구 20% , 50%첨가 비율에서 증가한 것은 두 번째 실험의

세포수가 적어 과측정된 것으로 보여져 결과적으로는 T 24 종양세포의 합성기 분

획은 Vin delov법과 큰 차이가 없었고 림프구 80%에서 Vin delov법 합성기 분획이

약간 증가하였다.

H eLa 종양세포의 합성기 분획은 중복 검사의 평균으로 하여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는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

에 비해 항상 낮았으며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 CK8/ 18은 1.9에서

15.3% , CK7은 1.0에서 14.0% , CK 19는 5.3에서 11.0%까지 합성기 분획의 차이가

있었고 첨가비율이 80%인 경우 CK 양성세포 gatin g 시 세포수가 적었고 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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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기 분획이 낮았다. HeLa 종양세포에서 림프구 첨가비율이 80%인 경우 CK

양성세포 g atin g 시 세포수가 너무 적으면 합성기 분획 분석이 안되었고 세포수

가 충분하여 g at ing 시 합성기 분획이 분석 가능하면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

과 유사하였는데 이 결과로부터 검체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검체내에 종양세포가

20에서 50%사이에서 분석 가능한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KB의 합성기 분획은 중복 검사의 평균으로 하여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 CK8/ 18은 1.9에서 4.6% , CK7은 3.7에서 5.4% , CK19는 1.0에서

10.8%까지 Vin delov법 합성기 분획과 차이가 있었고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80%

인 경우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과 최소 21.5%의 차이를 보여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를 제외하고는 CK의 합성기 분획이 높았는데 림프구의 첨가 비

율이 50%일 때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이 더 높은 것은 유방 비이배체 종양에

서 CK 염색법의 합성기 분획 평균이 Vindelov법보다 0.7% 낮았다는 보고와
1 0 유

사하였으며 HeLa에서 보인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80%일 때 CK 양성 세포수가

적어 합성기 분획이 낮아진 것과 같은 원인일 것으로도 생각되었다.

M CF 7 종양세포는 림프구가 첨가되면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다. Vin delov법과 CK 염색법의 합성기 분획 차이가

CK8/ 18은 0.8에서 22.5% , CK7은 1.4에서 24.8% , CK 19는 2.7에서 26.5%이었고

림프구의 첨가비율이 80%인 경우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

해 현저히 낮았다.

본 연구에서 DNA 지수가 1.5이하인 RPMI2650과 HeLa는 세포수가 부

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DNA 지수가 1.75인 KB는 림프구 50%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CK 염색법 합성기 분획이 Vindelov법보다 높았고 DNA 지수가 1.86과 1.96인

T 24와 M CF 7에서 T 24는 두방법에서 합성기 분획이 유사하였으나 M CF 7은

RPMI2650과 같이 림프구가 증가함에 따라 Vindelov법 합성기 분획이 더 낮아졌

다. 유방암 조직에서 cytokeratin g at ed 평균 합성기는 un g ated 평균 합성기보다

근이배체 종양과 이수배수체 종양에서 모두 증가하나 이배체와 근이배체 종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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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가 비율이 더 높다고 하고1 6 이수배수체에서 CK gat ed 합성기 분획이

ung ated 합성기 분획보다 증가한다고 하나1 CK g ated 합성기 분획이 un gated 합

성기 분획보다 이배체에서는 증가하지만 비이배체에서 감소한다는1 0 보고가 있었

는데 이 보고들에서 비이배체 이수배수체 종양에 대한 DNA 지수 기술이 없어

DNA 지수와 합성기 분획의 연관성을 알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DNA 지수

에 따라 두 방법간의 합성기 분획 차이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M CF 7을 제외한 종양세포에서 염색강도는 CK8/ 18이 가장 높았고 CK 19

가 가장 낮았으며 M CF 7에서는 CK 19가 가장 높았고 CK7이 가장 낮았다.

