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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은 Plasma B cell에 생기는 종양이다. 전 세계

적으로 발병률은 높아지지만 완치를 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병이다. 이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Protease inhibitor등을 비롯해 다

양한 약들이 쓰이고 있지만 효과는 적은 편이다. FDA의 승인을 받은 면역 치

료제로 쓰이는 Daratumumab는 다발성 골수종 세포에 다량 발현하는 CD38의

양을 줄여 주기는 하지만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높고 환자 개개인마다

의 반응성 차이가 있어 지속 치료에는 의문이 많다. 이로 인해 대체 치료제의

개발 및 치료 지속을 위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마커 개발 및 연구

가 필요하다. 다발성 골수종 세포가 모여 있는 골수 안의 환경에서 이 세포들

은 세포 부착 단백질들의 부착 반응으로 인해 많은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신

호들을 바탕으로 다발성 골수종 세포들은 세포 사멸 기피 및 약제 저항성

(CAM-DR)을 띠게 된다. 우선적으로 hPBMC에서 이런 세포 부착분자들의 발

현양을 조사했으며, Del-1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 부착 단백질들의 발현 양 차

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비교를 위해 현재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Daratumumab와 함께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Daratumumab와 Del-1의 칵테일 요법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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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은 항체를 만들어 내는 B세포에 생기는 혈액

학적 악성 종양이다.1 뚜렷한 발병 원인이 없으며 주로 노년층에게 많이 발생

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부터 치료법의 개선 및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진단 및 치료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불치에 가까운 병

이다.2

Protease inhibitor, steroid 계열의 약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해 상용되

나10 효과는 미미하다. 최근에는 면역치료(Immunotherapy)의 일환으로 다발성

골수종 세포에 다량 발현하는 CD38을 blocking하는 항체인 Daratumumab가 쓰

이고 있다.8 그러나 이것은 치료 비용이 높고 환자에 따른 반응성 유무가 크

기 때문에 바른 약제 선택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

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Daratumumab로 인한 치료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마커가 필요하다.11

일반적인 B세포의 경우 골수(BM;Bone marrow)에서 만들어져 림프절

(Peripheral lymphatic organ)에서 성숙을 거치며, 수명이 긴 플라즈마 세포

는(Long-lived plasma B cells) 다시 골수로 돌아오게 된다. 다발성 골수종

세포 역시 이와 같은 운명(Fate)을 가지고 골수 안에 밀집하게 되는데 이때

골수 안의 미세 환경(Bone marrow microenvironment)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

는다.3

골수내 세포 외 기질(ECM;Extra cellular matrix)은 피브로넥틴(Fibronectin), 

히알루로난(Hyaluronan), 콜라겐(Collagens)으로 크게 이뤄져 있다.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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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종 세포와 골수 내 미세환경은 이러한 세포부착분자들 간의 상호 작용으

로 연결되어 있고 세포부착분자들의 발현 및 활성이 조절될 수 있다.12 골수

종 세포의 다양한 세포부착 반응이 세포의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시켜, 세포

이동(Cell migration), 귀환 유도(Homing), 증식, 분화 및 약제 저항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 그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 세포의 세포 부착 반응들은

잠재적 치료 타겟으로 인식된다.

이에, 다발성 골수종 세포와 골수 내 미세환경의 불가피한 세포부착 분자들

간의 결합을 막거나 줄이는, 혹은 골수종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세포 부착 분

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잠재적인 치료 혹은 증상 완화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Daratumumab의 경

우 CD38의 발현양이 낮거나 치료 후에 CD38의 발현양이 낮은 채로 재발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효과가 미미한 경향이 있다.14 그래서 대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내피 세포(Endothelial cells)에서 분비되는 Del-1(Development endothelial 

locus-1, EDIL3)은 크기 52kD의 당 단백질이다. 초기에 Del-1은 배 형성기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성체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또한 염증 부위로 백혈구가 혈관 내피세포에 부착 후 이동하는 것을 억

제한다.5 6

백혈구 세포막 단백질인 LFA-1(Integrin lymphocyte function-associated 

antigen 1)과 Mac-1(Macrophage-1 antigen)은 ICAM-1에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염증성 세포들이 모이는데(Recruitment)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6 또한 최근에

는 Del-1이 LFA-1의 라이간드임이 밝혀졌다.5 6또한 Del-1은 RGD moti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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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vβ3,MAC-1 과도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13

따라서 표면 부착분자(Adhesion molecules)들이 다발성 골수종에 미치는 영향

및 Del-1의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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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 Methods

2.1 재료

다발성 골수종 유세포 분석을 위한 항체는 각 αVß3(Santacruz, SC7312), 

CD11b_APC(Biolegend, 101212), Integrin beta 5(Invitrogen,14049782). LFA-

1(Biolegend,363404,301212,302114),CD38_FITC(BD,555459),CD31_APC(Biolegend,3

03116),VLA4_ACO(Biolegend, 304308)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부착분자 발현양의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 Anti-CD38(antibody online.com, 

abin6731003), Control IgG(SouthernBiotech, 0151K-14), Del-1(rhEDIL3, R&D, 6046-ED)

도 각각 구입하였다. 

