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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is a complex disease heterogeneously composed of various types of cells including cancer 
stem-like cells responsible for relapse and chemoresistance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The con-
ventional two-dimensional cell culture-based platform has critical limitations for representing the het-
erogeneity of cancer cells in the three-dimensional tumor niche in vivo. To overcome this insufficiency, 
three-dimensional cell culture methods in a scaffold-dependent or –free physical environment have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we improved and simplified the HCT-8 colon cancer cell-based sphe-
roid culture protocol and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ncer stemness and responses of chemo-
sensitivity to 5- Fluorouracil (5-FU), a representative anticancer agent against colon cancer. Supple-
mentation with defined growth factors in the medium and the culture dish of the regular surface with 
low attachment were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constant-sized spheroids containing CD44+ and 
CD133+ colon cancer stem cells. The chemo-sensitivities of CD44+ cancer stem cells in the spheroids 
were much lower than those of CD44- non-stem-like cancer cells, indicating that the chemoresistance 
to 5-FU is due to the stemness of colon cancer cells. Taken together, the inflammation and oncogenic 
gut environment-sensitive HCT-8 cell-based colon cancer spheroid culture and comparative evaluation 
using the simplified model would be an efficient and applicable way to estimate colon cancer stem-
ness and pharmaceutical response to anticancer drugs in the realistic tumor n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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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은 간질세포, 신호전달 물질, 다양한 세포 외 기질로 구성

된 비균질적 미세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되는 복잡한 

질병이다[2]. 고형암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혈관, 염증세포, 섬

유아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조직 발생과정과 비슷

하다[19].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 외에, 식이 등을 포함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된 다양한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인해 발병

되는 환경적 질환으로 정의 되고 있다. 대장 및 소장 상피와 

연결된 혈관은 간문맥과 정맥으로 연결되어 간, 폐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로 침습, 전이가 활발하기 때문에 대장암은 전체 

암 중에서 사망률이 3번째로 높다[12, 16, 17].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 항암치료 등은 여전히 일반적인 항암치료

로 널리 처치되고 있지만, 화학 항암치료에 대한 내성은 효과

적인 암 치료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고형암의 비균

질적인 특질과 암 미세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

과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적합성과 관련이 있다. 

악성종양은 종양개시세포(tumor-initiating cell)로써 자가재

생(self-renewal) 능력이 있는 암 줄기세포를 비균질적으로 구

성하고 있고, 이는 암의 발병과 전이, 항암내성의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한다[1, 5, 15]. 세포 표면 단백질인CD44와 CD133 은 

대표적인 대장암 줄기세포 표지인자로서[7, 18], 이 단백질들

이 과발현 되어 있는 암세포는 약물저항성이 높고, 치료 후 

예후도 좋지 않았다[17, 20]. Aldehyde dehydrogenase 1 

(ALDH1)도 장 상피 줄기세포 및 대장암 줄기세포에서 발현되

는 주요 암 줄기세포 표지 인자로 알려져 있다[11]. 

부착성 대장암 세포주를 활용한 약물의 효능 시험은 간단하

고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2차원 

배양 세포 기반 시스템은 암의 비균질적인 세포구성, 간세포

(stromal cell) 및 세포 외 기질과 상피 암 간의 상호작용을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고, 인체 세포 기반 효능실험과 동물실

험 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생체 

내 약물의 항암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3]. 최근,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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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배양, 기질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들과의 공배양으로 

조성된 세포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생체에 근접한 약물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하다. 그 중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방법이 스페로이드

(Spheroid) 배양세포인데, 비부착성 scaffold 및 matrix 표면 

위에서나 포매 상태로 또 부유 상태와 같이 다양한 물리적 

환경에서 3차원 배양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8]. 스페로이

드 세포는 proliferating, quiescent, apoptotic, hypoxic, ne-

crotic 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체 내 존재하

는 세포의 비균질성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14]. 현재, 

필요 성장인자 및 필수 영양분 등의 다양한 배양배지 조성에 따

른 다양한 생체 유사 스페로이드 배양세포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장암 세포주의 3차원 스페로이드 배양법

