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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medin B (NMB) acts as a growth factor or a 
morphogen and plays a role in cancer progression. Indeed, 
the NMB receptor (NMB-R) is overexpressed in different 
types of tumors. In our curr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involvement of NMB-R in the proliferation of oral cancer 
cells. Huma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SCC) and 
human oral cancer cells, SCC-25 cells were found to be 
NMB-R-positive. The NMB-R antagonist PD168368 
inhibited the proliferation of SCC-25 cells and reduced their 
colony formation capacity. We also found that PD168368 
induced the cell cycle arrest and apoptosis of SCC-25 cells in 
a dose-/time-dependent manner. Overall, this antitumor 
activity of PD168368 in human oral cancer cells suggests that 
NMB-R is a potential target for the futur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uman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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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Neuromedin B (NMB)는 gastrin-releasing peptide (GRP)
와 함께 포유동물의 bombesin-like peptide계로 잘 알려져 

있다[1]. Bombesin-like peptide는 외분비, 평활근 수축, 혈

관 및 혈당 조절, 체온조절과 같은 생리적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 최근에는 bombesin-like 
peptide와 그의 수용체가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전

립선암과 같은 여러 가지 고형암에서 과다발현되는 것

으로 알려지면서 암에서의 bombesin-like peptide와 그 수

용체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3,4]. 다

양한 연구들에서 GRP와 NMB는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촉진시키고, 고형암의 성장에 필수적인 혈관

신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이와 같

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GRP 수용체의 저해를 통하여 

인간 악성종양의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7]. 여러 가지 연구에서 GRP 수용체의 길항제, 단일클

론항체, 안티센스 올리고헥산염을 이용하여 인간 종양 

및 실험동물의 암에 대한 억제효능이 증명되고 있다

[8,9]. 반면에 NMB 수용체 길항제가 개발되었지만 항암

효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본 연구실에서 NMB 수용체 길항제가 유방암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연구하여 보고한 바 있다[10]. 
두경부 편평세포암종(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HNSCC)는 전세계적으로 6번째로 호발되는 

암이며 이중 10%가 구강 편평세포암종(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1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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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OSCC에서 세포생물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대한 

증가로 OSCC에서의 생물학적 마커의 동정 및 분자생물

학적 표적 발굴과 같은 신개념의 암 예방 및 치료제 개

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14].
HNSCC에서 GRP 수용체의 발현양상이 보고되고 있지

만 구강암을 포함한 두경부암에서 NMB 수용체의 발현 

및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NMB 길
항제가 구강 암세포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기전을 밝힘으로써 NMB 수용체 길항제의 구강암에 

대한 항암효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PD168368과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시약은 각각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와 Sigma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Propidium 
iodide (PI) 및 RNase A 역시 Sigm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TdT-mediated dUTP nick end labeling (TUNEL)은 Promega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Cyclin D1, CDK4, p21, p27, 
cleaved-caspase-3, cleaved-PARP, Bcl-2, XIAP와 같은 항체

들은 모두 Santa Cruz biotechnology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α-tubulin 항체는 Biogenex (USA)에서 구매하였다. 
HRP-conjugated anti-rabbit IgG와 anti-mouse IgG, 그리고 

Biotin-conjugated anti-rabbit IgG 항체는 Jackson Laboratory 
(USA)에서 구매하였다. 

세포배양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USA)에서 구매

한 인간 구강암 세포주 SCC-25는 DMEM/F12 1:1 배지, 
YD-9 세포는 DMEM/F12 3:1 배지, YD-10B 세포는 

RPMI1640를 기본 배지로 사용하였다. 3가지 세포 모두 1% 
penicillin streptomycin 항생제와 10% fetal bovine serum로 보

강하여 세포 배양을 하였고, 모두 GibcoBRL (USA) 제품을 

이용하였다. 세포들은 37℃,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

하며, 3-5일마다 계대 배양하며 유지하였다.

