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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저l 내성의 륙성 및 극북에 관한 연구

I I. 연구의 폭척 및 중요성

최근 각종 암세포에 대한 감수성을 명가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

로 암세포의 항암제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이 어느정도 밝혀지고 그

결과를 근거로 각종 복합화학요법이 수립되어 이제는 다수의 암에

서 항암화학요법만으로도높은 관해율과 장기생존을 기대혈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화학요법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

생하는 위암이나 폐암에 있어서도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관해율은

아직까지 만촉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비약척으로 향상되었다. 그런

데 관해율은 향상되었으나 관해를 얻었던 환자에서 반북 치료 도충

갑자기 약효가 없어지면서 암이 채중식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

고 이러한 현상은 항암화학요법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실척으로도 위암 및 폐암과 같이 한국인에 흔히 발생하는 고형암

에 있어서 치료도중 발생하는 항암제 내성세포의 출현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생존기간의 연장은 일반척으로 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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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암제에 대한 암세포 내성의 특성과 극북방법에 관한 지

식과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는데，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일반

적으로 발생시기에 따라 내인성 내성 (intrinsic resistance)과 획

특 내성 (acquired resista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인성 내성은

압세포가 어떤 륙정 항압제에 대하여 처음부터 내성을 갖고 있는

경우이고， 획특내성은 처음에는 항암제에 의하여 억제되었먼 암세

포가 반북 치효도충 갑자기 항암효과가 없어지면서 암이 다시 증식

하는 것으로， 다제약제 내성 (multi-drug resistance)과 비전형 내

성 (atypical resistance)으로 다시 구분한다.

요점율 언급하면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치료성척을 비약척으로 향

상시키려면 이러한 내성올 극북하여야 하는데， 항암제 내성율 극북

하는 방법으로는 비교차 내성항암제를 선택하여 투여하는 방법과

내성조절제릅 병용하논 방법 그러고 항암제의 투여 용량을 증가시

키는 방법이 있다. 한편 최근 유전공학 기법에 의하여 각종 조혈

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 , CSF) 가 대량 생산되게 됨에 따라

대량화학요법과 골수이식을 병용한 화학요법이 암치료에 성공척으

로 도입 되게 되었다. 그런데 CSF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만일 종양 세포의 발암과 중식과정에서 이 수용체가 발현되

는 경우가 있다면 CSF에 의하여 종양성장이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더우기 현재 국내에서 임상도입 중에 있는 granul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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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y-stimulating factor (G-CSF)는 in vi tro와 in vi vo에서 백

혈병은 툴론 소세포 펴l 암， 골수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과 같은

비골수 유래 종양세포에서도종양세포의 성장을 혹진시켰다는 보고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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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GM-CSF와 G-CSF가 종양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사람 위선암 세포주， 사람 폐선암 세포주 및 adriamycin 내성

세포와 cisplatin 내성 세포를 대상으로 규명하는 것인데， GM-CSF

와 G-CSF 가 종양 성장촉진효과를 colony 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명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암제 내성극복을 위하여 GM-CSF

와 G-CSF를 병용한 대량화학요법과 골수이식을 북합한 화학요법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라 사료된다.

II 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사람 위선암 세포주인 MKN-45와 KATO Ill ,

2개의 사람 폐선암 세포주인 PC-9과 PC-14 그리고 adriamycin 내성

세포인 PC/ADM과 MKN/ADM와 cisplatin 내성 세포인 MKN/CDDP와

PC/CDDP를 대상으로 GM-CSF와 G-CSF가 종양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human tumor colony assay(HTCA)로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PC/ADM과 MKN/ADM은 PC-14와 MKN-45로 부터 in vi tro에서 유도한

세포주로 각각 0.725 μg/ml와 0.65 μg/ml의 adriamycin이 첨가된

배양씩에서 안정하게 성장하는 내성세포주이다 PC/CDDP와

MKN/CDDP는 PC-14와 MKN-45로 부터 in vitro에서 유도한 세포주로

각각 7.25 μg/ml와 6. 75 j!g/ml 의 cisplatin 이 첨가된 배양액에서

성장하는 내성세포이다. 2종류의 GM-CSF와 2종류의 G-CSF의 종양

성장 혹진효과를 colony 형성눔으로 명가하였는데 모두 O. 이， 0.1

및 1. 0 μg/ml농도에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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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대부분의 항압화학요법제의 용량제한인자 (dose-limiting factor)

