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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cells grow in an environment composed of various components that supports tumor growth. 
Major cell types in the tumor microenvironment are fibroblast, endothelial cells and immune cells. All 
of these cells communicate with cancer cells. Among infiltrating immune cells as an abundant compo-
nent of solid tumors, macrophages are a major component of the tumor microenvironment and or-
chestrates various aspects of immunity. The complex balance between pro-tumoral and anti-tumoral 
effects of immune cell infiltration can create a chronic inflammatory microenvironment essential for 
tumor growth and progression. Macrophages express different functional programs in response to mi-
croenvironmental signals, defined as M1 and M2 polarization. Tumor-associated macrophages (TAM) 
secret many cytokines, chemokines and proteases, which also promote tumor angiogenesis, growth, 
metastasis and immunosuppression. TAM have multifaceted roles in the development of many tumor 
types. TAM also interact with cancer stem cells. This interaction leads to tumorigenesis, metastasis, 
and drug resistance. TAM obtain various immunosuppressive functions to maintain the tumor micro-
environment. TAM are characterized by their heterogeneity and plasticity, as they can be functionally 
reprogrammed to polarized phenotypes by exposure to cancer-related factors, stromal factors, in-
fections, or even drug interventions. Because TAMs produce tumor-specific chemokines by the stim-
ulation of stromal factors, chemokines might serve as biomarkers that reflect disease activity. The evi-
dence has shown that cancer tissues with high infiltration of TAM are associated with poor patient 
prognosis and resistance to therapies. Targeting of TAM in tumors is considered a promising ther-
apeutic strategy for anti-canc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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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종양조직은 암세포가 주위의 기질조직(stroma)과 미묘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복잡한 조직이다. 대식세포(macroph-

age)는 종양기질조직의 중요한 성분으로서 암의 촉진과 전이

에 관여하고 있다. 대식세포 는 대부분의 조직에 존재하며 조

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암미세환

경(tumor microenvironment)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세

포이다. 암미세환경은 종양의 형성이 일어나는 과정중에 암세

포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복잡한 세포 생태계이다. 암미세환경

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는 종양의 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암세포

의 이동 및 침윤등을 증가시킨다. 대식세포이외에도 백혈구, 

섬유아세포, 혈관내피세포들도 암미세환경을 구성하고 있으

며 면역세포들이 암미세환경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이러한 면

역세포들이 암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종양의 개시, 성장, 전이

에 영향을 준다[30]. 종양관련대식세포(tumor-associated mac-

rophage, TAM)는 암미세환경에서 다양한 인자들을 조율하는 

면역세포이다[7, 27]. 일반적으로 대식세포는 M1 과 M2 대식

세포로 극성화 될 수 있다. 고전적으로 활성화된 대식세포

(classically activated macrophage)는 M1으로 극성화된 대식

세포로도 불리며, 인터페론 감마(IFN-gamma)와 같은 사이토

카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염증성 및 면역자극사이토카인(IL- 

12, IL-23)들을 생성하며 감염시 1형 보조 T 세포(Th1) 반응에 

관여하고 있다. 종양관련 대식세포(TAM)는 M2로 극성화된 

대식세포와 매우 유사하고, 대안적으로 활성화된 대식세포

(alternatively activated macrophage)로 불리며, Th2 사이토카

인(IL-4, IL-10, IL-13)에 의해 활성화된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염증과 암을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암세포의 증

식, 침윤(invasion), 전이(metastasis)를 증가시켜서 종양 신생

혈관(tumor angiogenesis)을 촉진하고, T 세포에 의해 매개되

는 항암 면역반응을 저해하여 종양진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4, 15]. 종양관련대식세포와 악성종양간의 상관성이 밝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암의 잠재적 치료 

표적뿐만 아니라 암의 진단과 예후를 위한 바이오 마커로서 

인식되고 있다.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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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련 식세포의 기능과 다양성 

지금까지의 암 연구는 발암유전자와 암억제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 암이 생성된다는 측면에서 촛점이 맞춰어 졌지만 