MTT assay
SCC-25 세포를 24 well plates에 각각 5×104 cells/well씩 

분주하고 500 ul의 배양액에 PD168368을 각기 다른 농도

와 시간으로 배양하였다. 배양액 제거 후 5 mg/ml의 

Tetrazolium Salt MTT 용액을 각 well마다 50 ul 첨가하고 

37℃에서 4시간 배양시킨 후 ELISA 기계(Dynex 
Technologies,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Colony formation assay
0.9% soft agar와 10% FBS, 1% PS가 포함된 DMEM/ 

F12 1:1 배양액 500 ul를 잘 섞어서 4℃에서 30분 정도 

굳힌 뒤 base layer가 만들어지면 37℃ 배양기에 넣는다. 
Cell layer에 사용할 0.4% agar와 8×103 SCC-25 세포가 

포함 된 배양액을 잘 섞어서 base layer 위에 뿌려주고 

4℃에서 10분 정도 굳힌다. PD168368이 포함되어 있는 

배지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지 250 ul를 각각의 agar 
plate에 넣어주고 colony가 형성되는 것을 14일 동안 관

찰한다.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analysis)
SCC-25 세포를 5×105 cells/well로 6-well plate에 키운 

뒤, PD168368을 농도 별로 처리하여 48시간에서 72시간 
까지 배양한 후 세포를 수거하였다. 수거한 세포는 차가

운 PBS로 두 번 세척하고,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

거하였다. 세포가 서로 엉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

가운 75 % 에탄올을 첨가하여 4℃에서 1시간 고정시켰

다. 고정된 세포를 원심분리하여 에탄올을 제거하고 다

시 PBS로 씻어준 후, 2 ㎎/㎖ RNase A를 첨가한 PBS 
100 ㎕를 넣고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PI 
(propidium iodide)를 PBS에 50 ㎍/㎖로 희석하여 첨가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각 처리군을 유세포측

정분석기(BD Bioscience, USA)로 측정하였다.

TUNEL assay
세포 핵 내의 DNA 단편화(nuclear DNA fragmentation)를 

측정함으로써 세포의 세포사멸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TUNEL Assay를 실시하였다. 세포를 chamber slide에 배양한 

후, 대조군과 각각의 조건에 맞도록 약재 처리하였다. 24시
간이 지난 후, 세포를 4% methanol-free formaldehyde solution
에 4℃에서 25분간 고정시키고, PBS에 5분간 담가 두었다. 
고정이 끝난 후 100 ㎕의 equilibration 용액에 담가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세포 내부의 DNA fragment를 라벨하기 

위해서, fluorescein-12-dUTP가 함유되어있는 50 ㎕의 terminal 
deoxy-nucleotidyltransferase를 첨가하고 플라스틱 coverslip
을 덮어 37℃에서 습기가 유지되는 암 환경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Coverslip을 제거하고 SSC용액에 15분간 담가 

반응을 종결시킨 후, PBS로 3회 세척하여 반응하고 남은 

fluorescein 12-UTP를 제거하였다. 핵을 염색하기 위해 1 ㎍/
㎖ 농도의 PI에 15분간 염색하고, 형광현미경(Nikon, Japan)
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Western immunoblot analysis
실험군과 대조군의 세포들은 lysis buffer (40 mM Tri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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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 EDTA, 120 mM NaCl, 0.1% NP-40, protease inhibitor 
cocktail (Sigma))를 이용하여 용해시킨 뒤, 10~15% gel로 

SDS-PAGE를 실시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1시간 동안 전

기적 방법으로 nitrocellulose membrane (Amersham Pharmacia 
Biotech, USA)으로 옮긴 후, membrane을 blocking buffer 
(1×TBS, 0.1% Tween-20, 5% skin milk)에 넣고 상온에서 1시
간 반응시킨 후 각각의 1차 항체를 처리하여 4℃에서 16~24
시간 반응시킨다. 1차 항체 반응이 끝나면 1X TBS-T buffer
로 상온에서 10분 동안 3회 세척한 후 HRP 결합을 가진 

2차 항체를 사용해 다시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다. 
2차 항체 반응이 끝나면 1X TBS-T buffer로 상온에서 10분 

동안 3회 세척한 후 ECL (Amersham Pharmacia Biotech) 시스

템을 이용하여 발색시키고 필름에 감광시켰다.

