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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 Cancer Stem Cell: Useful in vitro Model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      태      일

I. 서    론

본 연구는 Vanderbilt University의 Robert J. Coffey의 연구실에서 연수를 하면서 연구한 결과로 소화  상

피세포의 tight junction (TJ) 조 에서 상피세포와 pericryptal myofibroblast (PCMF)의 autocrine  paracrine 효과

에 의한 조  작용에 한 내용과 소화  기세포 연구의 세포주 모델과 이를 이용한 상피세포와 pericryptal 
myofibroblast에 의한 기세포 조 에 한 연구이다. 제목은 장암 기세포의 in vitro 모델이지만, 두 가지 

연구가 하게 연 되어 있으므로 TJ 조 에 한 내용을 같이 언 하기로 하 다. 

Ⅱ. 본    론

1. Autocrine and paracrine regulation of epithelial tight junction 

소화 은 많은 항원  독소에 의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한 여러 주요 물질의 흡수와 달 역

시 요한 역할 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소화 의 상피세포는 장벽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포간 투과성(intercellular permeability)이 잘 조 되어야 한다. 소화  상피세포의 장벽 역할과 세포간 투과성

의 조 은 세포 사이의 TJ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표 인 tight junction 련 분자로서 claudin, occlu- 
ding, ZO-1 등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분자들은 세포 내 여러 세포구조 단백질  주요 신호 달계와 한 

계를 갖고 세포의 특징을 결정하게 된다.1 
TJ은 세포간 투과성 조  뿐만 아니라, 상피세포의 특성인 polarity 형성과 함께 상피세포의 apical mem-

brane과 basolateral membrane의 여러 세포막 단백질 간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서 상피세포의 특성을 조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장암 상피세포주인 Caco-2 세포와 PCMF 세포주를 이용하여 두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transwell에서 실험하 다. In-vitro 실험에서 세포간 투과성의 측정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transepithelial elec-
trical resistence (TER)를 이용하여 상피세포의 TJ의 투과성 정도를 평가하 다. Caco-2 세포를 transwell의 상층 

well에서 1-2주 정도 계속 배양하게 되면 한 층의 세포층을 이루면서 세포간 TJ이 잘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TER도 상승하여 TJ이 잘 유지됨을 보인다. 그러나 PCMF 세포와 같이 배양하거나 PCMF의 conditioned media 
(CM)에서 Caco-2 세포를 배양하게 되면 TER 값은 일반 배양액에서 Caco-2 세포 단독배양 시 보이는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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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ER 값에 비하여 매우 감소되어 있다. 즉 PCMF에서 분비된 어떤 성분에 의해 Caco-2 세포 간 TJ에 의한 

세포간 투과성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PCMF의 원인 물질을 찾기 하여 가능한 후보 물

질로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ligand (EGF, TGFα, Amphiregulin, HB-EGF 등), kertinocyte growth 
factor (KGF),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등의 여러 성장인자의 련성을 조사하 다. 후보 인자들을 처리

하거나 해당 후보 인자에 한 억제자  억제 항체를 이용하여 억제하 을 때 TER 변화를 조군과 비교

하 고, PCMF CM에 한 ELISA 분석을 시행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 인자로서 Caco-2 자체에서 분비되

는 amphiregulin (AR)과 PCMF에서 분비되는 KGF가 TER 감소효과에 가장 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TJ의 어느 분자가 PCMF에 의한 TER 감소효과에 여하는지 알기 해 claudin-1, claudin-2, occlu- 
ding, ZO-1을 조사하 고, claudin-2의 발 이 PCMF CM에 의해 증가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PCMF CM에 

의한 claudin-2의 발  증가에 련된 신호 달계로서 ERK 활성화와 PI3K/Akt 활성화가 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laudin은 occludin과 함께 TJ을 구성하는 표 인 분자로서 주로 ionic molecule의 세포간 투과성에 여

하며, occludin은 주로 non-ionic molecule의 세포간 투과성 조 에 련되어 있다.3 특히 여러 claudin 분자 

에서 claudin-2는 특징 으로 발 이 증가하게 되면 cationic molecule의 투과성을 증가시킴으로서 TER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Caco-2/PCMF 세포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고, 이러한 claudin-2 발 의 증가에 AR과 KGF가 각각 autocrine과 paracrine 효과를 보 다. 특히 KGF는 염증

성장질환과 같은 장 막 손상에서 상피세포 주 에 치한 여러 stroma 세포에서 증가되며,4 염증성 장질

환 환자에서 선와(crypt) 하부의 상피세포에서 claudin-2 발 이 증가된다는 보고와 잘 일치하는 소견이다.5  

다른 보고에 의하면 태아 발생기의 장 선와의 하부에서 claudin-2의 발 이 찰되며,6 성인이 되면 이 발

이 없어졌다가 염증성 장질환 등의 장 손상시 다시 claudin-2의 발 을 보인다는 에서 이러한 claudin-2
의 발 이 장 선와의 증식세포의 증식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5 최근 발표에 의하면 종양세포

에서 claudin-2의 발 이 종양세포의 침윤성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의 종양억제 효과와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7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claudin-2에 의한 cationic mole-
cule의 투과도 변화와 직  련이 있는지 아니면 claudin-2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능에 의한 것인지 더 연

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막 상피세포의 정상 인 는 상피세포 손상에 따른 TJ의 조 에서 상피세포  그 

주 의 PCMF 세포들이 특이 성장인자 분비에 의해 TJ 조 에 여함을 알 수 있다.