는 팔수억제에 의한 과립구와 혈소판의 감소이다. 이충 GM-CSF와

G-CSF는 화학요법에 의하여 과립구가 감소된 뒤 루여하면 과럽구

수를 중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에 있어 GM-CSF 또는

G-CSF와의 병용은 일정기간내 투여하는 화학요법제의 .총량을 증가

시킬 수 있어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런데 GM-CSF와 G-CSF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양세포률 혹진

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GM-CSF는 in vitro에서 비골수 유래

종양세포인 소세포폐암， 골수암， 유방압， 대장암 빛 난소암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며. G-CSF눈 in vitr。에서 백혈병

빛 소세포폐암을 증식시키고. in vivo에서는 백혈병， 대창암 및 섬

유육종의 성장을 촉진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G-CSF에 의하여

증가된 과럽구가 숙주의 변역성을 저하시키고 종양 성장율 혹진시

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암세포주의 대조군에서의 명균 colony수( /well)

는 1 X 10 3세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46 + 2.5

....... 178 + 3.0이었고. 14일간 배양하였올 경우에는 86 + 13.7 ........

205 + 5.4이었다. 5 X 10 3세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을 경

우에는 124 + 4.5 ........ 248 + 2.9이 었고. 14 일 간 배양하였을 경우

에는 159 + 4. 5 ....... 314 + 1. 2이었다. 대상으로 하였던 8종류의

암세포주 모두에서 2 종류의 GM-CSF와 2 종류의 G-CSF를 in vi tro

로 루어하였을 경우 colony 형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1 X 103세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율 때는 70-116% 14일간 배양하였율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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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5-113%야었으며 I 5 x 10 3세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을 때

에는 81-108%이었고， 14일간 배양하였을 때에는 92-106%이었다.

이 상의 결과는 0.01 , O. 1 빛 1.0 ，Ug/ml농도의 GM-CSF와 G-CSF는

투여농도와 배양기간을 고려힐 때 8종류의 암세포 모두에서 colony

형성의 촉진 또는 저하효과는 인정되지 않아 GM-CSF와 G-CSF의 직

첩적인 종양혹진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GM-CSF와 G-CSF

의 in viv。 종양성장 혹진효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GM-CSF와 G-CSF의 임상척용시 기준이 될 과립구의 척정 수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투여법을 정립시켜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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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Characteristics and Overcome of the Resistance

to Chemotherapeutic Agen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recent years , the advancement of the knowledge and

technique on in vitro and in vivo chemosensitivity of cancer

cells to various chemotherapeutic agents have markedly

improved the response rate in patients with a variety of

cancer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bination

chemotherap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ancer cells , the longterm survival or cure

can be expected by chemotherapy in considerably larg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certain kinds of cancer.

Stomach cancer and lung cancer are the first and third

common cause of cancer death in Korea , respectively. Although

the response rates for stomach and lung cancer have been

considerably increased by the combination chemotherapy , the

duration of response has frequently been short and the

longterm prolongation of survival has not been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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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d , mainly because of the emergence of cells resistant

to chemother’ apeutic agents initially effective , despite

continuing treatment of the same chemotherapeutic agents. In

。ther words , the acquired resist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failure of chemotherapy.

The resistance to chemotherapeutic agent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 intrinsic and acquired resistance , according

to the time of development of resistance. Intrinsic

resistance is the group of resistance to chemotherapeutic

agents shown in the first cycle of chemotherapy , while

acquired resistance is the resistance to chemotherapeutic

agents developed during the continuing chemotherapy after the

initial efficacy. Acquired resistance can be divided into tw。

types , multi-drug resistance and atypical resistance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cross-resistance and sensitivity to other

chemotherapeutic agents.

To improve the therapeutic results by chemotherapy , it is

imperative to develop methods overcoming the resistance. In

general , three methods have been seriously studied to overcome

the resistance: first. to select the non-cross resistant

chemother‘ apeutic agents: second , to administer the biochemical

modulators or bioloical response modifiers in combination with

chemother‘apeutic agents: and third , to increase the dose of

chemotherapeutic agents. In recent years , large amounts of

purified human recombinant colony-stimulating factor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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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produced by genetic technique and several kinds of

CSF have been available in clinic. With the clinical

application of CSF , dose-intensification of chemotherapy and

bone marrow transplantation can be successfully applicated in

the treatment of many kinds of cancer.