Cyt okerat in 8/ 18은 분비상피에 존재하고 중간 필라멘트와 연관이 있다고 하며 항

cyt okerat in 8/ 18은 45 kDa의 인체 케라틴 단백에 반응하여 간, 신관상상피, 신세

포암에 반응하며 중층 비늘 상피(S tr atified squam ou s epith elium )와는 반응하지

않는다1 2 . Cytokeratin 7은 선상피(glan dular epith elia )와 이행상피에 대한 항체이

며 54kDa cyt ok erat in 중간 필라멘트 단백과 반응한다2 3 . 이 항체는 난소, 유방, 폐

의 선암종에서 반응하며 위장관암, 전립선암, 중층 비늘 상피, 간세포(hepatocyte)

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 cytok eratin 8/ 18 양성인 종양을 더 세분하여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2 4 . 항 인체(anti- hum an ) cyt ok erat in 19는

40kDa cytokeratin 중간 필라멘트 단백과 반응한다. 반응하는 항원은 케라틴 19로

서 유선 관강세포(lumin al cell), 전립선 상피는 모자이크 형태로 염색된다. 이 항

체는 유방암의 양성 종양에서 염색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 불균일한 염색을 보이

고 악성 유방 종양과 다른 상피 종양에서는 균일한 양성 염색을 보인다고 하였다

2 5 . 이 항체는 성인 모낭간 표피(interfollicular epidermis ), 간세포, 중층 비늘 상

피, 피지선(sebaceou s gland ), 몇몇 고환 세포, 내분비선, 중췌장 실질 세포나 유방

의 근상피 세포의 몇몇 선상피에는 반응하지 않는다1 2 ,2 6 ,2 7 . 본 연구의 RPMI2650은

비중격의 편평세포성 암종 세포주이며 H eLa는 자궁경부의 선암종, KB는 구강의

표피양 암종, T 24는 방광의 이행세포암종, M CF7은 유방의 선암종 세포주로서 보

고된 cyt ok erat in의 종양세포 반응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M CF 7을 제외하고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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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액법으로 CK 19 염색하였을 때 염색 강도가 낮았고 cytokeratin 양성 세포비

율이 6.7%이하로 매우 낮아 합성기 분획 측정이 안되어 cytokeratin 19는 냉동 완

충액법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DNA 유세포 분석에서 비고정

(unfix ed) 핵의 비세척 이중 염색이 고정세포 염색과 Ki- 67 양성 분획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2 2 본 연구에서는 이 보고의 비세척법 I과

III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냉동 완충액법을 사용하였다. 메탄올 고정과 냉동 완충액

법의 염색 강도(CK Y m ean/ Iso Y m ean ) 차이는 CK7 염색시 0.3에서 9.5였고

CK8/ 18 염색시 M CF 7, HeLa , T 24에서는 103.4, 5 .04, 3.47이었으나 나머지 종양에

서는 0.35에서 1.38로 비교적 적었고, 두 염색 방법의 합성기 분획 차이는 CK7 염

색했을 때 RPMI2650은 1.7%로 다른 종양에 비해 차이가 적었고 CK8/ 18 염색했

을 때 KB에서 8.8%로 가장 컸으나 T 24, RPMI 2650은 0.4% , 1.1%로 적어 냉동

완충액법과 메탄올 고정법에 의한 합성기 분획은 큰 차이가 없었다. 냉동 완충액

법의 G1 최고점 변이계수는 모든 종양세포의 CK 염색법에서 메탄올 고정법보다

0.1에서 1.5%증가하였으며 메탄올 고정법은 6.7% , 냉동 완충액법은 7.5%이내의

변이계수를 보여 메탄올 고정법의 변이계수가 좋았지만 두 방법간의 변이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합성기 분획을 측정할 때 CK8/ 18로 종양의 특성을 고

려하여 검사실에서 간편하게 적은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냉동 완충액법을 사용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3 1 -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피 종양세포의 단지표, cytok eratin 이중 지표에 의한

합성기 분획을 비교하고 cyt ok erat in 항체의 특성을 알아보며 cytokeratin 표지의

검체준비와 염색과정에서 변이계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알기 위해 몇 가

지 방법을 비교하고 염색방법과 상피종양세포에 비상피세포의 혼합율에 따른 종

양의 합성기 분획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1. RPMI2650에서는 림프구가 첨가되면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으며 림프구의 첨가 비율에 반비례적으로 감소되었다

(y =- 6.12x +29.6).

