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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운  곳 .  

새로 운  인연 .  그 리고 …새로 운  시작. 

 

지금  이  순 간, 모 든  것들 이  새롭 다. 그 리고  낯설다.  

내가 선택한 길 , 즐 기자. 이성경 파이팅 .                 

 

긴 장 감 과  설 렘 으 로  시 작 되 었 던  새 로 운  배 움 의  시 작 .  

새로움 이란 것 그리고 그 새로움이 배움이라는 것. 다시 

생각 해도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 지는 행복한 일 입니다. 지난 

학위 과정 동안 제가 배우고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습니다 .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는 과정 중  „끌림‟ 이라는 것은 

필연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끌림이  윤채옥 

선생님에게로 저를 이끌었고, 그 끌림으로 인하여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 로서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가슴 깊이 새기고 어제 보다 더 나은, 

항상 발전하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미사 

어구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사랑합니다 .  선생님 .  그리고 

감사합니다 .  익숙했던  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들에 

걱정하고 있을 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허만욱  교수님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교수님의  관심과  소중한  조언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우 교수님. 환자들 보시느라 바쁘신 

스케쥴 에도 데이터 하나하나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이 부족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성경씨, 성경씨 라고 부르시며 챙겨주시고, 

소소한 고민들을 상담해주신 강은아 선생님. 올바르지 않은 

영어 표현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로 

웃음 지을 수 있게 해주신 카살라 선생님, 버퍼 제조하는 방법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시고 ,  실험적인  것들은  세심하게 

챙겨주신 맥가이버 김인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중학교 

은 사 님 이 신  김 옥 희  선 생 님  감 사 합 니 다 .  

석사 학위라는 과정을 마무리 짓기 까지 실험실 가족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뭐래도 제게는 최고인 싸수, 우리 민정 언니. 띠 동갑인 

철부지  후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  까  노심초사  하셨던  언니 .  감사  합니다 .  

선배들과의 생활에 익숙지 않은 저를 위해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항상 따뜻한 품으로 토닥여 주신 든든한 보디가드 지훈 오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신 정선언니 감사합니다. 저의 

소소한 실험실 일상들에 함께였고, 속마음을 먼저 눈치 채시고  



 

 

 

고민을 먼저 물어봐 주신 따뜻한 백만 불짜리 몸매 아름 언니,   

누구 보다 여린 감성의 소유자 이지만 후배와 실험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정우 오빠, 프로젝트를 받고 

막막해 하던 저를 줄기 세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장 교수님, 

송남 오빠. 감사합니다. 연구에 열정적이시고, 항상 실험실과 

후배 걱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든든한 울타리 일규 오빠, 항상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로 고민들을 

상담해 주신 오준 오빠, 남자다운 겉 모습과는 달리 누구보다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부산 사나이 태진 오빠, 스탠딩 공연의 

잊지 못할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실험실의 살림꾼 연이 언니, 

어린 동생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유진 

언니 .  감사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따뜻함으로 감싸 

주셨던 지성 언니, 혹시나 혼나진 않을 까, 막내 일 하나부터 

열까지, 막내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주신 대학 

선배님 혜원 언니.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깔끔한 

손을 갖고  계신  해단언니 .  감사합니다 .  언니 ,  오빠들이  안 

계셨다면 전 아직도 스물 넷의 이성경으로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저의 동기 언주. 흥미 진진했던 석사 학위 과정을 10년, 

20년 후에도 그리고 평생 함께 회상하고 웃음지을 수 있는 

이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후배지만 친구기도 

한 인천 시민 초희와 효민이, 선배라고 해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항상 믿고 힘이 되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험실 막내 대구 아가씨 수정이 그리고 종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 텐데 꿋꿋이 해내고 있는 걸 보면 대견합니다. 

앞 으 로 도  파 이 팅  입 니 다 .  

2005 년 2월에 처음 만나, 지금껏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L.o.f.  L.o.f 의 맏언니이자 박사님이신 젱, 잘 생긴  

하람이 엄마 령, 그리고 진정한 능력자이자 영원한 제 편 밍.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힘이 되우 준 이쁜 제주도 아가씨 

혜림이 .  당신들의  존재는  제  대학  생활에  행복을  주었고 , 

대학원 생활에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함께 일 것입니다.      

그리고 A.F.L.H.S. 라인인  꿈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 멋진 박사님 태의, 차도 녀 같지만 누구보다 여린 나의 

무릎 팍 도사 래경이, 엄마 같은 따스함으로 항상 품어주는 

혜숙이, 꿈은 이룰 수 있는 사람만 꾸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준 신비 진영이, 그리고 만나면 항상 유쾌한 에너지가 

넘치는 왕빠 영지.  함께 공부하고 꿈꿨었기에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있을  지라도  제겐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들 입니다 .  감사합니다 .  친구한테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해준 빛나, 꼭 고쳐야 할 버릇을 공유하고 

있는 서연이, 너무나 이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성은이, 저의 

멋진 트레이너 연아, 평촌 학원가 네온 사인 밑에서 우정을 

다진 세진이 ,  수용이 ,  상큼한  비타민  지은이 .  그리고  오키 

라인인 광재, 원준 다솔이.  26년 제 인생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감사한 건 이들과 함께여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 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샤프 22기의 미경 언니, 

병남이, 주현이, 미림이 그리고 2007년 샤프 최강 B조. 그리고 

CVA의 승현 언니, 미혜 언니.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이라는 악 

조건에서도 인생 최고의 낙원을 함께 경험한 은정 언니, 형환 

오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이 여리고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는 한양대 친구 주영이 에게도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 유독 추웠었던 겨울에 만나, 음악의 힘을 알려주신 

영 원 한  저 의  아 티 스 트  윤 한 님 ,  그 리 고  이 쁘 고  따 뜻 한 

오 르 페 우 스  가 족  분  들 께 도  감 사 함 을  표 합 니 다 .  