Some previous reports have been demonstrated that certain

kinds of cancer cells have the receptors for CSF on ‘ their

surfaces and suggested that CSF may stimulate the growth of

cancer cells which have the receptors. In addition ,

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 and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have been

reported to stimulate the growth of leukemia , small cell lung

cancer , osteosarcoma , breast cancer , colon cancer and ovarian

cancer , etc. , in vitro or in vivo. For the wide use of GM-CSF

and G-CSF in the clinic , it is imperative to elucidate whether

GM-CSF and G-CSF have the growth stimulation effects on human

cancer cells , especially non-hematopoitic orig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M-CSF and G-CSF

on the colony formations in eight human cancer cell lin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timulatory effects of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 stimulating factor (GM-CSF) and granul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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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on the colony formation were

investigated using human tumor colony assay in four human

cancer cell lines , two sublines resistant to adriamycin and

two sublines resistant to cisplatin: PC-9 (pulmonary

adenocarcinoma) , PC-14 (pulmonary adenocarcinoma) , MKN-45

(gastric adenocarcinoma) , KATO III (gastric adenocarcinoma) ,

PC/ADM (sublines of PC-14 resistant to adriamycin) , MKN/ADM

(sublines of MKN-45 resistant to adriamycin) , PC/COOP

(sublines of PC-14 resistant to cisplatin) , MKN/CDOP (sublines

。 f MKN-45 resistant to cisplatin). PC/ADM and MKN/AOM were

sublines resistant to adriamycin , which were able to grow

stably in media containing O. 725 μg/rol and 0.65 μg/ml of

adriamycin , respectively. PC/CDOP and MKN/COOP were sublines

resistant to cisplatin , which were able to grow stably in

media containing 7.25 μg/ml and 6. 75 ~g/ml of cisplatin ,

respectively.

The culture system used in this study was two layer soft

agar system developed by Hamburger and Salmon with some

modification. Cancer cells were plated at concentrations of

lxl03 and lxl05 cells/well in the upper layer of the two-layer

agar cultur、e system. Two kinds of GM-CSF (LBO-005 , Lucky

Ltd. , Korea and CSF 39-300 , Sandoz Korea Ltd. , Korea) and two

kinds of G-CSF (grasin , Je II Pharmaceutical Co ‘’ Ltd. , Korea

and neutrogin , Choongwae Pharma Corporation , Korea) were

tested by the additon of final concentrations of GM-CS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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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F (0.01 , 0.1 and 1.0 μg/ml) to the lower layer to allow

continuous exposure for seven and 14 day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Myelosuppression. such as granulocytopenia and

thr‘。mbocytopenia ， was the most common dose-limiting factor of

most of chemotherapeutic agents. GM-CSF and G-CSF are

reported to overcome the granulocytopenia induced by

chemotherapy successfully.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GM-CSF and G-CSF with chemotherapeutic agents makes it

possible to increase the dose of chemotherapeutic agents

administered. dose-intensification.

Some investigators have recently demonstrated that GM-CSF

and G-CSF stimulate the tumor growth in vitro and in vivo in

both hematopoietic cancer cells and non-hematopoietic cancer

cells. such as small cell lung cancer. colon cancer.

fibrosarcoma. colon cancer , osteosarcoma , breat cancer and

ovarian cancer , etc , In additon. there are strong evidence

that granulocytosis induced by GM-CSF and G-CSF suppresses the

antitumor immunity including natural killer activity and

lymphokine-activated killer activity. and increases in the

malignant tranformation. cancer invasion and metastasis.

In this study. we have evaluated the growth stimu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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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GM-CSF and G-CSF in terms of colony formation in

eight human cancer cell lines. The number of colonies formed

( /well) were 46 + 2.5 -- 178 + 3.0 and 86 + 13.7 -- 205 +

5.4 , after the incubation of seven and 14 days , respectively ,

when 1 x 103 cells were plated. When 5 x 103 cells/well were

plated , 124 + 4.5 '"'- 248 + 2.9 and 159 + 4.5 '"'- 314 + 1. 2

colonies were formed after the incubation of seven and 14

days , respectively.

