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Introduction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대장암은 Adenomastous 

polyposis coli를 포함한 다양한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외에도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만성 염증, 

세균 감염, 식생활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 및 진행에 기여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최근 Fusobacterium nucleatum (F. nu-

cleatum)이 대장암 환자의 조직 표본에서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F. nucleatum과 대장암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F. nucleatum은 혐기성 그람 음성균 중의 하나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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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 cancer is one of the most common malignant tumors, but there are still a few validated biomarkers of colon 
cancer. Exosome-mediated microRNAs (miRNAs) have been recognized as potential biomarkers in cancers, and 
miRNAs can regulate a variety of genes. Recently, Fusobacterium nucleatum was discovered in the tissues of human 
colon cancer patients. Its role in colon cancer was highlighted. F. nucleatum may contribute to the progression of 
colon cancer through the mechanism of exosome-mediated miRNAs transfer. However, the exosomal miRNAs 
regulation mechanism by F. nucleatum in colon cancer is not well known. Thus, we performed next-generation 
sequencing to investigate the overall pattern of exosomal miRNAs expression in the colon cancer cell culture 
supernatant. We have confirmed the alterations of various exosomal miRNAs. In addition, to investigate the function 
of exosomal miRNAs, a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target genes 
of changed miRNAs. Potential target genes were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signaling pathways, and one of these 
pathways was related to colorectal cancer.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F. nucleatum can alter exosomal miRNAs 
released from colorectal cancer cells. Furthermore, exosomal miRNAs altered by F. nucleatum could be potential 
biomarkers for the diagnosis and therapy of col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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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치주염 관련 병원균이나 대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실험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3-5]. 

엑소좀(exosome)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막 소포(30–200 nm)로, 

mRNA와 microRNAs (miRNAs)와 같은 다양한 핵산을 패키징하여 

체내순환에서 내용물의 손상 없이 다른 세포로의 침습적 접근이 가능한 

운반체이다[6-8]. 주변 세포로 이동 가능한 형태라는 점에서 종양세포

와 주위 종양미세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중요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엑소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엑소좀의 기능과 대장암 위

험인자로서의 F. nucleatum 역할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고려 시 대장

암 발생 및 진행에 미치는 과정 중에 F. nucleatum에 감염된 대장암세

포가 다양한 miRNA를 함유한 엑소좀을 유리하여 종양미세환경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병소 진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9,10]. 

엑소좀 내에 분포하고 있어 주위 종양미세환경 변화 및 암 진행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유전체로 생각되고 miRNAs는 길이가 약 18–25 뉴

클레오타이드인 small non coding RNA이다[11,12]. miRNA는 다

양한 유전자들과 결합하여 유전자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암 진단 및 악성도 표지자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탐색되고 있다

[13,14]. 각종 암에서 특정 miRNA 발현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세포 발생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miRNA 발현 변화를 관찰하

는 연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12,15]. 본 연구에서도 NGS 기반 게놈 전

체 조사를 활용하여 F. nucleatum에 감염된 대장암세포에서 유리되

는 엑소좀 내에 존재하는 miRNAs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F. 

nucleatum에 감염된 대장암 세포는 엑소좀을 유리하여 주변 종양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F. nucleatum

에 감염된 대장암 세포에서 유리되는 엑소좀 내 miRNAs의 발현 정도

와 특성을 파악하여 추후 기능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결

과는 향후 대장암 진단에 대한 유용한 바이오마커 개발의 자료로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

1. 세포 배양과 세균 감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대장암 세포주 SW480을 사용하였다. 

SW480 세포는 37℃, 5% 이산화탄소 배양기에서 10% 소태아혈청

(fetal bovin serum, HyClone Laboratories Inc., South Logan, 

UT, USA)을 함유한 RPMI1640 배지(Welgene, Gyeongsan, Ko-

rea)로 배양하였다. 대장암 세포에 치주 세균을 감염시키기 위해 4시

간 동안 F. nucleatum과 Porphomonas gingivalis strain33277

를 감염 다중도(multiplicity of infection) 500으로 대장암 세포와 함

께 배양하여 세균이 대장암 세포 내부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배지에 남아있는 치주세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산완충식염수 용액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두 번 세척하고 엑소좀이 제

거된 2% 소태아혈청을 포함하는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여 20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 세균 배양

F. nucleatum과 P. gingivalis는 hemin (5 μg/mL)과 비타민 K (2 

mg/mL)가 첨가된 Gifu Anaerobic Medium를 이용하여 37℃ 혐기

성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 엑소좀 분리와 miRNA 추출

원심분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세포 배양 배지에서 엑소좀을 분리 

및 정제하였다. 먼저 세포 배양 배지를 모으고 3,000 g의 속도로 15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제거하였다. 상등액 중 엑소좀 외의 소

포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심분리 필터 농축 컬럼(PALL)으로 옮긴 후 

3,000 g의 속도로 4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농축된 상등액을 10,000 

g의 속도로 초고속 원심분리를 실시하였고 다시 상등액을 취하여 

100,000 g의 속도로 재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을 제거하고 남은 최종 

엑소좀을 100 μL의 PBS에 재현탁시켜 –80℃에 냉동 보관하였다. 그 

후 miRCURYexosome Isol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

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의 프로토콜에 따라 RNA를 추출하였다.