2. RPMI2650, MCF7과 KB는 림프구의 희석배율이 80%인 경우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3 . HeLa는 림프구의 첨가 비율이 50%일 때까지는 Vin delov법의 합성기

분획은 CK 염색법에 비해 항상 낮았으나 비율이 80%인 경우 CK 양성 세포

g atin g 시 양성 세포수가 적어 Vin delov법 합성기 분획이 높게 나와 종양세포가

20에서 50%사이에서 분석 가능한 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4. DNA 지수가 1.5이하인 RPMI2650과 HeLa는 세포수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DNA 지수가 1.75인 KB는 림프구 5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K

염색법 합성기 분획이 Vindelov법보다 높았고 DNA 지수가 1.86과 1.96인 T 24와

M CF 7에서 T 24는 두방법에서 합성기 분획이 유사하였으나 M CF 7은 림프구 가

증가함에 따라 Vin delov법 합성기 분획이 더 낮아져 DNA 지수가 다른 종양에 따

라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5 . CK8/ 18은 염색 강도가 우수하였으며 (CK Y m ean/ Iso Y m ean >

7.4) CK 19는 M CF 7을 제외한 종양에서 염색 강도가 감소하여 낮은 해상도(CK

Y m ean/ Iso Y m ean < 4.9)를 보여줬고 냉동 완충액법에서는 염색되는 CK양성

세포수 비율도 감소하여 M CF 7을 제외한 종양에서 합성기 분획 분석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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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4- 6.4% , H eLa - 1.1% , KB - 1.4% , RPMI 2650- 6.7% ).

6. CK 19는 림프구를 섞지 않은 H eLa의 메탄올 고정법에서 양성 세포가

11.1%일 때 50.7%의 합성기 분획을 보여 CK 양성 세포가 11.1%이상이면 합성기

분획이 분석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Cytok eratin을 이용한 이중 지표 DNA 분석의 합성기 분획은 Vin delov법

합성기 분획과 RPMI2650, HeLa, M CF7 종양세포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단지표

분석에서 비상피세포의 오염에 의한 합성기 분획 계산의 오류를 줄이고 예후를

더 잘 예측하기 위해 cyt okerat in을 이용한 이중 지표 DNA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세종류 CK 중 CK8/ 18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간단한 방법인

냉동 완충액법은 메탄올 고정법보다 염색 강도는 낮았으나 합성기 분획은

메탄올 고정법과 종양 세포에 따라 0.4- 8.8% 차이를 보여 종양 검체의 종류에 따

라 검사실에서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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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 r ac t

The ef f ect s of cyt oker at i n s t ai n i n f l ow cyt omet r i c anal ys i s of

t umor cel l

Mi n Keol Lee

D ep artm en t of M ed icin e

T he Grad uate S chool, Y ons e i Un ivers ity

(Dir ected by Professor Kyun g Ryul Lee)

T h ou gh S - ph ase fraction (SPF ) in DNA an aly sis ha s b een u sed in

predicting the respon se of tr eatm ent , it is w ell known th at SPF of single

param eter m ay b e affect ed by strom al and also by inflam m at ory cells .

T h e epith elial cells ex press cytokeratin (CK ) an d it is known th at

cyt okerat in m easurem ent giv es accurate SPF ow ing t o reduce cont amin at ion of

n on epithelial cells . In this study , the u sefuln ess of cytokeratin dual st ainin g

w as inv est igated t o compare the result s with th e sin gle param eter an d SPF

ch an ges by m ix ed rat io of epithelial tum or cells an d n on epithelial cells .