The colony formations (%) of eight cell lines tested were

70-116% and 81-108% at the concentrations (cells/well) of

lxl03 and lxlOs plated , respectively. after the incubation of

seven days ,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wells. After

fourteen day incubation , colonies (%) formed were 85-113% and

92-106% in wells plated at the concentrations (cells/well) of

lxl03 and lxl05 , respectively , in all cell lines tes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GM-CSF and G-CSF does not directly

stimulate the growth of cancer cells in all cell lines tested ,

Because granulocytosis induced by GM-CSF and G-CSF , however ,

was reported to have an adverse effects in the treatment of

cancer ,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level of granulocytes in peripheral blood and guide

line for the dose and schedule of GM-CSF and G-C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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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르
"L-

근자에 이르러 비교적 탁월한 항암효과와 광범위한 항암범위를

갖고 있는 cisplatin과 adriamycin이 개발되어 임상에 낼리 도입되

고， 한편으로는 in vitro 및 통불실험 모텔에서 각종 암세포에 대

한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얻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암세포의 항암제에 대한 생물학척 특성을 근거로 각

종 복합 화학요법이 개발되어 다수의 암에서 복합 화학요법에 의한

관해율은 비약척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복합 화학요법의 발탈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이나 폐암에 있어서도 항암화학요

법에 의한 관해율은 상탕히 향상되었으나 관해를 얻었던 환자에서

도 반복 치료 도중 캅자기 약효가 없어지면서 암이 채증식하는 현

상이 자주 발생하여 항암화학요법 살해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

다. 이러한 항암체 내성의 출현 때문에 위암 및 폐암과 같이 한국

인에 흔히 발생하는 고형암에서 항암화학요법에 의하여 관해율이

높아진 만큼 생존기간의 연장은 걸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

다. 따라서 궁극척으로 항암화학요법으로 암치료율을 비약척으로

향상시키려면 치료도중 흔히 경험하는 항암제에 저항을 보이는 내

성세포의 출현과 출현한 내성세포의 중식을 억제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여야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치료성적

을 바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는 방법

으로는 비교차 내성항암제를 선택하여 루여하는 방법과 내성조절제

를 병용하는 방볍 그러고 항암제의 투여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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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유전공학 기법에 의하여 각종 조혈인자 (colony

stimulating factor , CSF)가 대량 생산되게 됨에 따라 대량화학요

법과 골수이식을 병용한 화학요법이 암치료에 성공척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CSF는 세포박의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만일

종양 세포의 발암과 증식과정에서 이 수용쳐l 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

다면 CSF에 의하여 종양성장이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더우기 현

재 국내에서 임상도입 중에 있는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timulating factor (GM-CSF)와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는 in vi tr。와 in vi vo에서 백혈병은 물론 소세포

혜암， 골수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와 같은 비골수 유래 종양세

포에서도 종양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컸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저자틀은 GM-CSF와 G-CSF의 임상도입에 즈음하여 4개의 사

람 종양세포주와 이틀 세포로 부터 유도한 4개의 내성세포주를 대

상으로 GM-CSF와 G-CSF가 종양성장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colony 형

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명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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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로
」

보
」

;:;(-11 1 출혹 연구내용 및 방법

1. 세포주

실협에 사용한 세포주는 총 8종으로 4종의 사람 종양세포주와 이

틀 세포로 부터 유도한 4종의 내성세포주를 대상오로 하였다. 사

람 펴l선암세포 (pulmonary adenocarcinoma) 인 PC-9과 PC-14 , 그리고

사람 위선암세포(gastric adenocarcinoma) 인 MKN-45와 KATO II I는

일본 국립 암센타의 N. Saij 。 선생으로 부터 기중받았￡며，

adriamycin 내성 세포인 PC/ADM과 MKN/ADM 그리고 cisplatin 내성세

포인 MKN/CDDP와 PCICDDP는 PC-14와 MKN-45로 부터 본 연구실에서

in vi tro로 유도하였다. 아틀 모세포는 RPMI-1640 배지 (Gibco ,

Grand Island , NY , USA) 에 55° C 에서 30분간 열처 리 한 10% fetal

calf serum(Gibco) , 100 U/ml 의 penicillin과 100 μg/ml 의

streptomycin이 첨가된 배양액 (RPMI-FCS)으로 37° C, 5% C02 부란

기 (incubator) 속에서 배양하였으며 내성세포는 각각의 항암제가

첨가펀 RPMI-FCS 속에서 배양하였는데. 본 실험에 사용한 PCIADM과

MKN/ADM은 각각 O. 725 μg/ml와 0.65 뼈ImI의 adriamycin이 첨 가된

배양액에서， 그리고 PCICDDP와 MKN/CDDP는 각각 7.25 μg/rol와 6. 75

μg/mI의 cisplatin이 첨가된 배양액에서 안정하게 성장하는 내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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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며， 이틀 내성세포는 실험직전 2-3주간 항압제가 첩가되지 않