을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물리적 배

양환경과 배양배지 구성에 따른 스페로이드 형태형성 및 암 

줄기세포군의 증가 양상을 비교하였다. 특히, 3차원 스페로이

드 배양배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소 배아 혈청(FBS) 

기반 배지를 이용하여 약물스크리닝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율성 측면에서 좀더 정밀한 진단이 요구 된다[4, 

22, 23] 본 연구는 최근의 FBS 기반 배지를 활용한 검증법과 

줄기세포 배양배지를 비교하고 대장암 치료에 널리 쓰이는 

5-Fluorouracil (5-FU)에 대한 화학적 감응성 변화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암 줄기세포가 5-FU에 대한 화학적 감수성 저해의 

원인이 되고 항암제 내성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 외에 점막 내의 식이, 염증 

및 감염 환경성 질환의 측면이 타 종양보다 강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양한 대장암 세포주 중 감염, 염증 및 식이 반응성

이 가장 큰 HCT-8세포주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6, 

9, 10].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장암 스페로이드 세포 기반 항암

제 약물반응을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 시험법으로 쉽게 활용하

고자 한다. 

    

재료  방법

세포배양

HCT-8 대장암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

tion (ATCC,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주 

배양은 10% 소 배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 5% 혼합 

항생제(50 units/ml 페니실린, 50 mg/ml 스트렙토마이신)가 

포함된 RPMI 1640(웰진, 한국) 배양액을 기본으로 5% CO2, 

37°C 항습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경제적인 스페로이드

(spheroid) 배양법 최적화를 위해, 2% agarose를 RPMI 배지에 

녹여 도포한 6-well 배양접시 및 비부착성 배양접시(ultralow 

attachment 6-well plate, Costar, #3471)를 사용하였다. 스페로

이드 배양을 위해서, HCT-8 대장암 세포주(2.5×105)를 분주하

고 정상 배양배지 및 줄기세포 배양배지[B27 supplement 

(Gibco, #4231); 20 ng/ml basic FGF (PEPROTECH, #100- 

18B); 20 ng/ml EGF (BD science); 5% 혼합항생제; DMEM/ 

F12 (웰진, 한국) 환경 하에서 형성된 스페이로드 세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유지하면서 6일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대장

암 스페로이드 세포는 크기변화, 균일한 형태 형성 정도 및 

암 줄기세포의 증가 유무로 검증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al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iobEx (GeneAll, 서울, 한국)를 이용하여 정상 배양세포와 

스페로이드 배양세포로 부터 전체 RNA를 추출하고 reverse 

transcription을 통해 확보한 cDNA를 주형으로하여 대장암 

줄기세포 표지인자 특이적 primer로 각 표지인자의 발현 정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Primer정보 및 RT-PCR 조건은 다음과 

같다. Nanog (62°C, 35 cycles): Forward, 5’-ATACCTCAGCC 

TCCAGCAGA-3’; Reverse, 5’-CATTAAGGCCTTCCCCAG 

CA-3’; Sox2 (62°C, 35 cycles): Forward, 5’-AACCAGCGCAT 

GGACAGTTA; Reverse, 5’-GACTTGACCACCGAACCCAT-3’

세포 자가사멸 분석

HCT-8 세포(8×105)를 60 mm 배양접시에 분주하여 이틀간 

배양한 부착성 암세포와, 2.5×105 세포를 비부착성 배양접시에 

분주하여 스페로이드 배양한 스페로이드 세포에 각각 DMSO

와 375 μM 5-FU (Fluoruracil)를 2일 동안 처리하고 배양배지

와 세포를 모두 수거하여, 0.25% 트립신 처리 후 단일세포 단

위로 준비하였다. Annexin 염색 용액(BD Pharmingen, 556454)

으로 현탁시킨 세포에 5 μl Annexin V (BD Pharmingen) 및

100 μg/ml PI (ImmunoChemitry Technologies)로 표지한 후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통해 분석하였다.