암미세환경에 존재하는 암세포가 아닌 세포들이 종양의 악성

형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 염증

반응은 TNF-alpha, IFN-gamma, IL-6 등의 사이토카인 분자들

의 분비를 통해 대식세포를 유입하여 상피세포들을 자극하여 

발암과 관련있는 돌연변이를 유도하게 한다. 암이 유발되는 

염증반응 환경에 있는 대식세포는 면역학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암이 발생하게 되면 대식세포는 암 진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양성종양에서 악성종양으로 진행되는 종양미세

환경은, 다양한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에 의해 1형 보조 T 세

포(Th1) 형태의 염증반응에서 2형 보조 T 세포(Th2) 형태의 

면역환경으로 변화되며, 이러한 변화는 염증세포와 암세포가 

생성하는 인자들로 하여금 대식세포를 변화시켜 계속적인 돌

연변이들이 축적되고 암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종양 련 식세포의 근원

 

여러가지 종양에 존재하는 종양관련대식세포의 기원은 골

수유래 단핵구(monocyte)들이 근원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CSF1 (colony stimulating factor 1)이 대식세포의 분화를 조절

하는데 주요 한 인자이며 대식세포를 유입하는 역할을 한다. 

CSF1의 농도가 높은 종양은 예후가 좋지 않으며, CSF1은 종양

부위에 밀집한 조직에서 발현된다. 다양한 암 모델에서 CSF1 

유전자의 손실은 종양관련대식세포의 상실로 인해 암의 발생, 

지연 및 전이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암유전자의 

삽입에 의한 유방암 생쥐모델을 통한 연구에서, 유선상피세포

에서 과발현된 CSF1이 대식세포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암의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모든 종류의 대식세

포가 종양조직에 존재하지만 유입된 대식세포가 종양관련대

식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종양의 다양한 진행단계에 관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골수로부터 유래된 말초혈액 단핵세포

가, 암미세환경에서 암세포와 기질세포(stromal cells)에서 생

성되는 케마카인(chemokine)과 성장인자에 의해 국부적으로 

유입되어 종양관련대식세포로 분화한다. CSF1이 대부분의 대

식세포에 대한 주요 조절인자이고 화학유인성 인자(chemo-

tactic factor)이다[9]. CSF1이 결손된 유방암 모델생쥐에 혈관

내피세포성장인자(VEGF)를 증가시켰을 때 대식세포의 유입

이 증가되고, 혈관신생과 함께 암의 진행과 악성화가 촉진된

다.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는 대식세포 전구체들을 유입시키

며, IL4 존재시에 종양관련대식세포로 분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즉, CSF1과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는 독립적으로 대식세

포를 유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자들을 제거시키게 되

면 단핵구나 종양관련대식세포의 결손을 유발시켜 암의 진행

이나 악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 다양한 암에서, 특히 초기단계

에 있는 대식세포의 기원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종양관

련대식세포의 기원, 유지 및 분화 그리고 작용기전을 이해한

다면 암을 촉진하는 대식세포를 표적화하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것으로 여겨진다.

종양 련 식세포의 극성화

대식세포는 M1 대식세포와 M2 대식세포로 분극화(polari-

zation)를 통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M1을 분극화시키

는 물질은, LPS와 인터페론 감마가 있으며, M1 대식세포는 

염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세균사멸능력과 종양을 공격

하는 효능이 높으며, iNOS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어 

M1 대식세포의 마커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M2 대식세포를 

분극화시키는 물질은 IL-4와 IL-10 등이 있으며, M2 대식세포

는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분비함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있고 세균을 사멸시키는 능력은 낮고 종양의 형성을 촉진하는 

능력이 높으며, ARG1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어 M2 대식세

포의 표지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암미세환경내에서 종양관련

대식세포의 기능에 입각해볼 때,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일반적

으로 M2와 유사한 대식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염증 사

이토카인, scavenger 수용체, 혈관신생인자들의 발현이 M1 대

식세포와 비교해 볼때 증가되어 있다. 이러한 항염증사이토카

인은 면역억제 미세환경을 리프로그램시켜서 종양관련대식

세포 유래의 신생혈관인자와 단백질분해효소의 생성과 함께 

종양의 진행을 촉진시킬수 있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종양관

련대식세포가 존재하는 특정 미세환경으로부터의 신호를 받

으며, 종양관련대식세포의 극성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알

려져 있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종양의 단계마다 각기 다른 

형질을 나타낸다. 종양의 초기에는 종양관련대식세포는 NF-κ

B 신호를 활성화시키며 M1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종

양의 성장 동안 종양관련대식세포는 NF-κB 신호의 활성이 억

제되고 M2와 유사한 형질로 변환된다. 암의 침투와 이동 단계

에서 IL-4를 발생시키는 CD4+ T 세포와 종양세포에 의해 종양

관련대식세포는 M2 대식세포로 전환되고 종양세포의 침투를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다양한 

