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수용체를 의존수용체(dependent receptor)라

고 부른다.4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존수용체가 발견되었고, 이들은 구조적 유사

성보다는 위와 같은 기능적 유사성을 보인다. 처음 발견된 의존수용

체는 신경세포와 연관된 p75 neurotrophin receptor이며,2 이후 많은 

종류의 의존수용체가 발견 및 연구되었다. 이러한 의존수용체는 조직

의 발생이나 분화 뿐만 아니라 암 발생 및 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의존수용체가 암세포에 작용을 

한다면, 그 리간드가 있는 환경에서는 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촉진하

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므로 암 발생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그 리간드가 없거나 분리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면 세포

자멸사가 촉진되어 암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으로는 암 치료에 의존수용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6 

이에 저자는 대장암 치료에 의존수용체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대장암 세포주에 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RET) 의존수용체 

유전자를 transfection시켜 세포자멸사를 측정하고, 또한 그 리간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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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세포막의 수용체는 일방향(unidirectional) 신호전달체

계를 갖고 있어 비활성화 상태에 있다가 해당 리간드(ligand)가 결합

하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리간드의 결

합이 없을 경우에 비활성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포자멸사

(apoptosis)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1-3 이

러한 수용체는 리간드와 결합 시에는 세포의 생존(survival), 분화

(differenciation), 이동(migration) 등을 촉진시키지만 그 리간드가 없

는 상태에서는 세포자멸사라는 상반된 반응을 촉진시킨다. 다시 말하

면 세포 밖의 환경, 즉 그 리간드의 유무에 따라 수용체의 활성화 방

Background/Aims: Dependent receptor can transmit both positive signal: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or migration; and 
negative signal: apoptosis. It depends on the presence of its liga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rans-
fection of dependent receptors in human colon cancer cell lines. Methods: Two dependent receptors (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RET]9 and RET51) were transfected into three human colon cancer cell lines: SW48, RKO and V400. Then, half of 
them were treated with 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Using ELISA and caspase assay, apoptosis was mea-
sured. Dose-response relation between GDNF and apoptosis was also analyzed. A pcDNA was used as an empty vector. Re-
sults: After transfection of RET51, apoptosis was increased in SW48 (70% with ELISA and 119% with caspase assay) and RKO 
(255% with ELISA and 106% with caspase assay) cell lines when compared with the pcDNA group. V400 cell line did not show 
increased apoptosis. Transfection of RET9 did not induce apoptosis in all of the three human colon cancer cell lines. Treatment 
with GDNF 12 hours after transfection of RET51 decreased apoptosis in SW48 (66% with ELISA and 60% with caspase assay) 
and RKO (39% with ELISA and 57% with caspase assay) when compared with the cell lines transfected with RET51 only. Apop-
tosis was down-regulat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GDNF in RKO cell line.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apoptosis of human colon cancer cell line can be controlled by manipulating the dependent receptors and its ligands. We pres-
ent the possibility of therapeutic method using dependent receptor in colon cancer. (Intest Res 2013;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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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투여의 영향에 대

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부분의 대장암 세포에서 발현되는 의존수용체인 RET 유전자의 

메틸화(methylation) 여부를 메틸화 특이 중합효소 연쇄반응(methyl-

ation specific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분석 후,7 RET 

유전자의 메틸화가 확인된 3가지 대장암 세포주 SW48, RKO, V400

를 Grady 박사(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Seattle, 

WA, USA)에게 분양받아 이번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강북삼성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1. 세포배양 

각각의 대장암 세포주를 6 well plate (BD FalconTM; BD, Franklin 

Lakes, NJ, USA)에 배양하였다. 배양액으로는 RPMI-1640 배양액

에 10%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5% CO2, 37oC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 Transfection 

Transfection은 외부 DNA를 세포핵에 전달 및 삽입하여 그 DNA의 

발현, 즉 기능을 보는 것으로서 이번 연구에서는 lipid-based trans-

fection reagent의 일종인 FuGENE 6 Transfection Reagent® (Roch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사

용하였다. Empty vector로는 pcDNA를 사용하였다.