암 기세포 분석

스페로이드 세포에 존재하는 암 줄기세포 유무를 대장암 

줄기세포 표지인자인 CD44 및 CD133 항체로 면역염색한 후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확인하였다. 배양한 스페로이드 세포를 

트립신 처리하여 단일 세포단위로 분리한 후 10% FBS의

DMEM/F12 배지로 트립신 활성을 저해하고, PBS (인산염완

충용액)로 씻어준다. FITC가 결합된 CD44 항체(BD Pharmin-

gen) 및 APC가 결합된 CD133 항체(MACS, Miltenyi Biotec) 

3 μl를 FACS염색 용액(eBioscience, 00-4222-57) 100 μl로 현탁

시킨 세포에 각각 첨가한 후, 4°C에서 15분간 면역염색 시킨

다. PBS로 희석한 후 유세포 분석기(Becton Dickinson FACS 

Canto Il BD Bioscience, San Joes, CA, 미국)를 통해 분석하고 

정량화하였다.

통계분석처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두 그룹 간 un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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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research. Scheme and rationale of the present study was summarized.  

         A                                      B

     

Fig. 2. Effec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exogenous ingredients on colon spheroid formation (A) In order to compare spheroid 

formation state in different exogenous ingredients-containing medium based on the suspended culture method, HCT-8 were 

cultivated with complete RPMI (cRPMI) or stem cell culture medium (SCM) in the 2% agarose-coated culture dish for 6 

days. (B) HCT-8 cells were cultured in the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s, 2% agarose-coated plate and commercialized 

ultra-low attachment plate with cRPMI for 6 days and formed spheroid cells were compared with regard to sphere shape 

and their homogeneity. 

t-test를 수행하였다. p<0.05수치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

과로 간주하였다. ***은 p<0.001을 의미한다.    

결과  고찰

균일한 비부착성 환경과 한정 성분 배지 환경 하에서 향상

된 스페로이드 형성

다양한 대장암 세포주 가운데 HCT-8 세포는 염증성 및 감

염성 환경에 대하여 다른 대장암세포보다 민감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9, 10]. 이 세포를 기반으로 비균질적인 

암의 특질을 ex vivo에서 구현하고 암 줄기세포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4], 검증된 기존의 다양한 세포 활용 스페로이드 배

양 방법으로부터 보다 경제적이면서 간소화된 최적의 스페로

이드 배양방법을 확립하고자 부유형태의 스페로이드 배양법

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장암 세포의 스페로이드 배

양기법을 최적함으로써 대장암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고형암

의 비균질적인 특질을 재현하고, 간소화된 암 줄기세포 기반 

항암제 내성 모니터링 플랫폼을 확립하고자 하였다(Fig. 1). 

우선 agarose로 도포된 배양접시에서 정상배지(complete 

RPMI, cRPMI, FBS 기반 배지) 및 B27 supplement와 성장인자

(bFGF, EGF)가 포함된 줄기세포 배양 배지에서 배양한 스페

로이드의 형태변화를 관찰하였다. 줄기세포 배양배지에서 형

성된 스페로이드 세포는 cRPMI배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구형의 스페로이드가 형성되었다(Fig. 2A). 3차원 스페로이