종양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화학치료요법, 방사선 치료,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혈관 타겟 치료, 면역치료의효 효율을 조

절한다. M1 형질은 종양의 초기 단계에서 암을 공격하는 역할

을 하고, M2 형질은 암의 성장과 전이를 유도하기 때문에 암 면역 

치료 방법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M1과 M2 대식세

포를 특이적으로 제거하여 대식세포의 분극화가 암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기전 연구가 규명되어야 할것이다.  

종양유래인자와 암미세환경

암세포로부터 유래된 몇가지 인자들이 대식세포 분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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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umor-Associated Macrophages in the Primary Tumor 

Promote Malignancy [24].

감소시킬 수 있다. 대장암세포로부터 유래된 CSF1은 대식세

포의 유입과 재교육을 유도한다[32]. 케모카인인 CCL2, CCL3, 

CCL14는 대식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19]. IL-10은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생성을 억제

시킬 수 있다[2]. IL-4는 CSF1과 함께 작용하여 M2 대식세포 

극성화를 유도한다[34]. 암세포유래의 미세입자가 종양의 진

행을 촉진하기 위해 종양관련대식세포의 극성화를 매개한다

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22]. 전립선암 유래의 항균 펩타이

드가 대식세포를 M2 유사형질로 재교육 시킨다[6]. 저산소상

태의 암세포에서 유래된 oncostatin M은 대식세포를 M2로 극

성화된 형질로 분화시킨다[31].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단핵구 

세포가 종양으로 유입된다면, 암미세환경은 단핵구를 종양관

련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킨다. Type 2 사이토카인인 

IL-4와 IL-10는 종양형질로 전환되는 대식세포의 극성화를 유

도한다[31].

종양 련 식세포에 의한 종양의 진

종양미세환경이 혈관의 신생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 그리

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종양의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종양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CSF1 

(colony stimulating factor 1)에 의해 조절되는 대식세포는 혈

관신생인자라고 알려진 VEGF의 발현조절을 통하여 혈관신생 

스위치(angiogenic switch)를 조절하며, 대식세포에서 유래된 

Wnt7b는 혈관내피세포들을 자극시켜서 VEGF의 발현을 증가

시킴으로써 혈관신생을 촉진시킨다. Tie2를 발현하는 대식세

포들은 Tie2의 리간드인 ANG2를 발현하는 혈관내피세포를 

통해 혈관표면에 배렬 되어있다. 혈관 벽을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Tie2를 발현하는 대식세포 집단은 암세포의 혈관내 침윤

과 같은 악성형질을 증가시킨다. 대식세포는, 암세포에서 분

비되는 CSF1과 대식세포에서 유래된 EGF등의 성장인자들의 

근거리분비를 통해 암세포의 이동과 침윤을 조절한다. 이러한 

조절현상이 암세포와 대식세포가 콜라젠 줄기를 따라서 혈관

벽 근처에 무리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대식세포는 암의 침윤

을 증가시키는 Osteonectin (SPARC), Capthepsin, TGF-beta

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며, 암세포의 침윤과 혈관의 밀도를 증

가시킴으로써 혈중에 순환중인 암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전

이 또한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Fig. 1) [24]. 따라서 종양

관련 대식세포들을 제거하게 되면, 순환하는 암세포의 수를 

감소시키고 암의 전이를 억제 할 수 있다. 전이를 위한 종양 

미세 환경(TMEM)으로 명명 된 대식세포, 내피세포 및 종양세

포로 구성된 해부학적 구조는 조직학적 절편에서 인식 가능하

며 유방암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28]. 일

단 혈관 신생 스위치의 장벽을 극복하면, 종양은 빠르게 침투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 때부터 악성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면역 시스템이 돌연변이 유전자의 산물