A ddit ion ally , stain inten sities of thr ee cytokeratin ant ibodies , and also th e

differen ce of simplified fr eezing buffer m ethod w ith th e m eth an ol fix at ion

m ethod w ere com pared .

Cytok eratin positiv e HeLa , T 24, KB, RPMI2650, M CF 7 tum or cell lines

w hich are differ ent in DNA in dex and tum or occurin g sit e an d n orm al control

lym phocytes w ere u sed . T um or cells w ere cultur ed in RPMI1640 an d D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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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dium an d n orm al lym ph ocyt es w ere separated by Ficoll Hypaqu e . M eth an ol

fix ation an d fr eezing buffer m ethod w ere compared an d isotype control,

cyt okerat in 8/ 18 (Becton Dickin son Im mn ocyt om etry Sy st em s , San Jose, CA ,

U .S .A .) cytok ert in 7, 19(Dako Diagn ostik a , Glost rup, Denm ark ) w ere stain ed

an d m ix ed rat io w ere 0:1, 1:4, 1:1, 4;1, 1:0 an d SPF w as an aly sed .

1. T h e sin gle stained SPF w as alw ay s low er th an CK st ain ed SPF by

addition with lymphocytes and decreased in inv er se proportion to addition of

lym phocyte (y =- 6.12x +29.6) in RPMI2650.

2. T h e single stain ed SPF w as v ery low er than CK stained SPF by

80% addit ion of lymph ocytes in RPMI2650, M CF7 an d KB .

3. T he single stained SPF w as low er than CK stained SPF by 50%

addition of lymph ocytes in HeLa but CK positiv e cells w ere few an d

sin gle stained SPF w as high in 80% addit ion of lymphocytes . T he cut off lev el

of an aly sis n eed t o be est ablish ed b etw een 20% an d 50% of tum or proportion .

4 . T h e CK st ain ed SPF w as higher th an th e sin gle stained SPF in

RPMI2650 an d HeLa ex cept case of low cell count an d in KB ex cept

lym phocyte 50 percent addition . T he CK stain ed SPF w as high er th an the

sin gle stain ed SPF in M CF7 of DNA in dex 1.96 an d b oth stain result w as

sim ilar in T 24 tum or of DNA in dex 1.86. T hese m ean th at th e r esult s w ere

different by DNA index of tum or s .

5 . T h e st ain inten sity of CK8/ 18 w as g ood (CK Y m ean/ Iso Y m ean >

7.4). T h e stain inten sity of CK 19 w as decreased in all tum or s ex cept M CF7,

w hich m ean decreased resolut ion (CK Y m ean/ Iso Y m ean < 4.9) an d SPF

cann ot b e an aly sed in all tum or s ex cept M CF7 becau se CK posit iv e cells r ate

w ere decreased in fr eezing buffer m ethod (T 24- 6.4% , HeLa - 1.1% , KB - 1.4% ,

RPMI 2650-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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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 h e CK 19 st ain w ith out lym ph ocyt e addition in HeLa m eth an ol

fix ation show ed 50.7% SPF w hen CK posit iv e cells w ere 11.1% . T his m ean s

th at SPF analy sis is possible w h en CK positiv e cells ar e abov e 11.1% .

In con clu sion , ther e w ere som e differ en ces betw een the SPF of dual

param eter DNA analy sis u sing cytokeratin and sin gle param eter SPF in

RPMI2650, HeLa, MCF7. T herefore, It w ould b e advisable to u se dual

param eter DNA an aly sis u sing cytokeratin t o decrease error in SPF by

cont aminat ion of nonepith elial cells in sin gle param eter an aly sis an d predict

m ore accurate progn osis . T o get the highest int en sity , CK 8/ 18 is suitable for

dual st ainin g an d freezin g buffer m eth od m ay b e preferable for sim ple u se in

lab oratory according to type of tum or .

Key W ords : cytokeratin , S ph ase fr action , DNA in dex , st ain inten sity , du al

param eter , epitheli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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