은 RPMI-FCS 속에서 배양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Z. 약제

본 연구에서는 4종류의 CSF를 사용하었는데 GM-CSF는 주식회사

럭 키 (Lucky Ltd.. Korea)의 LBD-005주 (400 μg/via·1 )와 한국산도스

주식회사(Sandoz Korea Ltd. , Korea) 의 CSF 39-300(0.4 mg/vial)릎

사용하였고 G-CSF는 제일약품주식회사(Je II Pharmaceutical Co. ’

Ltd. , Korea)의 grasin(filgrastim , 75 μg/0.3 ml)과 주식회 사 중

외제 약(Choongwae Pharma Corporation , Korea)의 neutrogin(250 μ

g/vial)을 사용하였다. 이들 CSF의 colony 자극효과는 0.01 , 0.1

맞 1. 0 μg/ml농도에서 평가하였는데 CSF는 실협 직전에 증류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한번 사용후 재사용하지 않았다.

3. 감수성 테스트

약제에 대한 감수성은 human tumor colony assay(HTCA)로 측정하

였는데 Hamburger와 Salmon이 보고한 방법을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

였다. 모든 종양세포는 단세포부유액(single cell suspension)을

만틀어 테스트 하였는데. 이때 trypan blue 색소배제시험법(dye

exclusion test)으로 종양세포의 생존율이 95% 이상임올 확인하였

다. HTCA는 multidish 6 wel l( Nunc. 1-52795 , Roskilde ,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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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중 연한천 (soft agar) 법을 사용하였눈데， 하충에는 0.5% agar

가 합유된 end ched McCoy ’ s medium 1 ml를 넣었고 상층에는 0.3%

agar{Sigma Chemical Co" 5t , Louis , MO , CA , USA) 가 함유된

RPMI-FC5 1 ml 와 종양세포를 넣어 배양하였다. 서I포의 파종농도와

배양기간은 각 세포의 성장곡선 (growth curve)을 구한 뒤 결정하였

는데， 각 well 에 파종한 종양세포의 최종농도(lwell )는 모든 세포

에서 1 X 10 3 과 5 X 10 3 이 었으며 배양기 간은 7일과 14일로 하였다.

하충에 사용한 enr i ched McCoy ’ 5 medium은 40 ml의 McCoy' s SA

medium어1 20 ml의 heat-inactivated fetal calf serum , 20 ml 의

heat-inactivated horse serum , 4 ml 의 2.2% sodi um pyruvate , 4

ml 의 200mM glutamine , 0.8 ml의 2.1% serine , 4 m! 의 100 Ulml

peni c1 l in과 100 ~/ml streptomycin을 400 ml 의 McCoy ’ s 5A medi um

에 첨 가하여 제조하였다 Colony수는 Artek counter{Model 880 ,

Dynatech Laboratories , Virginia , USA)를 사용하여 직 경 이 50 μm

이상의 colony수를 측정하였으며 한 농도에서의 colony수는 3

wells에서 측정하여 명균치률 구하여 사용하였다. 암세포 생존율

(% survival) 은 약제 비접촉 well 의 colony 수를 대조로 하어 약제

첩촉 well의 colony 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는데， 모든 실험은 다른

날에 3번 반복하여 명균치와 표준연차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각군

사여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Student ’ 5 t-test로 겸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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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2 졸훌 연효 二F 걷흘 그!-}- 딛부 그l 흔놓

암세포주의 대조군에서의 명균 colony수 (Iwell)는 lxl03 세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율 경우에는 46 + 2.5 -- 178 + 3.0이었

고. 14일간 배양하였율 경우에는 86 + 13.7 --- 205 + 5.4이었다.

5x103세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124 1 + 4.5 --

248 + 2.9이었고， 14일간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159 +. 4.5 -- 314

+ 1. 2이 었다. 대상으로 하였던 8종류의 암세포주· 모두에서 2 종

류의 GM-CSF와 2 종류의 G-CSF를 in vi tro로 투여하였을 경우

colony 형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1 X 10 3 세포를 따종하고 7일간 배

양하였을 때는 70-116% 14 일간 배양하였을 때에는 85-113%이었으

며. 5 X 103 서l 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율 때에는 81-108%이었

고. 14일간 배양하였을 때에눈 92-106%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0.01 , 0.1 및 1. 0 μg/ml농도의 GM-CSF와 G-CSF는 때 8종류의 암세

포 모두에서 colony 형성을 촉진하지 않아 GM‘CSF와 G-CSF의

적인 종양촉진 효파는 인정되지 않았다(Tab Ie I , 2. 3 , 4).