에 접근하거나 침입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마도 획득된 면역계의 강화된 결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8, 

12]. 대식세포및 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s)는 MHC-1 분자

를 발현하며, 항원을 T 세포에 전달하는데 관련이 있다. MHC 

분자뿐만 아니라, 대식세포는 예정세포 사멸 단백질 억제 수

용체(PD-1)의 리간드 및 세포독성 T 림프구 항원 4(CTLA-4)를 

발현한다. PD-1과 CTLA-4의 활성화는 T 세포및  B 세포의 

수용체 신호전달을 억제하며, 이들 세포의 독성 기능을 저해

한다. PD-1의 리간드인 PD-L1 및 PD-L2는 다양한 세포에서 

차별적으로 발현되며, PD-L1은 T 세포, B 세포, 대식세포, 수

지상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며, PD-L2의 발현은 

항원 제시 세포(APC)에서 국한된다. PD-L2의 발현은 CSF1, 

IL-4 및 INF-gamma에 의해 단구 및 대식 세포에서 유도된다

[20].  

PD-L1과 PD-L2의 발현은 종양관련 대식세포와 골수유래

억제세포(MDSC, 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s)에 의해 

조절된다[3, 11]. 최근 저산소증 종양 부위의 MDSC 및 종양관

련대식세포가 저산소증 유도성 인자 1-alpha (HIF-1alpha) 신

호 전달의 결과로서 PD-L1의 발현을 증가 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23]. 교모세포종(glioblastoma) 환자의 혈액에서 

유래한 단핵구에서 건강한 정상인의 단핵구보다 더 많은 양의 

PD-L1을 발현하였으며, 정상인의 단핵구에 교모세포종 암세

포를 키운 배지를 처리하면 PD-L1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사실

이 밝혀졌다. 그러나 종양 미세 환경의 수많은 세포들이 

PD-L1을 발현하기 때문에 종양관련대식세포에서 PD-1 li-

gand 발현의 특이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13]. 따라

서, PD-1 및 PD-1 리간드 신호가 생체 내에서 종양관련 대식세

포의 면역 억제 활성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

았다. 종양관련 대식세포는 CD4+ 및 CD8+ T 세포의 ef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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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umor Macrophage Mechanisms of Effector Cells In-

hibition [24].

Fig. 3. Role of tumor-associated macrophage in tumor micro-

environment. 

기능을 억제하는 사이토 카인, 케모카인 및 효소들을 분비한

다. nTreg 세포에 의해 발현되는 CCR4, CCR5, CCR6, CCR10

의 케모카인 수용체는 종양의 미세 환경으로의 이동에 관여한

다[23].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종양의 미세 환경에서 L-아르기

닌을 고갈시킴으로써 T 세포 활성을 억제한다. 산화 질소 합성 

효소(NOS)와 아르기닌 분해 효소(ARGI)는 대식세포들의 활

성화 상태에 따라 대식세포에 의해 차별적으로 분비되는 것으

로 밝혀진 L-아르기닌 이용효소이다[5]. 종양관련대식세포는 

ARGI를 다양한 인간 암 및 마우스 암 모델에서 미세 환경으로 

분비한다[10, 29]. ARGI는 L-아르기닌을 요소 및 L-오르니틴

으로 분해하여 종양의 미세환경을 고갈시킨다. L-아르기닌은 

T 세포 기능에 필수적이며, ARGI의 발현은 M2 대식세포라고 

불리우는 항염증성 대식세포의 특징으로 간주된다. 종양관련

대식세포의 세포 표면 수용체, 분비된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및 효소들의 분비는 이들 종양 미세 환경에서 Treg 세포의 

유입, 활성화 및 면역작용 세포들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한다(Fig. 2) [24]. 대식세포는 숙주방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식세포가 활성화시에 

숙주 손상과 면역조절 장애 및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종양관

련대식세포는 암의 개시, 촉진, 면역억제, 전이를 포함하여 종

양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염증과 암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염증성 미세환경