다발성 골수종 세포는 ATCC에서 RPMI8226(ATCC, CCL155), H929(ATCC, CRL-

9068)에서 구입하였다. 

2.2 세포 및 세포주 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세포주들은 Human 세포주이다. 배양액은 RPMI1640에 heat 

inactivated FBS(Fetal Bovine Serum) 10%가 들어간 배지를 사용하였다. (T-75 Flask, 

15ml media, 5% CO2, 37 � incubator에서 배양함.). 계대배양은 배양중인 세포의 밀

도가 5x105/ml~1x106/ml 사이일 때 배양중인 배양액 전부를 50ml tube에 옮긴다.

원심분리기(1000rpm, 5분)를 이용해 상층액을 제거하고 새로운 배양액을 15ml 

넣어준 후 계획한 양만큼 희석해 배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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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el-1 immobilization

Del-1을 실험에 쓰일 농도(5㎍/ml, 20㎍/ml)에 맞게 DPBS로 희석한 후 200㎕

를 24 well plate에 넣고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2시간 둔다. 세포를 넣

기 전 남은 용액을 suction을 이용해 제거한다.

2.4 CD38 antibody및 IgG adding

각각 실험에 쓰일 농도(1㎍/ml, 5㎍/ml)를 RPMI 배양액에 넣어준 뒤 세포와

함께 배양접시에 넣어준다. 그 후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16시간 배양한

다.

2.5 FACS analysis

배양접시의 배양액을 모두 Ep tube에 옮긴다. 200㎕의 DPBS혹은 Media를 이용

해 well을 두 번 씻어주고 그 배양액을 모두 Ep tube에 옮긴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1000rpm, 5분) 상층액을 제거한 후 FACS buffer를 이용해 resuspension한

뒤 항체를 넣어준다. 40분 동안 4℃에서 incubation한 뒤 유세포 분석을 한다.

2.6 Daratumumab와 Del-1의 시간차 처리후 유세포 분석

Daratumumab를 media에 1㎍/ml의 농도로 첨가한 후 세포와 함께 배양접시에서

16시간 배양한다. Del-1은 PBS에 5㎍/ml의 농도로 immobilization을 두 시간

(37℃,5%CO2 incubator)한 후 Daratumumab와 함께 배양한 세포를 옮겨준다.

16~24시간 후 유세포 분석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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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ratumumab와 Del-1의 동시 처리후 유세포 분석

Del-1을 PBS에 5㎍/ml의 농도로 immobilization을 두 시간(37℃,5%CO2 incubator)

한 후 Daratumumab(1㎍/ml)이 첨가된 배지와 세포를 넣어 16시간 배양한다. 배

양 후 세포들을 유세포 분석한다.

2.8 CFSE를 사용한 세포 증식 관찰

5mM의 CFSE를 1ml의 PBS에 섞어 세포와 함께 37℃,5% incubator에 20분간 둔

다. 이때 세포가 들어있는 tube는 호일로 막아 빛을 차단한다. 5ml의 세포 배

지를 섞어37℃,5% incubator에 5분간 둔다. 1000RPM, 5분동안 원심분리를 하고

유동액은 제거한다. 1ml의 세포배지를 넣어 세포와 섞어준 뒤 실험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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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3.1 Human multiple myeloma cell lines에서 세포 부착분자들의 발현 확인

다발성 골수종 세포를 ATCC에서 구입 후 실험에 쓰일 candidate cell 

lines에서의 세포 부착 분자들의 발현양을 유세포 분석으로 확인함. CD38 high, 

CD38 low, 와 B세포의 대조군으로 Jurkat T 세포가 쓰였음.

3.2 human immune cell lines에서 세포 부착분자들의 발현 확인

hPBMC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쓰일 Candidate cell lines에서의 세포

부착 분자들의 발현양을 유세포 분석으로 확인함. B cell line으로 Immortalized B 

cell, Raji B,Nalm6 ,RPMI8226, H929 Cell line이 사용되었고 Control로 사용하기 위

해 T cell line인 Jurkat cell이 사용되었음.