4. miRNAs 라이브러리 구축 및 NGS 분석

F. nucleatum와 P. gingivalis 관련 miRNAs를 스크리닝하기 위

해 NGS 기법을 각 샘플에 적용하였다. Data 분석을 위해 miRBase 

v22.1 (http://www.mirbase.org/)과 RNAcentral version 14.0 

(https://rnacentral.org/)을 사용하였고, Library는 Illumina User 

Manual을 위한 SMARTer smRNA-Seq kit (Clontech Labo-

ratories Inc., San Diego, CA, USA)가 사용되었다. HCS2.2.70 

sequencing control software (https://support.illumina.com/

downloads/hcs-2-2-68.html)를 사용하여 NGS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데이터 세트에서 miRNAs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각 miRNAs의 염

기서열 읽기 수를 각 샘플에서 총 읽기 수 1,000,000으로 정규화하고 

백만 당 읽기(read per million of each sample)로 표현하였다.

5.  Kyoto Encyclopedia of Genesand Genomes (KEGG) 

경로 분석

엑소좀 유래 miRNAs 표적 예측 및 경로 분석을 하기 위해 Tar-

getScan 7.1 RNA22v2.0 (http://www.targetscan.org/vert_71/)

을 사용하였다. 예측된 miRNAs 표적 유전자는 KEGG 경로로 분석하

였고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는 시각화하였다. KEGG 분석을 위해 Con-

sensusPathDB (http://cpdb.molgen.mpg.d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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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 분석

결과는 NetworkAnalyst 소프트웨어(https://www.networkana-

lyst.ca/)를 사용하여 분석되었고, 통계 처리는 limma를 이용한 DEG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fold change ＞ 1.2 또는 

fold change ＜ 1/1.2를 만족하고, p ＜ 0.05의 경우에서 유의한 것으

로 간주하였다. 예외적으로, Heatmap은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통

계 유의성을 p ＜ 0.1로 설정하여 표시하였다. 

ResultsResults

1.  대장암 세포 배양 상층액에 포함된 엑소좀 유래 miRNAs 

발현의 NGS 기반 분석

대표적인 대장암 세포주인 SW480 세포에 대장암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치주 세균 F. nucleatum을 감염시킨 후 배양하

여 얻은 상층액으로부터 엑소좀을 분리한 후 RNA를 추출하였다. NGS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miRNAs 발현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균으

로 감염시키지 않은 대장암 세포 배양액과 또 다른 치주병원균이지만 

대장암 환자에게 특이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치주세균인 P. gingivalis

Table 1. Representative changed microRNAs (miRNAs) and target genes in exosome of F. nucleatum infected group

Changed miRNA LogFC Target genes Reference

hsa-miR-26-5p –9.36 Occludin, GSK3 beta, MMP16, SOX5, Cadherin2, ZEB2, KLF4, Collagen type X alpha1 (COL10A1) [16]

hsa-miR-324-3p –8.73 Tight junction protein1 (TJP1), Cell adhesion molecule4 (CADM4), Migration and invasion enhancer1 
(MIEN1), Occludin, MMP24, MMP14, Interleukin 10 receptor alpha, Interleukin13, defensing beta132, 
gap junction protein beta4 (GJPB4)

[17]

hsa-miR-149-5p –8.50 Protocadherin-1 (PCDH1), Tumor protein p63 (TP63), Fibronectin type III and SPRY domain containing2 
(FSD2), Collagen type XIII alpha1 (COL13A1)

[18]

hsa-miR-10b –7.00 Fibroblast activation protein alpha (FAP), Chemokine ligand 22 (CCL22) [19]

hsa-miR-874-3p –7.40 MMP19, PCDH1

hsa-miR-335 –7.48 Mucin19 [20]

hsa-miR-135-5p –7.92 MMP11, MMP16 [21]

A

B

Fig. 1. The different microRNA (miRNA) expression profiling in exosome of each cell supernantant samples. (A) Heatmap revealed the downregulated-miR-
NA expression profiling by fusobacterium nucelatum. The inclusion criteria was a 10 < fold difference of log2 (fold-change) in either direction with a p-value 
< 0.1. (B) Upregulated-miRNA expression in exosome by F. nucleatum. p < 0.1. The color “red” indicates high relative expression, and “green” indicates low 
relativ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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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Kyoto Encyclopedia of Genesand Genomes (KEGG) pathway associated with various genes and microRNAs (miRNAs) regulated 
by F. nucleatum