드 배양을 위한 경제적인 물리적 배양 환경을 조성하고자 

agarose 도포 배양접시에서 배양된 스페로이드 및 상업화되어 

있는 비부착성 배양접시에서 스페로이드 형성 형태분석을 하

였다. Fig. 2B에서 보듯이, 비부착성 배양접시에서 배양된 스

페로이드는 균일한 구형의 형태를 나타낸 반면 agarose 도포 

배양접시의 경우, 균일한 크기가 아닌 응집된 스페로이드 클

러스트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수작업으로 조성된 agar-

ose 도포를 통해 세포의 부착 저해 환경 조성 시 표면의 불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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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colon cancer stem cell population 

in spheroid cells formed by compete RPMI and 

stem cell culture media (SCM). In order to com-

pare composition of colon cancer stem cell pop-

ulation in the spheroids cultured in cRPMI or 

SCM, six day-cultivated spheroids on the ULA 

plates were immunostained with CD44-FITC 

and CD133-APC and then CD44 and CD133- 

positive cells were evaluated by flow cytometry. 

These results were presented by histogram and 

dot plot as the percentile. 

A B

  

Fig. 4. Cellular mRNA levels were measured using semi-quanti-

tative RT-PCR (A) and real-time PCR (B) with stem cell 

markers and colon cancer stem cell markers in HCT-8 

adherent (ADH) and spheroid (SPH) cells.

성, 가장자리와 중앙 간 표면고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결과들은 다수의 균일한 대장암세포 스페로이드 배양

을 위해서는 균질적인 물리적 배양환경 조성, 필수 성장인자

로 구성된 줄기세포 배양배지가 보다 최적환경임을 시사한다.  

스페로이드 배양 세포의 암 기세포군 증가

줄기세포 배양배지에 의해 배양된 세포들이 보다 균질된 

구형의 스페로이드 형태를 갖추는 것과 실제 생체 내 암의 

비균질적인 특질인 암 줄기세포군의 변화양상과 직접적인 관

련성이 존재하는 지 검증하였다. CD44 및 CD133은 세포막 

단백질로서 대장암 줄기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암 줄기세포의 

표지인자로 이용된다. cRPMI정상배지 및 줄기세포 배양 배지

에서 각각 조성된 스페로이드 세포에서 암 줄기세포군의 변화

를 CD44 및 CD133 표지인자로 면역염색한 다음 유세포 분석

을 통해 분석, 정량하였다. HCT-8 대장암 세포는 기본적으로 

CD44 발현 세포들이 다소 존재한다(Fig. 3). 줄기세포 배양배

지에서 배양한 스페로이드는 cRPMI정상배지의 경우에 비해 

CD44+, CD133- 암 줄기세포군이 유의성 있게 증가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3차원 배양을 위한 균질적인 물리적 

환경(비부착성 배양접시) 및 한정된 성장인자 기반 외부 배양

환경(줄기세포 배양배지)이, 암 줄기세포군이 비균질적으로 

존재하는 암의 특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스페로이드 

세포 배양을 위한 개선된 조건임을 시사한다(Fig. 3). cRPMI 

정상배지에서는 스페로이드 형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

기세포군의 증가와는 상관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상 

배양세포와 스페로이드 배양세포 간의 세포 특성을 재확인하

기 위하여 semi-quantitative PCR 및 real-time PCR을 수행하

였다. 정상 배양세포와 최적 배양조건에서 배양한 스페로이드 

세포를 장 상피 줄기세포 인자인 Ring finger protein 43 

(Rnf43) 및 stage-specific embryonic antigen-1 (SSEA-1)과 대

장암 줄기세포 표지인자인 SRY (sex determining region Y)- 

box 2 [Sox2]와 Nanog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정상 배양

세포에 비해 스페로이드 배양세포에서 대장암 줄기세포 표지

인자인 Nanog 및 Sox2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A, Fig. 4B). 하지만, 장 상피 줄기세

포 표지인자의 발현량은 정상 배양세포 및 스페로이드 배양세

포 간 큰 차이가 없었다(Fig. 4A).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최

적화된 대장암 스페로이드 세포 배양을 통해, 암세포에 비균

질적으로 존재하는 대장암 줄기세포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구

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차원  3차원 배양세포의 항암제에 한 감수성과 암 

기세포 변화

HCT-8 대장암세포로부터 암 줄기세포를 확립하여 항암제

에 대한 감응성과 암 줄기세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HCT-8 세포로 배양된 부착세포 및 스페로이드 배양세포에 