면역조직화학염색
정상 대조군으로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성인 

환자 중 흡연의 기왕력이 없으며 다른 구강 점막 병소가 

없는 정상 성인의 구강점막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부산대학

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조직 생검 또는 수술에 의하

여 구강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 채취를 하였다. 충분히 건조된 동결조직절편은 acetone 
(-20℃)으로 20분간 고정한 뒤 다시 실온에서 건조시켰으며, 
파라핀 조직은 탈파라핀 과정을 통해 충분히 파라핀을 제거

한 뒤 증류수에 세척하였다. 준비된 조직들은 PBS로 수세한 

후 0.3% H2O2가 포함된 PBS 용액에서 20분간 반응시킨다. 
PBS 세척 후 5% normal horse serum으로 실온에서 1시간 

적용시킨 뒤, 일차 항체인 polyclonal rabbit anti-NMB-R 
antibody를 1:2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16-18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 다음날 PBS로 세척 후, 이차 항체인 biotin 
conjugated goat anti-rabbit antibody를 1:200으로 희석하여 실

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Avidin-biotin complex 
(Vectastain Elite Kit, USA) 용액을 실온에서 1시간 반응 시킨 후 
PBS로 세척하고 0.05%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 Sigma)와 0.003% H2O2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발색 정

도를 확인하였다. 반응이 끝난 조직절편은 Mayer’s 
hematoxylin (DAKO, Germany)으로 대조염색 후 탈수 과정

과 투명과정을 거쳐 영구표본을 제작하였으며, 광학현미경

(Nikon, Japan)으로 조직을 관찰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Olympus, Japan)로 촬영 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 대한 실험결과는 세 번 실험하여 얻어진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나타내었고 그룹간의 통계적 차

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P값이 0.01 미만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구강암 및 구강암세포주에서 NMB 수용체의 발현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서 과발현되고 있는 NMB 수

용체의 발현을 확인하고자, 구강암 환자로부터 채취한 

종양조직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그 결

과, NMB 수용체가 환자의 구강암 조직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DAB 발색과 형광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Expression of NMB-R in human squamous cell 
carcinoma tissue and SCC-25 human oral cancer cells.
(A) Human normal tissues and oral cancer tissues were obtained 
from surgical specimens of patients. Slides were immunostained 
with NMB-R antibodies. Sections were stained without primary 
anti-NMB-R antibodies as negative controls. Samples were 
counterstained with hematoxylin to reveal morphology. -1°A: 
unlabeled primary antibody (negative control), +1°A: labeled 
primary antibody. (B) The table represents the incidence of 
NMB-R expressions in normal and oral cancer tissues. (C) The 
total RNA was isolated and analyzed by RT-PCR using the 
primers specific to human NMB-R. β-actin was used as the 
internal control. (D) Protein expression level of NMB-R was 
confirmed by Western blot using anti-NMB-R antibody. α
-tubulin was served as the loading control.



4 Hyun-Joo Park, Jae-Hoon Jeon, Mi-Kyoung Kim, Mi Heon Ryu, Yong-Deok Kim, Soo-Kyung Bae, and Moon-Kyoung Bae

(Fig. 1A). 뿐만 아니라, 정상 구강조직에서 NMB 수용체

의 발현이 33.3% 정도임에 비해 구강암 조직에서 NMB 
수용체의 발현이 87.5% 에 달하는 것은 NMB 수용체가 

암조직에서 그 발현 빈도가 높음을 시사해준다(Fig. 1B). 
다음으로 인간 구강암세포주인 SCC-25 세포에서 NMB 
수용체의 mRNA와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해 RT-PCR과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보고에서 NMB 수용체가 과발현 된다고 알려진 

유방암세포주 MDA-MB-231 세포 못지않게 SCC-25 세

포 역시 많은 양의 NMB 수용체의 mRNA와 단백질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C & 1D). 

NMB 길항제가 세포의 증식 및 집락 형성에 미치는 영향 
NMB 길항제가 인간 구강암세포주인 SCC-25 세포의 증

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농도별(20 
μM, 50 μM, 100 μM), 시간별(1일, 2일, 3일)로 NMB 길항제

인 PD168363를 처리하여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Fig. 2A 

Fig. 2. PD168368 reduces the growth of SCC-25 human oral 
cancer cells.
(A) SCC-25 cells were treated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PD168368, and the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on days 1, 2, and 3. Data we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compared to control. (B) 
SCC-25 cells were treated with PD168368 (20 and 50 μM) and 
were allowed to form colonies in fresh medium for 14 days. 
The photomicrographic difference and influence of colonies in 
colony formation are shown. (C) The graph shown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n 
colony forming assay. * P<0.05 compared to control.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16836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CC-25 세포의 증식이 현저히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높은 농도의 PD168363 (50 μM, 100 μM)를 처리