;:tl fi-l-, 님

현재 낼러 입상척용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의 기본원칙은 정상조

직이 회복가능한 최대용량의 화학요법제를 투여한 뒤 종양축소효과

나 연명효과로 평가하는 껏인데 대부분의 항암화학요법제의 용량제

한인자(dose-limiting factor)는 골수억제에 의한 과럽구와 혈소판

의 감소이다. 이중 GM-CSF와 G-CSF는 화학요법에 의하여 과립구가

감소된 뒤 투여하면 과립구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항암

화학요법에 있어 GM-CSF 또는 G-CSF와의 영용은 일정기간내 투여하

는 화학요법제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야에 따른 치료효과의

비약적인 향상율 기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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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GM-CSF on % Colony Formation of Eight Cancer

Cell Lines after Incubation of Seven Days

GM-CSF (μg/ml)

LBD-005 CSF 39-300
Cell No cell No colonies
lines plated formed 0.01 0.1 1. 0 0.01 0.1 1. 0

PC-9 lxl03 178 + 3.0al 101 bl 97 92 106 102 95
5xl03 248 + 2.9 102 102 101 102 99 99

PC-14 lxl03 81 + 2.6 107 112 109 104 111 108
5x103 198 + 3.2 101 102 100 90 98 96

MKN-45 1xl03 48 + 3.5 72 83 98 72 79 76
Sx103 124 + 4.5 95 96 99 99 99 99

KATO II I 1x103 54 + 7.3 84 79 83 109 81 98
5x103 165 + 7.3 100 94 88 98 97 94

PC/ADM lxl03 49 + 5.6 90 92 92 92 102 83
5x103 174 + 4.4 83 79 88 85 84 92

PC/CDDP 1x103 72 + 4.8 82 81 110 85 93 86
5x103 172 + 4.1 85 80 86 85 84 89

MKN/ADM lxl03 63 + 6.0 81 75 89 98 88 109
5xl03 178 + 4.9 87 88 92 78 85 90

MKN/CDDP 1xl03 46 + 2.5 97 101 99 111 99 91
5x103 146 + 9.3 93 95 98 89 88 96

LBD-OOS; Lucky Ltd.. CSF 39-300; Sandoz Korea Ltd.
a) mean + SD of number of colonies formed in control plate (n=3)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 colony formations

of thre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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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G-CSF on % Colony Formation of Eight

Cancer Cell Lines after Incubation of Seven Days

G-CSF (μg/ml)

Grasin Neutrogin

Cell No ce 11

lines plated 0.01 0.1 1. 0 0.01 0.1 1. 0

PC-9 1x103 102a ) 101 89 101 106 93
5x103 99 100 99 100 101 98

PC-14 lx103 112 116 114 100 101 104
5xl03 100 97 99 95 96 98

MKN-45 lx103 85 85 111 95 77 99
5x103 91 95 93 103 99 102

KATO II I lxl03 97 87 81 90 87 84
5x103 93 87 91 107 94 96

PC/ADM lxl03 90 92 103 92 94 98
5x103 89 89 90 87 91 84

PC/COOP 1xl03 76 88 82 86 81 95
5xl03 88 89 89 86 88 86

MKN/ADM lxl03 71 74 82 71 70 82
5xl03 81 88 90 81 95 97

MKN/CDDP 1xl03 85 89 109 101 87 105

5x103 97 92 106 108 102 108

G허s ’in: Je I’ I 뻐때 Fι0.. N따때in: Choo탬w앓 Pharm. Co

a)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 colony formations

of thre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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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GM-CSF on % Colony Formation of Eight Cancer

Cell Lines after Incubation of 14 Days

GM-CSF (μg/ml)

LBD-005 CSF 39-300
Cell No cell No colonies
1ines plated formed 0.01 0.1 1. 0 0.01 0.1 1. 0

PC-9 1x103 205 + 5.4a ) 101 b ) 103 100 106 106 99
5x103 254 + 2.5 101 100 101 101 99 96