 

무엇보다도  제가  이  길을  택하고  걸어감에  있어  항상 

응원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인 가족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선물해 주신 

소중한 오라버니 , 경범 오빠 . 감사합니다. 오빠가 부모님과 

저에게 준 소중한 선물,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우리 은실 

언니. 쑥스러워서 표현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천사의 모습을 알게 해준 이쁜 조카님 

우리 유현이. 유현이의 멋지고 자랑스러운 고모가 되기 위해 

오늘도  눈에  불을  켜겠습니다 .  그리고  저의  동생 ,  너무나 

이쁘고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다롱이 

에게도  감사합니다 .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무조건  적인 



 

 

사랑으로 감싸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외 할머니, 외 할아버지, 

고모, 큰 아빠, 이모, 외 삼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만으로도 흘러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엄마, 아빠.  쉽지 만은 않았었던 지난 시간들, 가끔 힘들고 

지쳤을 때 다시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한  긍정의  힘을  항상  북돋아  주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입니다 .  엄마 ,  아빠의  딸로 

태 어 난  저 는  정 말  복 이  차 고 도  넘 치 는  아 이 입 니 다 .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며 

많이 부족하지만 제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녹아 있는 석사 

학위 과정의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  바칩니다 .  감사합니다 . 

그 리 고  사 랑 합 니 다 .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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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간암 표지자인 Alpha-fetoprotein의 발현이 간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 

 

 

간암은 한국에서 호발하는 암으로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능, 

항암제와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재발과 전이가 

빈번하다. 따라서 간암으로 인한 5년 생존율은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발과 전이의 원인으로서 종양의 생성과 진행에 관여 

하고 항암제와 방사능에 내성을 지닌 간암 줄기세포가 부각되고 

있다. 간암 줄기세포는 CD133, CD44, EpCAM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과 같은 다양한 세포 표면 표지자로 

분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표지자들은 간암 뿐만 아니라 다른 

고형암의 줄기세포 표지자로도 통용되고 있어 간암 특이적 

표지자로 일컫기엔 부족하다. 그러므로 간암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에 있어 간암 줄기세포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 줄기세포 

표지자를 구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의 발생 단계에서 발현되는 AFP 

(Alpha-feto protein)가 간암 줄기세포로의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AFP의 발현이 간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AFP 발현 정도가 다른 간암 세포주(Hep3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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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7)들을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분리된 

세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로서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AFP의 발현이 높은 간암 세포주(Huh7)에서 

줄기세포로서의 특징이 AFP의 발현이 낮은 간암 

세포주(Hep3Β)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줄기세포로서의 

특징들이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관련있는지 살펴 보고자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세포주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로서의 특징들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줄기세포로의 특성들 또한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AFP의 발현은 줄기세포의 형성과 유지에 관련한 

TGF-β의 발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간암 줄기세포를 구분 지음에 있어 AFP는 간암 

줄기세포로서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AFP는 간암 

줄기세포이기 위한 필요 조건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암 줄기세포를 구분 짓고, 간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표적 분자로서 AFP가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간암, 간암 줄기세포,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 AFP 

(Alpha-feto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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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표지자인 Alpha-fetoprotein의 발현이 간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 만 욱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성 경 

 

 

Ⅰ. 서론 

 

간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발병하는 암의 하나로서 아시아와 아

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간암 발생율이 가장 높다1. 간암의 주요 치료 방법으로는 

절개, 이식과 같은 외과적인 방법 이외에도 방사선, 화학 요법을 활용

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2. 이와 같은 치료 방법들은 간암 초기 환자

들에게는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

다. 기존의 치료 방법은 암의 완전한 치료보다는 단순히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정도의 효과 만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와 같은 치

료 방법으로 인해 탈모, 구내 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구토, 골수 억제와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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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 기존 치료 방법의 제한점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라도 간암의 재발과 전이에 따른 치료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간암의 전이와 재발을 극복하는 것은 간암 치료에 있어서 우선시 되

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간암의 전이와 재발에 관한 메커니즘이 규명

이 필요하다. 

 종양의 재발과 전이와 관련한 핵심 원인으로 방사능과 항암제에 

내성을 지닌 종양 줄기세포가 부각되고 있다4. 종양 내에서 비교적 적

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양 줄기세포는 종양의 형성과 진행에 관여 할 

뿐만 아니라4,5 증식능, 자가 재생능 그리고 분화능에 있어서도 줄기

세포와 같은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4-6. 이러한 종양 줄기세포의 특

성 유지에는 Wnt, Notch,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와 

같은 다양한 신호전달이 관련되어 있다7-10. 특히 TGF-β는 다양한 

조직의 발생과 줄기세포의 잠재능에 관련한 신호전달로 줄기세포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뿐만 아니라 암세포 및 그 주변환경에도 영향을 

끼친다11,12. 

종양 줄기세포의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AΒC (ATP-binding 

cassette) 막관통 단백질의 family 중 하나인 AΒCG2의 과 발현과 

관련되어 있다13. AΒC 막관통 단백질은 다양한 약제의 내성과 관련한 

막관통 단백질로서 세포 내로 외부 물질이 유입하게 되면 세포 외부

로 유입 물질을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AΒCG2

는 종양 줄기세포에 과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종양 줄기세포는 항암제

에 내성을 띄게 된다13,14.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방사능 또

는 항암제에 의해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Snail과 Slug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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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증가하게 되어 p53을 매개로 한 세포의 살상능이 억제된다. 또

한 자가 재생능과 관련한 유전자(OCT4, SOX-2)가 활성화되어 세포

는 “stem-like”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 되었다15. 이러한 항암제와 방

사능에 내성을 지닌 종양 줄기세포로 인해 종양의 치료에 제한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재발과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양의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 줄기세포를 정확히 구분 짓고 종양 줄기세포가 