하였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폭으로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구강암 

세포주인 YD-9과 YD-10B 세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이는 SCC-25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구강암 세포에서 

PD168368의 증식억제 효과를 입증해준다(data not shown). 
다음으로 암세포의 특징 중 하나인 anchorage-independent 
growth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colony formation assay를 실시

하여 SCC-25 세포의 집락형성에 NMB 길항제가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NMB 길항제의 용매로 쓰인 

DMSO를 처리한 대조군에서는 부드러운 한천 위에서 

SCC-25 세포가 집락을 잘 형성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Fig. 
2B). 하지만 20 μM PD168363와 50 μM PD168363를 처리하

였을 경우, SCC-25 세포의 집락형성이 50%와 35%까지 각

각 감소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Fig. 2C). 

NMB 길항제가 세포주기 정지(cell cycle arrest)에 미
치는 영향 

PD168363를 처리한 SCC-25 세포의 세포주기(cell 
cycle)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유세포 분석을 실시하였

다. 50 μM의 PD168368을 48시간과 72시간 처리한 뒤, 
PI 염색을 통해 DNA content를 관찰한 결과, 48시간 처

리된 PD168368에 의해 SCC-25 세포의 G1 arrest가 유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G1 arrest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세포주기 관련 유

전자들의 조절에 의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자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G1 단계의 세포주기를 조

절하는 cyclin D1과 CDK4 (cyclin-dependent kinase 4)의 

발현이 현저히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DK4 inhibitor인 p21과 p27의 발현이 높게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B & 3C). 이러한 결과로 보

아, PD168368은 cyclin D1/CDK4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

을 통해 G1 arrest를 유도함으로써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NMB 길항제가 세포 자멸사에 미치는 영향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면 세포주기의 sub-G1 기에 해당

하는 세포들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15]. 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세포주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PD168368은 세포주기 정지를 유

도했을 뿐만 아니라, PD168363가 72시간 동안 처리된 구

강 암세포주들의 경우는 sub-G1기의 세포빈도가 대조군

에 비해 역시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 따라서 세포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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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D168368 induces cell cycle arrest in SCC-25 human 
oral cancer cells. 
(A) SCC-25 cells were treated with PD168368 (50 μM) for 
indicated times. For FACS analysis, nuclei were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and the DNA content of the cell nuclei was 
measured. The percentage of cells in the G1, S, and G2/M 
phases of the cell cycle are shown. (B) After treatment with 
PD168368 (50 μM),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against cyclin D1, CDK4, p21 and 
p27 antibodies. α-tubulin was served as the loading control. 
(C) The panel showed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percent 
change in levels of cyclin D1, CDK4, p21 and p27. The 
Western blots were quantified using Image-J software. Data 
we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compared to control.

이 일어난 세포들만 선택적으로 염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TUNEL assay 방법을 도입하여 PD168368에 의한 구강암

세포 SCC-25의 세포 자멸사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50uM의 PD168368을 72시간 처리한 SCC-25세포에서 많

은 수의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형광현미경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DAPI 핵 염색 대비 TUNEL 
positive 세포들을 개수하여 정량적인 수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Fig. 4A). 뿐만 아니라 세포 자멸사 기전을 조절하

는 유전자들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고자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PD168368가 처리된 SCC-25 세포에

서는 대표적인 세포 자멸사 유전자인 caspase-3의 활성형

이 늘어났으며 그 기질에 해당하는 PARP가 분절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anti-apoptotic gene으로 알려진 

Bcl-2와 XIAP 단백질들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

었다(Fig. 4B & 4C). 이러한 결과는 NMB 수용체길항제인 

PD168368이 직접적으로 구강암세포 SCC-25의 세포 자멸

사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4. PD168368 induces apoptosis in SCC-25 human oral 
cancer cells. 
(A) SCC-25 cells were treated with PD168368 (50 μM) for 72 
hr, cellular apoptosis was examined by the TUNEL assay. The 
stained cells (green) were counted, and the percentage of 
positive cells was calculated. DAPI (blue) stains nuclear DNA. 
(B) After treatment with PD168368 (50 μM),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against 
caspase-3, PARP, Bcl-2, and XIAP antibodies. α-tubul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C) The panel showed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percent change in levels of caspase-3, PARP, 
Bcl-2, and XIAP. The Western blots were quantified using 
Image-J software. Data we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compared to control.