3. 세포자멸사 측정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및 caspase 검사를 시행하였다. ELISA 검사를 이용하여 세포

자멸사가 발생한 세포의 세포질 내에 관찰되는 cytoplasmic histone-

associated DNA fragment를 측정하였으며, Cell Death Detection 

ELISAPLUS assay (Roche Applied Science, Indianapolis, IN, USA)를 

사용하였다. Caspase 검사는 세포자멸사 과정에 관여하는 caspase 활

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Caspase-Glo® 

3/7 Assay (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검

사 모두 제조사의 설명서대로 사용하였다.

4. 전체 과정

이상과 같은 시약과 방법들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험하였다.

1) 첫째 날,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6 well plate에 SW48 

세포주를 접종하여 배양시킨다. 혈구계산판을 이용하여 1×105 cell/

mL 농도가 될 때까지 배양한다.

2) 둘째 날, FuGENE 6 Transfection Reagent®와 DNA 혼합물을 

이용하여 의존수용체인 RET9와 RET51 유전자를 각각 한 개의 plate

에 transfection시킨다. 다른 한 개의 plate에는 empty vector (control)

인 pcDNA를 transfection 시키고 나머지 plate에는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

3) 셋째 날, transfection 12시간 후에 Fig. 1에서와 같이 각각의 

plate에서 아래쪽 3개의 well에만 리간드인 GDNF를 100 ng/mL씩 

투여한다. 이는 인간배아신장세포(human embryo kidney cells)을 이

용한 실험에서 RET 유발 세포자멸사를 가장 크게 억제하는 농도이

다.3

4) 다섯째 날, ELISA 검사와 caspase 검사를 시행하여 모든 배양용

기의 세포자멸사를 측정하였다.

5) RKO와 V400 세포주도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5. 리간드 투여 농도에 따른 세포자멸사 반응

상기와 같은 실험의 결과를 얻은 후, RET51유도 세포자멸사가 

GDNF 투여 농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RKO 세포주

와 RET51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되, 둘째 날에 4

개의 plate에 모두 RET51을 transfection시키고, 셋째 날에 GDNF의 

농도를 plate에 따라 0, 25, 50, 100 ng/mL와 같이 다르게 투여하였

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caspase 검사를 시행하여 세포자멸사를 측정

하였다. 

6. 통계분석

독립적 실험을 세 차례 시행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법을 통해 얻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리간드 농도

와 세포자멸사 감소 정도의 용량-반응 관계는 분산분석(ANOVA)

과 사후분석(post ho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PASW Statistics 17.0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Fig. 1. Schematic figure of treatment method for colon cancer cell 
line. We used four 6-well plates (BD FalconTM 6-well cell culture insert 
companion plates) for cell culture. At Day 2, each plate was treated 
with 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RET)9, RET51 and pcDNA, re-
spectively, and one plate was not treated. At Day 3, glial cell-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treated to half of each plate (black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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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각 실험의 결과는 transfection 자체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emp-

ty vector인 pcDNA를 transfection시킨 군과 비교하였으며, pcDNA군

의 측정치를 절대값 ‘1.0’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1. 의존수용체 transfection에 의한 세포자멸사 유발

1) RET51 

SW48 세포주에 RET51을 transfection시켰을 때 empty vector인 

pcDNA를 transfection시킨 군에 비해 세포사(cell death)는 ELISA 검

사로 측정 시 1.7배(Fig. 2A), caspase 검사로 측정 시 2.19배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Fig. 3A). RKO 세포주에 RET51을 transfection시