재발과 전이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CD133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간암 줄기세포의 표지자로서, CD133

을 발현하는 암세포는 CD133을 발현하지 않는 암 세포에 비해 자가 

재생능 및 증식능이 높고16-19, 항암제와 방사능에 대해서도 더 큰 내

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0-21. 최근 연구에 따르면 CD133의 발

현 유무는 종양 줄기세포로의 특성을 구분짓는데 제한적이다22. 또 다

른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알려진 CD44는 종양의 전이와 관련한 세

포 외 기질 단백질에 대한 세포 부착의 변화 및 세포와 세포의 연결

을 파괴하는 EMT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현상과 관련 

있다23,24. 또한 상피 세포 표지자인 EpCAM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역시 기관 발생 단계에서의 EMT 현상과 관련이 

깊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간아 세포, 담즙관 상피세포 그리고 간암 

세포에서 과발현 되어 있지만 정상인의 간세포에서는 발현되어 있지 

않아 간암 줄기세포의 표지자로 활용되고 있다25,26. 이러한 다양한 간

암 줄기세포 표지자 에도 불구하고, CD133의 경우, 대장암27과 뇌암28

의 줄기세포 표지자로도 활용되고 있고, CD44의 경우 유방암29의 표

지자로 활용 되고 있다. EpCAM 역시 유방암30, 자궁암31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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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로도 활용되고 있어, 이들 모두 간암 줄기세포만의 특이적 표지자 

라 언급하기엔 제한이 있고, 간암 줄기세포를 구분짓고 특성을 연구

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간암 줄기세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간암 

특이적인 표지자의 구분과 이에 관한 생물학적인 연구가 진행될 때 

간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을 수 있다.  

 

AFP (Alpha-feto protein)는 포유동물의 간이 발생될 때 감지되는 

태아 항원 중의 하나로32 난황낭과 태아 발생기 동안 간에서 높은 발

현을 나타낸다. AFP는 일반 성인의 간에서는 발현되지 않지만 간암 

환자에게서는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간암 환자 진단의 표지자로서 

이용된다. 간암 환자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AFP의 발현이 높은 환

자의 경우 낮은 환자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더 클 뿐만 아니라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율 또한 높았고, 정맥 입구의 혈전 증이 생

기는 경향도 높아 낮은 환자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이 

AFP의 발현과 환자의 예후에 관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33.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AFP 의 발현이 간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봄으로서 AFP 가 간암 줄기세포를 구분지을 수 

있는 특이적 표지자로서 활용되고 나아가 간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표적 분자로서 활용 되어 질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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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주 및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된 인체 간암 세포주인 Hep1, Hep3Β, Huh7은 모두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Huh7, Hep1 그리고 간세포인 WRL-68은 10%의 우태아 

혈청(GIΒCO, Grand Island, NY, USA), L-Glutamine (2 mM), penicillin 

(100 IU/㎖), Streptomycin (50 mg/㎖)(GIΒCO)을 모두 포함하는 

DMEM 배양액으로 5% CO2가 공급되는 37℃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 

하였으며, Hep3Β는 MEM (GIΒCO)으로 배양하였다. 이 외의 간암 

세포주인 SNU-368, SNU-387, SNU-423, SNU-449는 RPMI 1640 

배양액으로 배양 하였다.  

 

 

2. Human AFP ELISA (Enzyme linked immune sorbent assay)  

 

다양한 간암 세포주(Huh7, Hep3Β, HepG2, Hep1, SNU-368, 

SNU-387, SNU-423, SNU-449)와 간세포(WRL-68)의 AFP 발현을 

살펴보고자 human AFP ELISA (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세포들을 6-well plate에 1Ⅹ105 개로 

분주 한 후 24 시간 뒤에 SFM (Serum free media)로 바꿔 주었다. 

그 후 48 시간 뒤에 세포들의 세포배양액을 회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ELISA를 수행하였다. ELISA 분석은 human AFP ELISA의 

설명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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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 유세포 분석    

 

간암 세포주에서의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간암 세포주 Huh7, Hep3, Hep1을 

이용하여 유세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간암 세포주 들에 

사용한 항체는 APC-conjugated-anti human CD133 (Miltenyi Βiotec 

Inc, CA, USA), FITC-conjugated-anti humanCD44 (Βio Legend, 

San-Diego, CA, USA), FITC-conjugated-anti human OV6 (Santa 

Cruz, CA, USA), FTIC-conjugated-antihuman EpCAM (Miltenyi 

Βiotec Inc, CA, USA)이다.  

각각의 간암 세포주들을 트립신으로 떼어 낸 후 인산완충 용액으로 

2번 세척하였다. 이후 APC-conjugated anti human CD133 항체를 

첨가하여 4℃에서 10 분 동안 반응시켰다. 2번의 세척 후에 CD44, 

OV-6 그리고 EpCAM에 대한 항체를 각각의 세포에 

처리하여4℃에서 10 분 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2번의 세척을 거쳐 

LSRII (ΒD Βioscience, USA)을 이용하여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음성, 양성 대조군으로써 항체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그룹과 

각각의 항체만을 처리한 그룹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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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의 분리  

 

간암 세포주(Huh7, Hep3Β)에서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에 

따라 세포를 분리하기 위해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 CD133과 

EpCAM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간암 세포주를 APC conjugated 

anti human CD133과 FITC-conjugated anti human EpCAM 항체를 

이용하여 표지하였다.  

CD133을 발현하고 동시에 EpCAM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세포 

(CD133+/ EpCAM-, CD133+/ EpCAM+)를 FACSorter (ARiaIII, ΒD 

Βioscience, US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5. MTT assay  

 

간암 세포주(Huh7, Hep3Β)에서 줄기세포 표지자 발현 유무에 따른 

세포의 증식능을 관찰하기 위해 MTT (4,5-Dimetn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를 수행하였다.  