고  찰

펩티드성 호르몬이 자가분비 작용 및 인접분비 작용

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 침습, 암혈관신생을 촉진하여 

암의 성장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보

고에서 증명이 되어왔다[16]. 또한 이들 펩티드성 호르

몬은 그들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그 작용을 매개하므로 

수용체에 대한 특이적인 길항제 및 차단제를 이용하여 

펩티드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방법이 암치료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17]. 
Bombesin은 아미드화 tetradecapeptide로써 최초로 양서

류의 피부에서 분리되었으며, 이후 포유동물에서도 유사 

계열의 펩티드인 GRP와 NMB가 동정되었다[18]. 향후 

여러 보고에서 bombesin-like peptide와 그 수용체들이 여

러 가지 암조직 및 암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이 



6 Hyun-Joo Park, Jae-Hoon Jeon, Mi-Kyoung Kim, Mi Heon Ryu, Yong-Deok Kim, Soo-Kyung Bae, and Moon-Kyoung Bae

증명되었다[3,4]. 특히 본 연구실에서는 NMB 수용체가 

유방암조직 및 세포에서 과다발현이 되어 있음을 보고

한 바 있다[10,19-21]. 최근 연구에서는 두경부 암조직에

서 GRP 수용체의 발현이 높아져 있었으며, 협부 점막에

서의 GRP 수용체의 발현이 두경부암의 높아진 위험도

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2]. 그리고 정상 점

막상피세포에 비해 두경부 암세포에서도 GRP 수용체의 

높은 발현이 확인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구

강 암조직 및 세포에서 NMB 수용체의 발현을 확인하

였다. 향후 여러 병기의 구강암 조직에서 수용체 발현 

및 분포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ombesin-like peptide들은 암세포에 존재하는 G 단백 

결합 수용체의 일종인 각각의 특이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변화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증

식 및 전이를 촉진시키게 된다[24,25]. 본 연구실에서는 

NMB가 혈관내피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ERK1/2), Akt,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를 활성화시킴으

로써 혈관내피세포의 이동, 침윤, 관형성능을 높여 혈관

신생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5]. 또한 

고형암 내 혈관신생을 유도하는 대표적 신호인 저산소 

상태가 NMB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관찰

하였다[26]. NMB는 폐암세포에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의 인산화시킴으로써 활성화시켜 

폐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27]. EGFR
은 두경부암의 종양 유전자로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구

강암세포에서 NMB에 의한 EGFR 활성유도 및 이에 따

른 종양형성에 관한 연구는 더 진행해야 할 과제로 생

각된다. 
다양한 연구에서 GRP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 및 안티

센스 올리고헥산염, GRP의 단일클론항체 및 drug-linked 
/radiolabeled GRP가 항암 효능을 보인다는 사실이 증명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임상적으로도 적용되어 그 유효성

이 입증되고 있다[28]. 두경부암에 적용된 보고에서 

GRP가 두경부암 세포의 증식이 농도의존적으로 촉진시

켰으며 GRP 단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중화시켰을 경우 

두경부암 세포의 증식이 저해됨이 in vitro와 in vivo 모

델에서 증명된 바 있다[23]. 이와 같이 GRP 또는 GRP 
수용체를 표적으로 한 항암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 NMB 및 그 수용체를 표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본 연구실에서 NMB 
수용체의 길항제가 NMB가 유도하는 혈관신생을 억제

하였으며, 고형암에서의 미세혈관신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암의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NMB 

수용체의 길항제가 유방암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하고 in 
vivo 모델에서 유방암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알아

내었다[10]. 그리고 NMB 수용체를 저해시키면 C6 신경

교종세포 및 폐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7,29].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NMB 수용체의 길항

제가 구강암세포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NMB의 수용체를 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암세포에서 NMB 수용체가 진단 및 치료

에 있어 매력적인 표적 유전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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