켰을 때 empty vector를 transfection시킨 군에 비해 세포사는 ELISA 

검사에서 3.55배(Fig. 2B), caspase 검사에서 2.06배(Fig. 3B)로 의

미있게 증가하였다. V400 세포주는 RET51을 transfection시켰을 때 

ELISA 검사로 측정한 결과 세포사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따

라서 caspase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2) RET9

또 다른 의존수용체인 RET9을 transfection시킨 후 측정한 ELISA 

검사결과 세 가지 세포주 모두에서 세포사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 가지 세포주에 각각 두 가지 의존수용

체를 transfection시켰을 때, ELISA 검사로 측정한 세포사와 caspase 

검사로 측정한 세포사가 함께 관찰되어 세포자멸사 유발이 증명된 경

우는 SW48과 RKO 세포주에 RET51을 transfection시켰을 경우이며, 

이 중 세포자멸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RKO 세포주였다. 다른 

종류의 세포주 V400과 다른 종류의 의존수용체인 RET9의 경우에

는 세포자멸사 증가를 관찰할 수 없었다.

2. 리간드 투여에 의한 세포자멸사 감소

1) SW48 세포주

SW48 세포주에 RET51을 transfection시킨 12시간 후 리간드인 

GDNF를 100 ng/mL 농도로 투여한 경우 empty vector인 pcDNA

를 transfection시킨 군에 비해 ELISA 검사 시에는 0.75배(Fig. 2A), 

caspase 검사 시에는 0.88배(Fig. 3A)로 측정되어 GDNF를 투여하

지 않은 군에 비해 의미있게 세포자멸사가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2) RKO 세포주

RKO 세포주에서도 RET51을 transfection시킨 12시간 후 리간드인 

GDNF를 100 ng/mL 농도로 투여한 경우 empty vector를 transfec-

tion시킨 군에 비해 ELISA 검사 시에는 2.18배(Fig. 2B), caspase 검

사 시에는 0.89배(Fig. 3B)로 측정되어 GDNF를 투여하지 않은 군

에 비해 의미있게 세포자멸사가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RET51의 transfection에 의해 세포자멸사가 증가되었

던 SW48 및 RKO 세포주에서는 모두 리간드인 GDNF 투여에 의한 

세포자멸사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 중 SW48 세포주에서 세포자멸사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던 V400 세포

주의 결과는 Fig. 2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포자멸사의 증가 및 감소

가 관찰되지 않았다.

3. 리간드 투여농도와 세포자멸사 감소의 용량-반응 관계

투여한 GDNF의 농도와 RET 유도 세포자멸사 정도 간에 용량-

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RKO 

세포주에 RET51을 transfection시킨 후 GDNF의 농도를 0, 25, 

Fig. 2. The effect of transfected RET51 and additional glial cell-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on apoptosis by Cell Death Detection ELISAPLUS 
assay (Roche Applied Science, Indianapolis, IN, USA). Cell Death Detection ELISAPLUS assay was performed along with the protocol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Each colon cancer cell line was transfected with pcDNA or RET51, and additionally treated with GDNF 12 hours after transfection 
of RET51. SW48 (A), RKO (B) and V400 (C) colon cancer cell lines. 

B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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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ng/mL로 달리 하였을 때, 투여한 GDNF의 농도가 높을

수록 RET 유도 세포자멸사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분산분석

(ANOVA)과 사후분석(post hoc) 결과 GDNF 투여가 RET 유도 세포

자멸사를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4).

고   찰

이번 연구를 통해 SW48과 RKO 세포주에서 의존수용체인 RET51

의 transfection이 세포자멸사를 증가시키고, 그 리간드인 GDNF의 투

여가 의존수용체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자멸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비록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이지만, 인체에 발생한 

대장암 세포에 임의적으로 의존수용체를 transfection시킬 수 있다면 

대장암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로서 새로운 대

장암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에서 증명한 이러한 의존수용체의 특징은 또 다른 인간 

대장암 관련 의존수용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으로 uncoordinated-5C (UNC5C)와 deleted in colorectal cancer 