상기의 4번 방법으로 분리된 각 간암 세포주(Huh7, Hep3Β)을 

96-well plate에 5Ⅹ103 개 씩 분주하고 1, 3, 5, 7, 9 일 후에 MTT 

용액 (2 mg/㎖) 100 ㎕을 plate well에 첨가하였다. 4 시간 동안 

37℃에서 반응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DMSO (Dimethyl 

sulfoxide)를 첨가하여 형성된 결정을 녹였다. 37℃에서 10 분간 

완벽히 결정을 녹인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NJ,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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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phere-forming assay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분리된 세포의 자가 재생능을 살펴 보기 

위해 Sphere-forming assay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96-well Ultra 

low attachment plate (Corning Inc, NY, USA)를 이용하였다. Β-27 

supplement (Gibco, Grand Island, NY, USA)가 포함된 

DMEM/F12(1:1) 배양액에 1 ng/㎖의 EGF (Epithelial Growth Factor), 

FGF (Fibroblast Growth Factor)(Prospec, NJ, USA)를 첨가 하였다. 

제조된 배양액에 세포들을 5Ⅹ102 개씩 각각의 well에 분주한 후, 10 

일 후 세포들의 자가 재생능을 관찰하였다. 50 μm 이상의 세포수를 

정량 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다.  

 

 

7. Migration assay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분리된 세포들의 이동능을 살펴보기 위해 

8 μm pore size 의 trans well migration chambers (Corning Costar, 

Camβridge, MA, USA)를 이용하여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chamber의 trans well에 1Ⅹ105 개의 세포를 100 ㎕의 F12/DMEM 

을 넣고 bottom well에는 DMEM/F12(1:1) 배양액에 Β-27 

supplement, insulin 1 ug/㎖ 과 50 ng/㎖ 의 HGF (Hepatocyte  

Growth Factor)(Prospec, NJ, USA)이 포함된 배양액을 각 well에 

600 ㎕씩 넣었다. 12 시간 동안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메 탄 올 을  이 용 하 여  세 포 를  고 정 시 켰 다 .   그  후  H & E 

( H e m a t o x i l i n & E o s i n ) 염 색 을  수 행 하 였 다 .  이 렇 게  제 작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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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는 200배의 배율에서 무작위적으로 다섯 군데의 사진을 

찍 어  평 균 값 을  통 해  세 포 의  이 동 능 을  정 량 화 하 였 다 . 

 

 

8.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에 따른 AFP의 발현 정도 비교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여부에 따른 세포의 AFP 발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MTT assay 수행 시 회수한 배양액을 

이용하여 각 세포에서의 1, 3, 5, 7, 9 일 후의 AFP 발현을 human 

AFP ELISA 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ELISA 전과정은 human AFP 

ELISA의 설명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 하였다.  

 

 

9. AFP를 발현하는 Hep1 간암 세포주 제작 

 

AFP의 발현 정도가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를 구축하고자 AFP를 

발현하지 않는 간암 세포주 Hep1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AFP를 

고 발현하는 Huh7 으로부터 total RNA를 Trizol reagent (Sigma, CA, 

USA) 방법을 이용하여 얻었다. 얻어진 total RNA로부터 AFP 

specific primer와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 RT-PCR (reverse 

transcriptase PCR)을 수행하여 AFP cDNA (1830 bp)를 얻었다.  

100 ng template DNA와 10 pmol의 sense, anti-sense primer, 

dNTP(deoxynucleoside triphosphate) 그리고 10ⅩPFU Buffer 5 

㎕를 넣어 PCR을 수행하였다. 전체 반응 부피는 50 ㎕로 멸균된  



- 12 - 

 

 

증류수를 이용하여 맞췄다. PCR 반응은 94℃에서 1분, 57℃에서 1분 

74℃에서 1분씩 40회 수행 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AFP cDNA는 

렌티바이러스 벡터 pCCL-CMV-IRES-EGFP(8498bp)에 삽입하여 

AFP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벡터는 

293T 세포에 형질 도입하였고, 형질 도입 후 얻어진 바이러스 

배양액을 Hep1에 형질 도입하여 AFP를 발현하는 Hep1을 

제작하였다.  

또한 대조군으로 AFP를 발현하지 않는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AFP를 발현하지 않는 세포주를 

제작하였다.  

 

 

10.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Hep1 간암 세포주의 분리 

 

상기 9번 방법으로 제작된 AFP를 발현하는 Hep1 간암 세포주를 

GFP (Green Fluorescent Protein)의 발현 정도에 따라 GFP 저, 중, 

고 발현으로 FACSorter (ARiaIII, ΒD Βioscience,US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세포들의 GFP의 발현 정도와 AFP의 

발현이 상응하는지 확인하고자 human AFP ELISA를 수행하였다.  

 

 

11.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 Hep1의 증식능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세포의 증식능을 살펴보고자 1% O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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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94% NO2인 저산소 조건에서 2, 4, 6, 8 일 동안의 세포 증식  

능을 MTT assay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96-well plate의 각 well에  

3Ⅹ103 개의 세포를 분주하였으며 그 외의 방법은 앞선 MTT 방법과 

같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다. 

 

 

12.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 Hep1의 자가 재생능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세포의 자가 재생능을 관찰하고자 1% O2, 

5% CO2, 94% NO2인 저산소 조건에서 2 주 동안 배양된 세포를 

이용하였다. 그 외의 방법은 앞선 Sphere-forming assay 방법과 

같다. 50 μm 이상의 세포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다. 

 

 

13.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 Hep1의 이동능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세포의 이동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migration assay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1% O2, 5% CO2, 94% NO2 

인 저산소 조건에서 8일 동안 배양된 세포를 이용하였다.  