PC-14 1xl03 144 + 2.0 100 102 103 99 110 104
5x103 215 + 0.9 97 97 98 96 100 102

MKN-45 1x103 87 + 2.7 91 99 99 93 97 93

5x103 159 + 4.5 105 103 106 102 99 101

KATO II I 1x103 86 +13.7 91 91 82 103 104 III
5x103 208 + 3.8 105 102 103 101 103 106

PC/ADM 1x103 129 + 3.2 96 99 101 87 88 94
5x103 205 + 6.1 92 97 101 99 103 94

PC/CDDP 1x103 152 + 4.9 100 98 99 86 96 92
5x103 210 + 3.8 104 98 103 97 99 101

MKN/ADM 1x103 141 + 6.0 92 95 104 99 96 93
5x103 205 + 2.0 92 99 96 92 97 98

MKN/CDDP lx103 123 + 3.4 99 87 85 107 98 89
5x103 180 + 3.4 104 97 94 101 96 102

LBD-005: Lucky Ltd.. CSF 39-300: Sandoz Korea Ltd.
a) mean 土 SD of colonies formed in control plate (n=3)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 colony formations

of thre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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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G-CSF on % Colony Formation of Eight

Cancer Cell Lines after Incubation of 14 Days

G-CSF (μg/mI)

Grasin Neutrogin

Cell No cell

lines plated 0.01 0.1 1. 0 0.01 0.1 1. 0

PC-9 lxl03 lOla) 104 102 98 103 97
5x103 99 99 102 101 102 101

PC-14 1x103 103 104 104 97 98 107

5x103 96 100 102 98 98 99

MKN-45 lx103 96 104 110 98 94 100

5x103 98 100 103 108 104 109

KATO II I lx103 98 113 94 97 94 102
5xl03 104 104 103 106 106 104

PC/ADM lx103 98 102 108 98 99 94
5xl03 97 97 96 100 101 106

PC/COOP 1xl03 97 100 107 92 102 106

5xl03 96 100 98 103 104 102

MKN/ADM 1xl03 91 91 90 100 101 101

5x103 95 97 94 97 103 103

MKN/CDDP 1xl03 99 102 96 98 101 98

5xl03 99 103 97 104 97 101

Grasin: Je II Pharm. Co .. Neutrogin: Choongwae Pharm. Co.
a)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 colony formation of

thre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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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CSF는 주로 T-암파구 그외 내피세포와 섬유아세포가 생산하는

조혈인자로 GM stem cell에 작용하여 용량비례적으로 혈중 호충구

(neutrophil) . 호산구(eos i nophil ) 및 단구(monocyte)를 증가시키

고 골수세포질 (bone marrow cellularity)도 중가시킨다. G-CSF는

단구와 섬유아세포가 생산하논 조혈인자로 G stem cell에 작용하여

호중구 수를 중가시키고 호중구의 기능도 조절한다.

GM-CSF와 G-CSF는 현재 국내에서 펴1 암， 위암 및 백혈병을 대상으

로 제 3상 임상시험이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로 추진되어 종료단계

에 있는데， 광범위한 임상척용에 앞서 GM-CSF와 G-CSF의 종양세포

에 대한 촉진작용 또는 억제작용 여부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마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만일 일부 종양세포에서 CSF 수용체가 발현되

게 되면 투여한 CSF에 의하여 종양성장이 촉진될 가눔성도 있는데，

GM-CSF와 G-CSF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양세포를 촉진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GM-CSF는 in vitr。에서 비골수 유래 종양세포인

소세포폐암， 골수암， 유방암， 대장암 및 난소암세포의 증식을 촉진

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며. G-CSF는 in vitro에서 백혈병 빛 소세포

폐암율 증식시키고. in vivo에서는 백혈병， 대장암 및 섬유육종의

성 장을 촉진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Segawa풍(Jpn J Cancer Res 82 440 , 1991)은 G-CSF를 복강내 주

사하니 마우스의 진피내 (intradermal) 이식한 백혈병， 대장암， 섬

유육종이 종양 바선택척으로 성장어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러고 Meth A fibrosarcoma 세포에서는 in vitro 효과와 in vivo 효

과를 동시에 연구하였었눈데. in vi v。에서는 G-CSF가 종양성장을

혹진사켰으나 in vi tro에서는 종양촉진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in

vivo에서의 촉진은 G-CSF가 숙주에 어떤 영향을 주어 간접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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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성장이 촉진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전에 대