(DCC)가 있다.8-10 UNC5C는 대장암환자의 세포조직연구를 통해 정

상 대장점막세포보다 선종이나 대장암세포에서 메틸화가 더 많이 관

찰되는 것이 확인되었고,8 Bernet 등11은 대장암세포에서 UNC5C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함과 동시에 UNC5C의 발현 감소

는 암의 진행이나 악성화 정도와 통계적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11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UNC5C promoter 

region의 메틸화와 관련되어 있고,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UNC5C 

비활성화는 세포자멸사를 감소시켜 종양의 진행 및 악성화에 기여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1 DCC는 1,44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transmembrane 단백질로 사람의 소장과 대장의 상피세포에 고르게 

분포하며,12 이와 같은 분포는 쥐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13 반면

에 DCC의 리간드인 netrin-1의 발현은 부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netrin-1의 발현을 증가시킨 경우 대장의 과형성 병변이나 악성 병변

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13 이는 DCC의 리간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리간드가 

있으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존수용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DCC 발현의 감소가 세포의 암성 변화

(transformation to tumorigenicity)에 기여한다는 것14,15과 인간 대장

암 세포에서 DCC의 소실이 대장암 환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 등16,17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이번 연구나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대장암 관련 의존

수용체는 모두 조건적 암억제 인자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러한 공통점은 의존수용체 본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의존수용체 뿐만 아니라 UNC5C나 

DCC 등 다른 대장암 관련 의존수용체도 이번 실험에서와 같이 대장

암세포에 transfection시키면 암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발하고 나아

가 대장암의 치료 방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록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이지만, 이번 연구에서와 

Fig. 4. The effects of different GDNF concentrations on apoptosis in 
RET51 transfected RKO colon cancer cell line. Luminescence, propor-
tional to caspase-3 activities, was measured using Caspase-Glo® 3/7 
Assay (Promega, Madison, WI, USA) along with the protocol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RLU, relative luminescence unit.

Fig. 3. The effect of transfected RET51 
and additional glial cell-derived neuro-
trophic factor (GDNF) on apoptosis by 
Caspase-Glo® 3/7 Assay (Promega, Madi-
son, WI, USA). Luminescence, proportional 
to caspase-3 activities, was measured 
using Caspase-Glo® 3/7 Assay along with 
the protocol provided by the manufac-
turer. SW48 (A) and RKO (B) colon cancer 
cell lines. RLU, relative luminesc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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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인간 대장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의존수용체 transfec-

tion을 통한 암억제 효과를 증명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이번 연구 결과, 한 가지 세포주에서 세포자멸사의 유도가 의존수

용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또한 동일한 의존수용체를 trans-

fection시켜도 세포주에 따라 세포자멸사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transfection을 통한 세포자멸사 유도는 대장암 세포주와 의존수용

체 각각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세포의 종류와 의존수용

체가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데에 있어 특이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

하며, 이는 의존수용체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

번 연구에 사용한 RET51과 RET9은 최소 2가지의 isoform을 갖는 

GDNF 수용체로서 C-terminal residue에 RET9은 9개의 아미노산을 

RET51은 51개의 아미노산을 갖는다.18 이것은 구조적으로 미세한 차

이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

다.

GDNF가 RET와 결합 시에 여러 가지 GPI-linked 보조수용체

(coreceptor)가 관여하며 각각 선호하는 보조수용체를 갖고, 결합 후

에도 GDNF-RET complex는 여러 가지 이차전령물질(secondary 

messenger)-PLCγ, Jun-N-terminal kinase (JNK), phosphati-

dylinositol-3-kinase (PI3K), Ras-MAP kinase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19 따라서 세포주 별로 서로 다른 보조수용체 또는 이차전령물질

이 존재하거나, 특정 인자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특정 인자의 활성

도가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른 작용기전 및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RET9과 RET51은 GDNF와 결합 후 서로 다른 자

가인산화과정(kinetics of autophosphorylation)을 가지며, RET9과 

RET51이 같은 세포에 존재하더라도 서로 다른 신호전달체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도 두 의존수용체의 