Trans well에 AFP의 발현 정도가 서로 다른 세포를 5Ⅹ104 개 씩  

100 ㎕의 SFM에 분주하고, bottom well에는 10% FΒS가 포함된 

DMEM을 넣었다. 12 시간 동안 1% O2의 저산소 조건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그 외의 방법은 상기의 migration 방법과 같다. 200배 

배율에서 무작위적으로 다섯 군데의 사진을 찍어 평균값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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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이동능을 정량화하였다. 

 

14.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 Hep1의 약제 내성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세포의 약제 내성을 관찰하고자 간암 

치료에 이용되는 항암제인 cisplatin (Sigma-Aldrich, CA, USA)을 

이용하였다. 세포의 자가 재생능을 통하여 약제 내성을 비교 하고자 

앞선 Sphere-forming assay 방법과 세포 수를 제외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세포를 각 well에 1Ⅹ103씩 분주한 후, 24 시간 뒤에 

cisplatin을 1, 2.5, 5 ug/㎖ 의 농도 별로 첨가하였다. Cisplatin을 처리 

후 3 일 뒤에 각 세포 별로 sphere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다. 

 

 

15.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 Hep1의 TGF-β의 발현 

비교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세포의 TGF-β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고자 human TGF-β1 ELISA 와 TGF-β2 ELISA kit (R&D 

System, MN, USA)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세포를 6 well plate에 1Ⅹ105 분주한 뒤 24 시간 

후에 SFM로 바꿔 주었다. 48 시간 뒤에 배양액을 회수하여 ELISA를 

수행하였다. ELISA 는 설명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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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간암 세포주 Hep1의 TGF-β에 

의한 AFP의 발현 비교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간암 세포주가 주변 세포의 AFP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줄기세포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종양의 초기 단계에는 종양을 억제하지만 종양의 

말기 단계에는 오히려 종양을 촉진시키는 TGF-β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6-wll plate에 1Ⅹ105씩 분주 한 후 24 시간 후에 

SFM로 바꿔주었다. 그 후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각 세포주에 

recombinant protein TGF-β1, recombinant protein TGF-β2 

(ProSpec, NJ, USA) 를 10 ng/㎖씩 처리하였다. 48 시간 후에 

배양액을 회수하여 AFP ELISA를 수행하였다.  

AFP ELISA 수행과정은 human AFP ELISA의 설명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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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간암 세포주에서의 AFP의 발현 

 

간암 세포주에서의 AFP (Alpha-feto protein)의 발현을 살펴보고자 

다양한 간암 세포주(Huh7, Hep3Β, HepG2, SNU-368, SNU-387, 

SNU-423, SNU-449)와 간세포인 WRL-68의 AFP 발현을 ELI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암 세포들 중 Huh7, HepG2 그리고 Hep3Β를 제외한 간암 세포

주 들에서는 간세포에서와 마찬가지로 AFP가 발현되지 않았다. AFP

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Huh7, HepG2, Hep3Β)들 중 Huh7에서의 

AFP 발현이 가장 높았으며 HepG2 와 Hep3Β의 AFP 발현이 그 뒤

를 이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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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FP expression in HCC cell lines.  Analysis of AFP 

expression level in HCC cell lines and liver cell.  AFP expression 

level was evaluated by human AFP ELISA.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data are shown as mean ± SD.  

HCC (Hepato cellular carcinoma cell) 

 

 

2. AFP의 발현이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 에서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간암 세포주에서의 AFP 발현과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 발현과의 상

관관계를 관찰하기 위하여 AFP의 발현 정도가 서로 다른 간암 세포

주를 선정하였다. AFP의 발현이 가장 높은 Huh7, AFP를 낮게 발현하

는 Hep3Β, 그리고 AFP를 발현하지 않는 Hep1을 선정하여 간암 줄

기세포 표지자로 알려진 CD133, CD44, EpCAM, 그리고 OV-6의 발

현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간암 세포주에서의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결과, CD133+, 

CD44+의 경우 Huh7에서 82.9%로 가장 높게 발현하였지만 다른 세

포주 (Hep1, Hep3Β)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또 다른 표지자 

CD133+, EpCAM+의 경우 Huh7에서 59.5%, Hep3Β에서 69.4% 발현 

하였지만 Hep1에서는 거의 발현하지 않았다. OV-6의 경우, 실험에 

이용된 모든 간암 세포주에서 낮게 발현하였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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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ncer stem cell marker expression in HCC cell lines. FACS 

analysis of HCC cell lines (Hep1, Hep3Β, Huh7) stained with 

anti-CD133, anti-CD44, anti-EpCAM, and anti-OV6 antibodies. 

Percentages reported in flow plots indicate the percentage of 

cancer stem cell marker expressing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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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분리된 간암 세포주(Huh7, Hep3Β)의 

증식능   

 

AFP의 발현이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Huh7, Hep3Β)들에서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유무에 따른 줄기세포로의 특징을 검증 

하고자 각 세포들을 CD133+/EpCAM+, CD133+/EpCAM-로 분리 

하였다. 분리된 세포를 이용하여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에 

따른 각 세포의 증식능을 관찰하였다. 

간암 세포주중 AFP를 가장 높게 발현하는 Huh7의 경우, EpCAM을 

발현하는 세포가 EpCAM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보다 빠른 증식능을 

보였지만 EpCAM의 발현에 따른 세포의 증식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AFP를 낮게 발현하는 Hep3Β의 경우, EpCAM을 

발현하는 세포는 발현하지 않는 세포보다 더 빠른 증식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두 그룹 간의 증식능의 차이는 컸다(**P<0.01)(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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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roliferation of CD133+/EpCAM+, CD133+/EpCAM- cells 

sorted from Huh7 and Hep3Β.  MTT assay was performed to show 

proliferation capacity of CD133+/ EpCAM+, CD133+/ EpCAM- 

sorting from Huh7 and Hep3Β.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P<0.01 versus EpCAM-. 