각각 대장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항암제 5-Fluorouracil (5-FU)

을 처리하였다. DMSO를 처리한 대조구와 비교해 볼 때 부착 

부착암세포(Adherent)의 경우 Annexin V+, Propidium Iodide+ 

자가사멸 세포군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2.23/24.73%= 

16.20배). 반면 스페로이드 세포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5-FU에 

대한 세포사멸 효과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1.08/7.68%=1.43배)(Fig. 5A). 이는 생체 내 환경과 유사한 

3차원 스페로이드 세포에서 항암제에 대한 화학적 감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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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Evaluation of chemosensitivity and its relevance with cancer stemness of the spheroid-forming and adherent cancer cells 

in response to 5-Fluorouracil (5-FU). (A) Adherent and spheroid HCT-8 cells were treated with 375 μM 5-FU for 48 h and 

apoptosis was assessed by flow cytometry with Annexin V and propidium iodide (PI). Percentile statistically represented 

average values from six-independent experiments. Relative changes in apoptosis of 5-FU-treated group to DMSO treatment 

group were presented in the form of ratio from six-independent experiments (lower). (B) Normal adherent and spheroid 

cells were treated with 375 μM 5-FU for 48 hr and relevance of cancer stem cell population with chemo-sensitive cells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y with CD44-FITC and PI. Both of dead colon cancer stem cells (CD44+ and PI+) and dead cells 

except colon cancer stem cell population (CD44
- and PI+) were statistically analyzed in the form of average percentile (upper). 

PI
+ late apoptotic cells of either CD44+ or CD44- in the both normal adherent and spheroid cells were calculated by following 

equations: [(5-FU/DMSO) of spheroid / (5-FU/DMSO) of adherent] X100(%). 

저해되었음을 시사한다. 배양된 스페로이드 세포가 항암제 내

성을 획득한 원인이 암 줄기세포군의 변화와 관련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장암 세포의 대표적인 암 줄기세포 표지

인자인 CD44-FITC 항체와 Propidium Iodide로 염색하여 사

멸세포군의 구성변화를 확인하였다. 5-FU를 처리한 부착 암세

포에서, 사멸 된 세포 중 CD44+ 암 줄기세포군은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9.95/1.98%=5.04배). 반면, 스페로이드 배양세

포의 경우, 사멸된 암 줄기세포군의 증가가 둔감하였다(7.15/ 

6.78%=0.68배)(Fig. 5B). 또한, CD44- 세포의 항암제에 대한 사

멸효과는 부착성 정상 암세포(26.63/8.33%=3.20배) 에 비해 스

페로이드 배양세포(12.98/14.50%=0.54배)에서도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Fig. 5B). 이를 바탕으로 CD44+ 및 CD44- 세포

군의 5-FU에 대한 화학적 감수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착 

암세포 대비 스페로이드 배양세포의 CD44+ 세포군의 사멸 빈

도는 21.14%로, CD44-(암 줄기세포를 제외한 세포) 세포군 상

대적 사멸빈도인 27.9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았다

(Fig. 5B, 하단). 이는 CD44+로 대변되는 암 줄기세포군의 화학

적 감수성이 부착 암세포에 비해 낮음을 의미하고, 항암제 내

성의 잠재적 위험성을 더 높게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페로이드 배양세포를 활용한 항암제의 화학적 감수성 

검증 시험법으로 유효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균질

적인 고형암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를 위해, 개선된 배양조건

으로 조성된 3차원 스페로이드 배양세포가 보다 정확한 생물

학적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차원 배양세포 기반 약물 개발은 생체 내 환경을 고려한 