하여 그틀은 G-CSF 자체가 숙주의 면역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

라 G-CSF에 의하여 증가된 파립구가 숙주의 면역성울 저하시키고

종양 성장을 혹진시키어 발생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CSF가

in viv。에서 총양혹진을 시 킬수 있으리라는 근거로는 G-CSF는

interferon-a에 의하여 유발된 말초혈액 단구의 항증식 활성

(antiproliferative activity)을 갑소시키고， 자연살해(natural

killer activity) 활성 및 lymphokine-activated killer(LAK) 활성

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과럽구는 악성 형질천환

(malignant transformation)을 촉진하고， 종양칩환(invasion)이나

전이 (metastasis)률 자곡하는데， 과립구가 종양성장을 혹진시키는

기 전은 과립구가 생산하는 proteinase 또는 prostaglandin과 같은

불질이 종양증식을 혹진시킬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아직까지 밝

혀지지 않았다. 한편 G-CSF는 화학요법제에 대한 표적물질의 성질

율 변화시켜 화학요법제의 항종양 활성을 증가시킴도 보고되어 있

어， CSF와 화학요법제의 영용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척으로 본 연구에서눈 임상에서 화학요법후 과립구 증가률

위하여 사용할 때의 혈중 농도와 비슷한 GM-CSF와 G-CSF의 농도에

서 실험하였는데， GM-CSF와 G-CSF의 종양성장 촉진효과를 colony

형성농으로 평가한 결과 대상으로 하였던 8종 세포주 모두에서

GM-CSF와 G-CSF는 colony 형성 촉진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

나 GM-CSF와 G-CSF의 in vivo 종양성장 촉진효과에 대하여는 지속

척인 연구가 필요하며， 만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가된 과립

구가 암치료에 나쁘게 작용한다면 그 영향율 정확히 명가하여 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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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GM-CSF와 G-CSF의 임상적용시 기준이 될 과립구의 적정 수

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보다 효과척인 투여법을 정럽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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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다l
;:;:-:; 건의 사항

사람 위선암 세포주인 MKN-45와 KATO III , 사람 폐선암 세포주인

PC-9과 PC-14 그러고 PC-14와 MKN-45로 부터 유도한 adriamycin 내

성 세포인 PC/ADM과 MKN/ADM와 cisplatin 내성 세포인 PC/CDDP와

MKN/CDDP를 대상으로 GM-CSF(LBD-005와 CSF 39-300)와 G-CSF

(Grasin과 Neutrogin) 가 종양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hunian tumor

colony assay로 연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암세포주의 대조군에서 형성된 평균 colony수( Iwe l1)는 1 x

10 3세포를 따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46 + 2.5 ........

178 + 3.0이었고. 14일간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86 + 13.7 --

205 + 5.4이었다.

2. 5 X 10 3세포를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을 경우의 형성된 명균

colony수 ( Iwell)는 124 + 4.5"- 248 + 2.9이 었고.14일 간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159 + 4.5 ........ 314 + 1. 2이었다.

3. 대상으로 하였던 8종 암세포주 모두에서 2 종류의 GM-CSF와 2

종류의 G-CSF를 in vitr。로 루여하였을 경우 colony 형성은 대

조군에 비하여 1 X 103세포률 파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율 때는

70-116% 14일간 배양하였을 때에는 85-113%이었다.

4. 5 X 103세포률 따종하고 7일간 배양하였을 때 8종류의 암세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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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2 종류의 G~l-CSF와 2 종류의 G-CSF를 루여하였을 경우

colony 형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7일간 배양하였올 때는

81-108%이었고， 14일간 배양하였을 때에는 92-106%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임상에서 화학요법후 과립구 증가를 위하여 사용

힐 때의 혈중 농도와 비슷한 농도인 0.01 , 0.1 빚 1. 0 μg/ml농도의

GM-CSF와 G-CSF는 대상으로 하였던 8종류의 사람 암세포주 모두에

서 직첩적인 colony 형성의 촉진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가된 과립구는 압치료에 나쁘게 작용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GM-CSF와 G-CSF의 in vivo 종양성장 촉진효과에 대하여는 지 속적인

연구가 휠요하며， GM-CSF와 G-CSF의 임상척용시 기준이 될 과칩구

의 척정 수준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수행에 있어 건의 드릴 점은 현재 원자력 병원 및 연구실 내

에서는 비교적 상호간에 지식교환및 연구수행시 협조가 잘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 연구실 및 외국의 연구실과의

지식교환 및 상호협조는 아직까지 미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

내의 다른 연구소 또는 외국의 연구소와 정보 및 인적 교류가 활발

해 질수 있는 시스템이 정럽되면 더욱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근자에 이르러 무러한 인원정잭으

로 진료와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가 어렵습니다. 하루 빨리 현실에 맞게 연구인력을 평가하여 보강

하여서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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