 

 

4.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분리 된 간암 세포주(Huh7, Hep3Β)의 

이동능 

 

AFP의 발현이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Huh7, Hep3Β)들에서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유무에 따른 세포의 이동능을 관찰하기 위해 

각 세포들을 CD133+/EpCAM+, CD133+/EpCAM-로 분리한 후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AFP의 발현이 가장 높은 Huh7의 경우, EpCAM을 발현하는 세포는 

EpCAM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보다 많이 이동하지만 EpCAM의 발현 

유무에 따른 이동능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Huh7 보다 

AFP를 낮게 발현하는 Hep3Β에서는 EpCAM을 발현하는 그룹에서 

더 큰 이동능(**P<0.01)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4). 또한 AFP의 

발현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두 세포의 이동능 속도에 있어 AFP를 

높게 발현하는 Huh7의 경우, AFP를 낮게 발현하는 Hep3Β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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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igration ability of CD133+/EpCAM+, CD133+/EpCAM- cells 

sorted from Huh7 and Hep3Β. Migration assay was used to analyze 

migration capability of CD133+/ EpCAM+, CD133+/ EpCAM- sorting 

from Huh7 and Hep3Β. Migratory cells are represented as the 

number of migrated cells per high-power field (Ⅹ200). Five field 

were counted in duplicate from each sample/error bars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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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분리 된 간암 세포주(Huh7, Hep3Β)의 

자가 재생능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AFP의 발현 정도가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Huh7, Hep3Β)에서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 

발현에 따른 줄기세포로의 특성인 세포의 자가 재생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Sphere-forming assay를 수행하였다.  

Huh7의 경우, CD133을 발현하고 EpCAM을 발현하는 세포는 

EpCAM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보다 더 많은 sphere를 형성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Hep3Β 경우에서 또한 EpCAM을 발현하는 세포가 

그렇지 않은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sphere을 형성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AFP의 발현 정도가 서로 다른 두 세포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AFP의 발현이 높은 Huh7에서 EpCAM의 발현 여부와는 

관계없이 Hep3Β보다 더 많은 sphere를 형성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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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phere-forming assay of CD133+/EpCAM+, CD133+/EpCAM- 

cells sorted from Huh7 and Hep3Β. To confirm self-renewal ability 

of sorted cells, Sphere-forming assay was performed.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P<0.05 versus EpCAM-. 

 

 

6.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유무에 따른 간암 세포주(Huh7, 

Hep3Β)에서의 AFP 발현 비교 

 

간암 줄기세포의 특징을 지닌 세포의 AFP 발현이 높은지 AFP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 (CD133+, 

EpCAM-/ CD133+, EpCAM+)로 분리된 세포에서 AFP의 발현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AFP를 과 발현 하는 Huh7의 경우, EpCAM의 발현 

유무에 따른 AFP의 발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AFP를 낮게 

발현하는 Hep3Β에선 3 일 차까지 두 그룹의 세포에서 AFP의 

발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 EpCAM을 발현하는 그룹에서 

EpCAM을 발현하지 않는 그룹보다 더 높은 AFP의 발현양상을 

보였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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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FP expression of CD133+/EpCAM+, CD133+/EpCAM- cells 

sorted from Huh7 and Hep3Β. ELISA was performed to evaluate AFP 

expression of sorted cells which were separated APC-conjugated 

CD133 antibody and FITC-conjugated EpCAM antibody. Value are 

given as the mean ± SD of triplicates. *P<0.05 versus Ep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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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FP를 발현하는 Hep1 세포주의 구축 

 

간암 세포주(Hep3Β, Huh7) 각각의 고유 특성은 제외하고 AFP의 

발현 차이에 따른 세포의 특성을 관찰하고자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 Hep1에 인위적으로 AFP를 발현하도록 하여 AFP를 발현하는 

Hep1 세포주를 구축하였다 (그림 7A). AFP를 발현하는 Hep1 

세포주는 AFP의 발현이 높으면 GFP (Green Fluorence Protein)의 

발현 또한 높다. G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AFP의 발현 또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Β). AFP의 발현 정도는 Huh7의 AFP 

발현을 기준으로 분리하였을 때 AFP의 발현이 낮은 경우(AFP 

expression: +) Huh7의 AFP 발현보다 낮고, AFP의 발현이 높은 

경우 (AFP expression: +++) Huh7 의 AFP 발현보다 높다. 

 

 

A 

 

 

 

 

 

 



- 26 - 

 

Β 

 

 

 

그림 7.  Establishment of Hep1 expressing AFP. A. Lenti viral 

schematic diagram of AFP expression and GFP control lenti viral  

vector.  LTR: Long Terminal Repeat, RRE: Rev-Response Element,   

CMV: Cytomegalovirus promoter, IRES: Internal Ribosomal Entry 

Site, WPRE: Wood chuck Post-transcriptional Regulatory Element. 

Β. ELISA analysis of AFP expression level in lenti viral transduced  

Hep1. AFP expression is achieved in the Hep1. -: AFP 

non-expressing Hep1 as control, +: Low AFP-expressing Hep1, 

++: Middle AFP-expressing Hep1, +++: High AFP-expressing  

Hep1.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data are shown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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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Hep1)에서의 증식능  

 

AFP의 발현에 따른 간암 줄기세포로서의 특징인 증식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구축 된 AFP의 발현이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 Hep1을 이용하여 prolife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각 

세포의 증식 정도를 2 일 에서의 증식능과 비교해 보았을 때 AFP를 

발현하지 않는 Hep1의 경우, 세포의 증식능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세포의 증식능 

또한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8). 