3.3 Del-1 treatment후 multiple myeloma cell에서의 integrin expression확인

Target cell line에서 발현하고 있는 세포 부착 분자들이 Del-1의 처리 후 발현양

을 유세포 분석으로 확인. RPMI8226 cell, Raji B cell, Jurkat T cell이 실험에 쓰임.

3.4α-CD38 treatment후 multiple myeloma cell에서의 integrin expression확인

Target cell line에서 발현하고 있는 세포 부착 분자들이 CD38 antibody의 처리 후

발현 양의 차이를 유세포 분석으로 확인함. 

3.5 Daratumumab와 Del-1의 시간차 처리

Daratumumab와 Del-1을 세포주에 시간차 처리한 후 세포 부착 분자들의

발현양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확인함. B cell line으로 는 Raji, RPMI8226이

쓰였고 대조군으로 Jurkat T세포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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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aratumumab와 Del-1의 동시 처리

Daratumumab와 Del-1을 세포주에 동시에 처리한 후 세포 부착 분자들의

발현양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확인함. Raji,RPMI8226라인과 Jurkat T 세포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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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uman multiple myeloma cell lines에서 세포 부착분자들의 발현 확인

CD38 high, low세포를 대상으로 유세포 분석 방법을 통해 다발성 골수종과 연

관이 있을 candidate라고 생각되는 A)CD38, B)CD49d(VLA4), C)CD11b(MAC1),

D)alpha V beta3, E)CD31의 발현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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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uman immune cell lines에서 세포 부착분자들의 발현 확인

각 B,T Cell line에서 A)CD38, B)CD49d(VLA4), C)CD11b(MAC1), D)alpha V beta3, 

E)CD31의 발현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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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l-1을 Multiple myeloma cell에 treatment후의 adhesion molecules의 발

현양 변화

Del-1을 5㎍/ml 의 농도로 37℃ 5% CO2 incubator에서 두 시간 동안

immobilization시킨 후 세포 배양 접시에 세포를 넣어 16시간 배양한 뒤 세포

부착 분자의 발현 양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A)CD38, B)CD49d(VLA4), 

C)LFA-1(Activated form), D)LFA-1(Closed form), E)alpha V beta3, F)CD11b(MAC1) 

G)CD31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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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Daratumumab(anti-CD38)/IgG를 Multiple myeloma cell에 treatment후의

adhesion molecules의 발현양 변화 확인

Daratumumab을 1㎍/ml 의 농도로 세포 배지에 섞어 세포와 함께 16시간 동안

37℃ 5% CO2의 incubator에서 배양함. A)CD38, B)CD49d(VLA4), C)LFA-

1(Activated form), D)LFA-1(Closed form), E)alpha V beta3, F)CD11b(MAC1)의 발현을

유세포 분석을 통해 확인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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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Daratumumab와 Del-1을 시간차로 처리해 준 후 adhesion molecules의

발현양 변화

Daratumumab을 5㎍/ml 의 농도로 세포,배지와 함께 섞어 16시간 동안 37℃ 5% 

CO2의 incubator에서 배양함. 그 후 37℃,5% CO2의 incubator에서 두 시간

immobilized한 Del-1 배양 접시에 세포를 모두 옮긴다. 16시간 후 유세포 분석

을 통해 A)CD18, B)LFA-1(Closed form), C)LFA-1(Activated form), D)CD38, E)CD31

의 발현을 확인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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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Daratumumab와 Del-1을 동시에 처리해 준 후 adhesion molecules의 발

현양 변화

Daratumumab 5㎍/ml, 37℃,5% CO2의 incubator에서 두 시간 immobilized한 Del-1 

배양 접시에 세포를 배양한다. 16시간 후 유세포 분석을 통해 A)CD18, B)LFA-

1(Closed form), C)LFA-1(Activated form), D)CD38, E)CD31의 발현을 확인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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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Daratumumab와 Del-1을 차례로 처리, 함께 처리했을 때의 세포 증식의

차이를 관찰

CFSE로 염색한 세포를 Daratumumab와 Del-1으로 처리한 뒤 세포의 증식에 차

이가 있는지를 관찰. 각각 Daratumumab와 Del-1을 시간차 처리, 함께 처리했을

대의 세포 증식을 보았음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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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ussion

Adhesion molecules의 expression level을 알아보기 위해 hPBMC를 사용했다.