암 모델링에 한계가 있고 암 줄기세포를 포함한 암의 비균질

적 특성을 표현하지 못한다.  인체 생리활성에 근접한 적합한 

암 연구 모델의 부재는 암의 재발과 전이, 항암제 내성에 대한 

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3차원 배양 플랫폼 기반 

약물 시험법 및 암 모델링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경제적이고 최적화된 대장암 스페로이드 세포 배양방법

에 기초하여 대장암 줄기세포가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됨을 검증하였다. 스페로이드 배양세포의 특성변

화를 살펴보면, 배아줄기세포 및 장 상피 줄기세포 표지인자

로 활용되는 SSEA-1의 발현과 장 상피 줄기세포 표지인자인 

Rnf43의 발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상 배양세포에 

비해 스페로이드 배양세포에서 CD44
+
, CD133

+
 대장암 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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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증가했다(Fig. 3). 보고되어 있는 다양한 대장암 특이 줄

기세포 인자들의 발현 변화 검증이 추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여지는 있지만, Sox2 및 Nanog와 같이 종양 개시 능력이 

존재하는 암 줄기세포 표지인자가 특이적으로 증가한 것은 

본 연구에서 최적화된 스페로이드 배양기법이 대장암 줄기세

포가 존재하는 대장암의 비균질성을 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4A, Fig. 4B). 상피 줄기세포에서 특이

적으로 발현되는 표지인자들은 암 줄기세포에서도 발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종양 개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암 

줄기세포를 대변할 수 있는 특이적 표지인자를 통해 줄기세포

와 암 줄기세포의 성질을 검증하여 구분짓고 있다[13, 15, 21]. 

본 연구에서는 5-FU에 대한 암 세포의 항암제 내성 효과가 

대장암 줄기세포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 검증실험을 

통해, 암 줄기세포를 매개로 한 고형암의 항암제 감수성 및 

항암 내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간단한 방법으로 최적화한 대장암 스페로이드 배

양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항암제 내성 검증 시험 플랫폼으로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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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 구성 배양 HCT-8 기반 장암 스페로이드의 암 기세포능  항암제 내성 평가의 비교  

평가 연구

이승 1․김형갑2․이향범3․문유석1,4*

(1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 2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3전남대학교 농식품생명화학부, 4부산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및 의학연구소)

암은 비균질적으로 구성된 세포집합체로 간질세포 및 세포 외 기질로 구성된 미세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발

병, 전이, 심화되는 복잡한 질병이다. 하지만, 기존의 2차원 배양 세포 기반 플랫폼이 3차원적 생체 환경과 암의 

비균질성을 대표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페로이드 배양 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감염, 염증 및 식이적 환경성 영향력에 민감한 HCT-8 대장암 세포주를 기반으로 

하여 3차원 스페로이드 배양법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대장암 스페로이드 세포를 기반으로 암의 

비균질적인 특질과 항암내성 연구의 간단하고 개선된 플랫폼을 제시고자 하였다. 3차원 배양법 최적화를 위해 

물리적 배양환경 조성과 배양배지 구성에 따른 스페로이드 형태형성을 비교 분석하고 암 줄기세포군의 증가 양상

을 확인한 결과, 필수요소로 구성된 제한 배지와 균일한 형태의 비부착성 표면 배양접시에서 배양된 스페로이드

가 균일한 형태의 구형을 형성하고 암 줄기세포군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대장암 스페로이드 세포를 기반으로 

대장암 치료제인 5-Fluorouracil (5-FU)에 대한 화학적 감응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암 줄기세포가 5-FU에 대한 

화학적 감수성 저해의 원인이 되며, 최적배양 조건에서 암 줄기세포의 약제 내성의 표현이 증대되었다. 이는 암 

줄기세포의 항암제 내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 방법론은 감염, 염증 및 식이적 요인과 연

관된 대장암 스페로이드 세포 기반 항암제 약물반응을 검증하기 위해 효과적이면서 간소한 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