 

 

 

 

그림8. Proliferation of Hep1 expressing AFP.  For proliferation 

analysis of AFP-expressing Hep1, MTT assay was performed. Cells 

were incubated in hypoxic conditions.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data are shown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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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Hep1)에서의 이동능  

 

AFP의 발현이 세포의 이동능에는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관찰 

하고자 AFP의 발현이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Hep1)을 이용하여 

mig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Hep1)는 AFP를 발현하지 않는 

대조군 간암 세포주(Hep1)보다 더 큰 이동능을 보였으며,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이동능 또한 증가함을 관찰하였다(그림 

9).  

 

 

 

 

그림 9. Migration ability of Hep1 expressing AFP.  Trans well 

migration assay demonstrate enhanced migration of H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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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ng AFP. Migratory cells are represented as the number of 

migrated cells per high-power field (Ⅹ200). Five field were counted 

in duplicate from each sample/error bars represent ± SD. 

 

 

10.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Hep1)에서의 자가 재생능  

 

AFP의 발현이 줄기세포가 갖는 특징인 자가 재생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고자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세포를 

이용하여 Sphere-forming assay를 수행하였다.  

 AFP를 발현하지 않는 대조군에 비하여 AFP를 발현하는 세포주에서 

더 많은 수의 sphere가 형성 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sphere의 크기 별로 sphere를 구분 지었을 때, AFP를 발현하지 않는 

간암 세포주(Hep1)의 경우 90% 이상의 sphere가 50 um 이상 100 

um 미만이었다. 하지만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100 um 이상의 sphere 비율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여 sphere의 숫자도 증가하였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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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0. Sphere-forming assay of Hep1 expressing AFP. A. 

Percentage of 50 μm over size spheres. Sphere was classified by 

its diameter. B. Sphere number was counted to verify sphere 

tendency.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and data are 

shown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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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간암 세포주(Hep1)에서의 약제 민감성  

 

AFP의 발현 정도가 서로 다른 간암 세포주(Hep1)의 항암제에 

대한 민감성을 관찰하고자 간암의 항암제로 이용되는 cisplatin을 

사용하여 drug sensitivity assay를 수행하였다.  Cisplatin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세포들의 전체적인 sphere 형성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농도의 cisplatin을 처리한 그룹에서의 

AFP의 발현에 따른 세포들의 sphere 형성 정도를 관찰해 보았을 때 

세포에서의 AFP발현이 증가할수록 cisplatin에 내성을 갖는 

sphere의 수 또한 증가하였다 (그림 11). 

 

 

 

 

그림 11. Drug sensitivity assay of Hep1 expressing AFP. Drug 

sensitivity assay was performed to show drug resistant of Hep1 

expressing AFP. For this, Sphere-forming assay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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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ariety of cisplatin concentration was treated to Hep1 

expressing AFP. Data present the mean ±SD derived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triplicate wells per condition. 

 

 

12. AFP의 발현 정도에 따른 TGF-β의 발현 비교  

 

AFP의 발현이 줄기세포의 형성과 유지에 관련이 있는 TGF-β의 

발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고자 TGF-β ELISA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간암의 전 단계인 간경화에서 과발현되는 

TGF-β1와 발생 단계에서 과발현 된다고 알려진 TGF-β2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TGF-β1의 발현은 AFP를 발현하지 

않는 세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다 (그림 12A). 하지만 

TGF-β2의 경우,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TGF-β2의 발현 또한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12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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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TGF-β expression in the Hep1 expressing AFP. 

TGF-β ELISA was used to evaluate TGF-β expression. Value are 

given as the mean ±SD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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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간암 세포주(Hep1)에서의 TGF-β에 

의한 AFP 발현 비교 

 

AFP의 발현은 세포 내 환경에 변화를 준다. 따라서 AFP의 발현에 

따른 세포 내 환경 변화를 관찰하고자 줄기세포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종양의 발생 초기에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지만 

말기에는 오히려 종양의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진 TGF-β 를 

이용하였다.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TGF-β를 처리한 그룹에서의 AFP 

발현은 TGF-β 를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서 보다 AFP의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AFP를 고발현하는 그룹에서의 경우, TGF-β에 의해 AFP의 발현이 

억제됨을 관찰 할 수 있었고, TGF-β1보다 TGF-β2에 의해 AFP의 

발현이 더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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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FP expression of TGF-β induced Hep1 expressing AFP. 

AFP ELISA was performed to evaluated AFP expression of TGF-β 

induced AFP-expressing Hep1. Data present the mean ±SD 

derived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triplicate wells p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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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간암은 세계적으로 흔히 발병하는 암으로서 간암에 대한 여러 치료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간암으로 인한 5년 후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방사능 치료와 항암 치료에 대한 

내성에 의한 재발과 전이 때문이다. 종양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들 중, 방사능과 항암제에 내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줄기세포는 종양의 재발, 전이와 관련이 깊다.  

현재 간암 줄기세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 됨에 따라 간암 

줄기세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표지자로서 CD133, CD44, EpCAM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지자들은 간암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유방암, 뇌암 등과 같은 다른 고형암 줄기세포를 구분 짓는데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암에 특이적인 표지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양 줄기세포의 대표적인 표지자로 일컬어졌던 

CD133의 경우, 뇌 암에서 CD133의 발현 유무에 따른 줄기세포로의 

특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16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의 특이적인 

줄기세포를 정확히 구분 짓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암의 진단 표지자로 이용되는 AFP가 간암

의 특이적인 줄기세포 표지자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AFP의 발현이 간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과 동시에 AFP

의 발현에 따른 간암 줄기세포로서의 특징을 관찰해 보았다. AFP의 

발현이 높은 Huh7의 경우 AFP의 발현이 낮은 Hep3Β와 AFP를 발

현 하지 않는 Hep1보다 기존에 알려진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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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높았다 (그림 2). 이는 AFP의 발현이 기존 간암 줄기세포 표지

자의 발현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간암 줄기세포의 대표적인 표지자인 CD133을 발현하는 세포는 종

양 줄기세포의 특성인 화학 내성을 지니고 있다7. 이와 더불어 

MMP-2 (Metalloproteinase-2)의 발현 또한 높기 때문에 CD133을 

발현하는 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보다 악성으로 진행 될 수 있다28. 