2. Changes in stem/progenitor cell population of Caco-2 cells by percryptal myofibroblast 

(PCMF) 

앞에서 언 한 PCMF에 의한 TJ 조 을 실험하는 에 claudin-2의 발  증가와 함께 Caco-2 세포의 세포

증식도 같이 증가하 는데, 일부 보고에 의하면 claudin-2 발 도 wnt 신호 달과 련이 있으므로6 PCMF에
서 배양된 Caco-2 세포는 선와 하부에서의 세포 증식 부분의 세포와 유사한 성격을 보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PCMF CM에서 배양된 Caco-2 세포의 경우 조군에 비해 CD133/CD44 등의 장암 기세포 

표지자 양성의 세포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 이러한 CD133/CD44 양성의 세포군은 Caco-2의 분화된 한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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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 사이에서 그 에서 자라는 하나의 집락군 형태를 보 다.
최근 몇 년간 장암의 암 기세포의 표지자에 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 표 으로 CD133+ 는 

EpCAM high/CD44+ 등의 표지자를 이용하여 장암의 암 기세포를 확인  증명한 몇 연구가 있다.8-10 그
러나 그 후 CD133 음성인 장암세포도 암 기세포의 특성을 보이거나,11 장암에서 side population은 기

세포의 표지자로서의 특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12 등의 보고가 있어 장암 기세포의 표지자에 한 보다 확

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태이며, 장암 기세포도 각 종양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 까지 부분의 장암 기세포의 실험은 장암 조직에서 채취한 임상샘 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장암 세포주에서 암 기세포의 표지자에 한 연구가 있으나, 세포주마다 CD133 등의 암 기세포 표지자

의 분포가 무 다양하여 당한 연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즉 장암 세포주는 이미 종양 조직으

로부터 여러 차례의 배양을 통해 선택된 세포군으로서 이미 기세포의 성격을 보이는 세포들이 많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Caco-2는 장암 상피세포로서 post-confluence 상태에서 분화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

러한 분화단계는 소장  장의 분화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분화 에는 CD133/ 
CD44의 장암 기세포의 양성률이 70-80% 정도로 매우 높지만 2주 정도의 분화 후 상태에서는 CD133/ 
CD44 양성률이 2-5% 정도로 어듦으로써 세포의 분화유도를 이용하여 진정한 장암 기세포에 가까운 세

포군을 분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세포군의 장암 기세포 특성을 CD133/CD44와 분화 련 분자에 

한 세포면역화학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CD133/CD44 양성의 세포군이 sphere 형성을 더 잘하는 특성

을 보임으로써 암 기세포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Caco-2의 분화특성을 이용한 장암 기세포의 in-vitro 모델을 확립하 고, 이를 이용하여 PCMF

에 의한 향을 찰한 결과, PCMF CM에서 배양되거나 PCMF와 공동배양한 경우 Caco-2 세포에서 CD133/ 
44 양성의 세포군과 sphere 형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PCMF에서 분비되는 어떤 성분이 이와 같이 장암 

기세포의 증식을 진하는 지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며, 여러 성장인자  wnt 련 분자가 련할 것으

로 추정한다. 최근 여러 논문에서 PCMF 세포가 기세포의 niche로서 역할을 하며, 장 손상이나 장암에

서 병변 주 로 PCMF 세포의 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이런 맥락에서 PCMF의 분비인자에 

의해 기세포  암 기세포의 증식은 막손상의 회복이나 암 증식  침윤 진 등의 여러 요한 단계

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소장  장은 crypt-villus의 축에서 분화단계를 거쳐 세포의 증식, 분화, 세포사멸  탈락의 과정을 반

복함으로서 막 상피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PCMF는 막상피세포의 증식과 분화과

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세포에 한 niche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분비인자를 통해 상피

세포의 증식, 분화 등에 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확립한 Caco-2 세포와 18Co 세포를 이용한 장암 

기세포의 세포주 모델을 이용하여 PCMF에 의한 상피세포의 TJ 조 과 기세포군의 증식 등의 내용을 알

게 되었고, 이러한 향에 여러 성장인자 들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 기세포 연구의 여러 제한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세포주 모델은 쉽게 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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