은, 발생중인 종양 상피세포, 염증성미세환경에 있는 대식세

포와 같은 면역세포내에서 유전적 불안정성(genetic in-

stability)을 촉진시킨다. 종양관련대식세포로부터 유래된 염

증성 사이토카인인 IL-23과 IL-17이 종양의 진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16]. 간에 존재하는 대식세

포인 쿠퍼세포(Kupffer cells)는 NFkB 의존적인 신호전달 기

전을 통하여 간암을 촉진하는 증식인자를 생성한다[14]. 게다

가, 종양관련대식세포 유래의 IL-6가 STAT3 신호전달을 통해

서 간암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시킨다[17]. 이러한 결과는 종양

에 유입된 대식세포가 암의 개시 및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종양조직

에서 주요 면역조절세포로 작용하며, 암미세환경에서 세포독

성 T 세포(cytotoxic T cells, CTL)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양관련대식세포에 의한 CD4+ T 세포의 억제는, 활성

산소를 생성시키는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와 

arginase I을 통한 arginine의 대사에 의존적이다[21]. 종양관

련대식세포에서 생성된 IL-10은, 단핵구에서 보조자극분자인 

PD-L1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독성 T 세포의 반응을 억제시

킬 수 있다[18]. 이러한 결과들은 종양관련대식세포에서 생성

된 다양한 인자들이 종양미세환경에서 T 세포의 기능을 억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전

이를 증가시키는 인자들을 제공하고 악성 환경을 조성하며, 

종양신생혈관(tumor angiogenesis)에 관여하는 인자들을 생

성함으로써 종양의 개시와 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ig. 3) [26]. 지금까지 종양관련대식세포의 종양촉진 기전에

는 만성염증, 면역억제, 신생혈관형성, 침윤 및 전이 등이 알려

져 있다(Fig. 4) [25].  

암의 바이오마커  치료표 으로서 

종양 련 식세포 

다양한 암조직에서 종양관련대식세포에 의해 종양이 촉진

되며, 종양관련대식세포가 많이 존재할수록 암환자의 생존율

이 낮아 예후가 좋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33], 종양관련대식

세포를 표적화하는 접근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종양관련세포는 종양의 진단 및 예후 

마커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료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항암요법에 사용중인 표준 항암치료제와 함께 종양관련 

대식세포를 표적화 할 수 있는 치료요법을 병용한다면 항암효

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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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crophages promote tumorigenesis [25].

결   론

종양조직의 암미세환경에 존재하는 종양관련대식세포(TAM)

이 암의 개시, 진행, 전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양

관련대식세포는 생물학적인 항암 치료 요법의 매력적인 표적

이 될 수 있다. 종양관련대식세포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억제

시키는 방법은 암이 성장하고 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을 효과적

으로 제한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항암치료 요법과 병합치료를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항암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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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암미세환경에서 종양 련 식세포의 역할

민도식*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암세포는 종양의 성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 암미세환경에 존재하는 

주요 세포등은 섬유아세포, 내피세포, 면역세포들이며 이들세포들은 암세포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종양조직

에 유입된 면역세포중에서 대식세포가 종양미세환경의 주요성분으로서 다양한 면역현상들을 조절한다. 면역세포

유입에 의한 암촉진과 항암효과 간의 복잡한 균형은 종양의 성장과 진행에 필요한 만성염증 환경을 생성시킬 수 

있다. 대식세포는 M1과 M2 극성화로 규정된 미세환경 신호에 반응하여 기능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단백질분해효소들을 분비함으로써 암 신생혈관형성, 

증식, 전이 및 면역억제를 촉진시킨다. 최근에,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암줄기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종양의 진행, 전

이 및 항암제 내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암미세환경을 유지하기위해 면역억제 

기능을 획득하며, 종양의 이질성과 가소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암관련인자 및 감염등의 노출에 의해 서로 다른 

극성형질로 리프로그래밍된다. 종양관련대식세포는 기질인자의 자극에 의해 암특이적인 케모카인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케모카인은 질병의 활성을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로 작용할 수 있다. 종양조직에 종양관련대식세포가 많이 

유입될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으며 항암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 따라서 종양에서 대식세포를 표적화하

는 항암치료는 유망한 치료전략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