따라서 CD133의 발현이 높은 Huh7은 CD133 의 발현이 낮은 간암 

세포주들보다 악성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다.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간암 세포주 (Hep3Β, Huh7)를 대표

적인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알려진 CD133과 태아의 간아 세포, 담

즙관 상피세포 그리고 간암 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있지만 정상인의 간

세포에는 발현되지 않아 간암 줄기세포 표지자로 활용 되는 

EpCAM20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세포들의 증식능, 이동능 

그리고 자가 재생능을 관찰한 결과 두 세포주(Hep3Β, Huh7) 모두에

서 EpCAM을 발현하는 세포는 발현하지 않는 세포보다 더 큰 증식능, 

자가 재생능을 보였으며, 이 두 세포주의 이동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Huh7의 이동 속도가 더 빨랐다 (그림 3, 4, 5). 또한 각 세포주 들에

서의 EpCAM의 발현에 따른 AFP의 발현을 비교해보았을 때도 

EpCAM을 발현하는 세포의 AFP발현이 더 높았다 (그림 6). Huh7의 

경우, 세포주 자체의 AFP 발현이 높으므로 EpCAM의 발현에 따른 

AFP의 발현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FP를 낮게 발현하는 

Hep3Β에서는 EpCAM의 발현 유무에 따른 AFP의 발현 차이가 컸다. 

이는 AFP의 발현과 EpCAM의 발현이 상관 관계 있으며 AFP와 

EpCAM을 동시에 발현하는 세포가 간암 줄기세포로서의 특징을 지니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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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들과 간 성상세포에서 발현되는 Epimorphin이 간암 

세포주의 특성을 변화시킨다는 연구가 보고29를 바탕으로 AFP의 발

현이 간암 세포주의 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관찰하고자 AFP를 

발현하지 않는 간암 세포주에 인위적으로 AFP를 발현하도록 하였다.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줄기세포의 특징인 proliferation, 

migration 그리고 sphere-forming 능력이 증가함을 관찰하였고(그림 

8, 9, 10), 약제에 대한 내성 또한 증가함을 관찰하였다(그림 11). 또

한 AFP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단계에서 과발현 된다고 알려

진 TGF-β2의 발현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2B). 이는 

간의 발생단계에서 AFP가 발현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서 

발생 단계에서의 AFP의 발현은 TGF-β와 관련한 신호전달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TGF-β와 관련한 AFP의 발현은 

줄기세포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줄기세포의 생성과 특성 유지에 

관련한 TGF-β 신호 전달 과정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뿐 만 아니라 암세포 및 그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12. TGF-β

에 의한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에서의 AFP 발현을 관찰한 결

과 TGF-β가 처리된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 에서 AFP의 발

현이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3). 이러한 결과는 TGF-β

에 의해 신호 전달이 활성화 되면 TGF-β 신호 전달 하위 단계인 

Smad2/3가 세포 내 p53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AFP의 발현을 억제한

다는 보고31,32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FP의 발현이 

주변 세포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TGF-β신호전달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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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간암 세포에서 AFP의 발현은 간암 줄기세포로서의 

특징들과 관련되어 있음과 동시에 간암 줄기세포에 영향을 끼침을 관

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AFP의 발현은 간암 줄기세포의 결과로서 

작용 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AFP의 발현 정도는 간암 줄기세포를 

구분 지음에 있어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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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AFP의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간암 세포주를 

제작하여 AFP가 간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였고 AFP가 

간암 줄기세포의 표지자로 활용됨에 있어 필요 조건임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간암의 줄기세포를 제거하고 간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간암의 치료 방법에 있어 AFP를 표적 분자로 하는 치료 

방법 연구가 향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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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AFP expression level on liver cancer stem cell  

 

Seong K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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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Man-Wook Hur) 

 

 

HCC (Hepato cellular carcinoma) is the fifth most common 

cancer and the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worldwide. 

Despite recent advances in cancer treatment, the efficient of 

treatments for patient is still restricted.  

HCSC (Hepatocellular carcinoma stem cell) is for the 

initiation, progression, local and distant recurrence, 

metastasis of HCC, also for the failure of chemo- and 

radio-therapy. HCSC can be identified by several cell surface 

antigens, including CD133, CD44 and EpCAM(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However, These markers are applicated 

to various organs such as breast, brai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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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of HCSCs for studying 

and help to develop novel therapeutic strategies specifically 

targeting HCSC. 

 

In this study, we got interested in AFP (Alpha-feto protein) 

which is over expressing factor of liver developmental stage. 

Βecause cancer stem cell is originated from stem cell, We 

hypothesis that AFP expression level is related to HCSC 

characters. We performed previous study to verify whether 

AFP expression level is related to HCSC characters or not. 

For this, we were using Hep3B and Huh7 which show 

separated AFP expression. We reported AFP high expression 

HCC, Huh7, has cancer stem cell characters more than Hep3B 

which is AFP low expression HCC. Further study, we 

established AFP-expressing cell lines, which present diverse  

AFP expression, to compare only AFP expression except 

unique characters to diverse HCC.  By using these cell lines, 

we performed cancer stem cell characterizations which were 

proliferation assay, migration assay, Sphere-forming assay 

and Drug sensitivity assay. We demonstrated that high 

AFP-expressing cell has “stem-like properties” in 

comparison to low AFP, and middle AFP-expressing cells. 

There are also effected on TGF-β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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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se data show that AFP is an essential 

factor to differentiate HCSC from HCC. Through this study, 

AFP could be utilized to treat HCC as target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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