신호전달과 발현기능에 차이가 있다.21 또한 다발성 내분비 샘종증, 

선천거대결장(congenital megacolon, Hirschsprung’s disease), 갑상

선 수질암종(medullary thyroid carcinomas) 등 RET 유전자와 연관

된 질병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RET 유전자의 다양한 돌연변이가 관

찰되기도 하였다.22 이상과 같이 의존수용체간의 구조적 다양성, 의존

수용체 유전자의 돌연변이, 의존수용체와 리간드의 결합, 결합 후 신

호전달체계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의존수용체와 세포주의 작용에 있

어 특이성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V400 세포주에서 세포자

멸사가 유도되지 않은 원인에도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 시행해야 할 연구로서, RET 유전자의 

transfection 여부와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 등 별도의 방법으로 확

인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세포주를 제공받은 교실에서 

이번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60%의 transfection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세포자멸사 정도의 차이를 통해서 

transfection 및 RET의 기능발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

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V400 세포주에서

처럼 세포자멸사가 유도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이 transfection 단계

인지 기능발현 단계인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여전히 남게 된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연구여건 상 세포자멸사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들 중에 2가지 검사만 시행하여 세포자멸사를 확인하였다는 점이 있

다.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연구로는 의존수용체의 신호전달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세포주와 의존수용체 간의 특이성 발현기전, 의존

수용체의 탈메틸화가 세포자멸사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의존수용체

와 대장암 세포주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연구의 결

과가 세포주를 이용한 in vitro 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상적 의미

를 갖기 위해서는 동물실험 및 생체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특정 암세포에 인위적으로 의존수용

체와 그 리간드를 조작함으로써 암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촉진시킬 수

도,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대장암 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촉진시켜 암 치료에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서 새로운 대장암 치료 방법 개

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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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장암 세포 SW48과 RKO의 세포자멸사에 있어 의존수용체 RET9과 RET51 
Transfection의 역할
서현일ㆍ박동일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강릉아산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1 내과학교실

목적: 의존수용체는 리간드의 결합유무에 따라서 세포의 증식, 분화, 이동 또는 세포자멸사를 촉진시키는 수용체이다. 이번 연구는 인간 대

장암 세포주에서 의존수용체와 그 리간드를 이용하여 세포자멸사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법: 세 가지 인간 대장암 세포주에 의존수용체 RET9과 RET51을 각각 transfection시킨 후 세포자멸사를 측정하였다. 동시에 의존수용체

를 transfection시킨 12시간 후 리간드인 GDNF를 100 ng/mL 농도로 투여한 군의 세포자멸사도 측정하였다. Empty vector는 pcDNA를 사용

하였다. 또한 GDNF 농도에 따른 세포자멸사도 측정하였다. 

결과: RET51을 transfection시켰을 경우 SW48 세포주는 empty vector인 pcDNA를 transfection시킨 군에 비해 ELISA 검사 시 1.7배, caspase 

검사 시 2.19배 세포자멸사가 증가하였다. RKO 세포주는 ELISA 검사시 3.55배, caspase 검사 시 2.06배 증가하였다. V400 세포주는 세포

자멸사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RET9은 모든 세포주에서 세포자멸사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RET51 transfection 12시간 후 GDNF

를 투여한 SW48 세포주에서는 ELISA 검사 시 0.75배, caspase 검사 시 0.88배 측정되었으며, RKO 세포주에서는 각각 2.18배, 0.89배 측정

되었다. RKO 세포주에 RET51을 transfection시킨 후 GDNF의 농도를 각각 0, 25, 50, 100 ng/mL로 투여하였을 때, 투여한 GDNF의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자멸사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결론: 인간 대장암 세포주에 인위적으로 의존수용체와 그 리간드를 조작함으로서 세포자멸사를 촉진시킬 수도,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새로운 대장암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색인단어: 대장종양; 트랜스펙션; 의존수용체; 세포자멸사; 리간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