실험에 쓰인 PBMC의 경우 Cancer survivor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Control로

Normal person의 PBMC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동일 인물에게서 채취한

검체가 아닌 점을 보완할 경우 더 정확한 실험 결과 및 양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ell line에서 adhesion molecules의 expression 양을 본 후

Control cell line으로 초반에는 Immortalized B cell line을 사용했으나 후반

실험에서는 hPBMC에서 관찰되는 expression 양상과 비슷한 Raji B cell과 B

cell과의 비교를 알 수 있는 Jurkat T cell을 control로 사용했다.  또한 Del-1이

multiple myeloma의 adhesion molecules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Del-1 protein을 well에 adding하는 방식에서 Plate에 immobilization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Del-1이 Evenly spread 된 상황에서 실험하였다. Del-1과 가장

관련이 깊은 LFA-1 molecule의 경우 각각 activated form, Closed form, CD18, 이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근 한 논문에서 LFA-1의 Antibody clone에 따라 LFA-1의 function이

달라진다는 내용을14 보고 LFA-1의 function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LFA-1의

structure를 recognition하는 antibody를 사용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LFA-1 activated form의 경우 sampling과정에 있어 further 

activation을 시키거나 activation된 상태를 stable하게 해 주지 못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plate에 FACS antibody를 adding후 incubation하는 방식을 취했다.  

Control로 사용했던 IgG의 경우도 Adhesion molecules(Integrin)의 function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antibody specificity를 위해 실험은

진행하지만 Figure를 구성할 때는 un treated군(Group)과 CD38 antibody를 treat한

군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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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el-1 및 CD38 antibody treatment 전 후의 adhesion molecules 

expression양상이 stable하게 재현되지 않아 figure의 구성 및 further experiment로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실험자 본인에게 Technical error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모든 실험은 Postdoc과 함께 실험하였으며 Cell의 activation을 위해

multiple myeloma cell을 activation시키는 TNF-α, PMA를 사용해 실험을

해보았으나 level의 변화는 없었다.

FACS기계가 실험하는 기간동안 fluorescence detection을 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CFSE를 이용, Jurkat T cell을

1:1,000/1:10,000/1:100,000으로 staining후 unstaining한 cell을 control로 하여

유세포 분석도 해보았다. 실험에 사용하는 Cell의 viability에 대한 concern을

해결하기 위해 Early passage의 cell stock을 사용, thawing후 한 stock으로 세 번

이상의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cell의 passage가 오래되어 culture하는

상태에서 adhesion molecules의 expression level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cell culture에 사용되는 media 및 FBS는 Catalog 

number및 Lot number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쓰이는 모든 antibody들은 적정 온도에서 storage되고 있으며 Del-1 

protein의 변질도 고려해보았으나 aliquot은 ice위에서 하고 있으며 aliquot된 ep 

tube의 경우 실험 직전 -80℃ deep freezer에서 꺼내 사용 후 신속히 되돌려

놓고 있어 변질에 대한 가능성도 적다. FACS Buffer에 cell을 activation시키거나

inactivation시키는 reagent들이 들어있는지 또한 check해 보았으나 아직까지는

실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error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또한 현재 쓰이고 있는 약물과 칵테일 요법으로 Del-1이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Daratumumab와 Del-1을 함께 다발성 골수종 세포에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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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부착분자들의 발현양의 증감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했을 때 보다 Daratumumab로 처리를 한 후 Del-1으로 처리를 했을 때

표면 부착 분자들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향후 환자의 샘플을 통한 연구 및

면역 결핍 쥐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세포 부착 분자들이 다발성 골수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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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ple myloma is plasma B cell cancer which is incurable. There’ no right treatment and 

medicines for multiple myeloma even though the incidence rate has been increased. 

Protease inhibitors are one of the medicine to releave the symptom of multiple myeloma 

but the effect of protease inhibitor is limited. Daratumumab, the fist FDA approved 

monoclonal antibody for treatment of multiple myeloma, has been used to reduce the 

expression of CD38 on multiple myeloma cell.However, the cost of Daratumumab to treat 

multiple myeloma is high and the reactivity to Daratumumab is depends on patient. Hence, 

to clarify whether Daratumumab could be used as a therapeutic method for multiple 

myeloma is important step not only for patient also researchers. Multiple myeloma cells 

reside in the bone marrow. In this microenvironment., multiple myeloma cells can receive 

signals through adhesion molecule.The signaling can enhance the survival of multiple 

myeloma cells and CAM-DR, and evade apoptosis as well. 

To observe the marker for multiple myeloma treatment, the expression level of adhesion 

molecules on HPBMC is screened. Secondly, the expression level change in treatment of 

Del-1 is observed. To compare the exact effect or changes, the Daratumumab was also 

treated as 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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