Down regulated miRNA-related KEGG pathway p-value No. of gene No. of miRNAs

Proteoglycans in cancer 3.86E-09 131 39

Glioma 1.14E-05 47 35

Hippo signaling pathway 2.69E-05 92 34

mRNA surveillance pathway 5.43E-05 64 33

Axon guidance 5.43E-05 84 37

Ras signaling pathway 5.43E-05 140 40

FoxO signaling pathway 7.64E-05 88 36

TGF-beta signaling pathway 0.000135 53 34

Renal cell carcinoma 0.000154 49 32

Focal adhesion 0.000154 133 40

Amphetamine addiction 0.000156 45 32

cAMP signaling pathway 0.000178 128 39

Ubiquitin mediated proteolysis 0.000332 89 33

Thyroid hormone signaling pathway 0.000386 74 34

ErbB signaling pathway 0.000386 62 36

Prion diseases 0.000432 16 20

Adherens junction 0.000432 50 25

Rap1 signaling pathway 0.000475 131 40

Mucin type O-Glycan biosynthesis 0.00055 19 18

Melanoma 0.00055 52 34

Adrenergic signaling in cardiomyocytes 0.00055 92 36

Colorectal cancer 0.000848 44 32

Pancreatic cancer 0.000848 46 34

Regulation of actin cytoskeleton 0.000848 134 38

PI3K-Akt signaling pathway 0.000953 199 38

Oxytocin signaling pathway 0.001421 99 39

Pathways in cancer 0.001502 231 37

Glutamatergic synapse 0.001901 71 36

Prostate cancer 0.002039 59 34

Non-small cell lung cancer 0.002169 38 32

Morphine addiction 0.003621 59 35

Endometrial cancer 0.003848 37 30

Estrogen signaling pathway 0.004035 61 36

Dopaminergic synapse 0.004506 82 36

mTOR signaling pathway 0.006008 42 33

cGMP-PKG signaling pathway 0.010076 101 38

Choline metabolism in cancer 0.01065 65 34

MAPK signaling pathway 0.01065 148 39

Dorso-ventral axis formation 0.013378 21 21

Protein processing in endoplasmic reticulum 0.013378 97 36

Phosphatidylinositol signaling system 0.01378 49 33

RNA transport 0.016063 1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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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Down regulated miRNA-related KEGG pathway p-value No. of gene No. of miRNAs

Signaling pathways regulating pluripotency of stem cells 0.016714 83 38

Cholinergic synapse 0.016767 69 34

Endocytosis 0.016767 122 39

Circadian rhythm 0.016965 23 27

Platelet activation 0.017944 74 32

Bacterial invasion of epithelial cells 0.017944 48 32

Glycosaminoglycan biosynthesis - keratan sulfate 0.019298 11 11

Long-term potentiation 0.020071 44 35

Viral carcinogenesis 0.022508 106 32

Circadian entrainment 0.031068 61 36

Biosynthesis of unsaturated fatty acids 0.032075 12 12

Hepatitis B 0.032669 83 39

Chronic myeloid leukemia 0.033299 47 32

Nicotine addiction 0.036728 24 29

Gap junction 0.044776 53 34

AMPK signaling pathway 0.045186 76 33

Neurotrophin signaling pathway 0.045863 73 36

Arrhythmogenic right ventricular cardiomyopathy (ARVC) 0.049008 46 32

Up regulated miRNA-related KEGG pathway

Morphine addiction 8.69E-06 23 7

Hippo signaling pathway 4.09E-05 33 6

Renal cell carcinoma 4.09E-05 24 8

GABAergic synapse 0.000112 20 7

TGF-beta signaling pathway 0.000191 19 7

Thyroid hormone signaling pathway 0.000707 30 8

FoxO signaling pathway 0.000947 35 9

Ras signaling pathway 0.003033 54 8

Pancreatic cancer 0.003838 20 8

Thyroid hormone synthesis 0.005322 15 6

Chronic myeloid leukemia 0.005447 22 8

MAPK signaling pathway 0.006293 59 9

Signaling pathways regulating pluripotency of stem cells 0.011019 32 8

cAMP signaling pathway 0.011044 48 9

Primary bile acid biosynthesis 0.016229 4 3

Glioma 0.016708 17 8

Oxytocin signaling pathway 0.017821 39 8

mTOR signaling pathway 0.020004 19 8

Pathways in cancer 0.020812 81 8

Melanoma 0.020812 21 8

Rap1 signaling pathway 0.020812 46 9

Choline metabolism in cancer 0.029829 26 8

Non-small cell lung cancer 0.03033 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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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염된 대장암 세포 배양액을 각각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NGS 분석에서 total reads (total number of reads)값은 대조군

에서 49,021,038, F. nucleatum 감염군에서 47,050,935, P. gin-

givalis 감염군에서 45,235,729였다. 분석된 species에서 알려진 

miRNA (miRBase v22.1)는 2,656개인데, 이들 miRNA 중 많은 수

의 miRNAs가 엑소좀 내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조군과 

F. nucleatum 감염군 사이에 엑소좀 miRNAs 프로파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iRNAs를 엑소좀 내로 

패키징하는 과정이 F. nucleatum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그 중에서 유의성(p ＜ 0.05) 있게 변화된 대표적인 

miRNAs와 logFC값은 Table 1[16-21]에 열거하였다 . 

2.  Heatmap 분석을 통한 엑소좀 miRNAs의 발현 패턴 프로

파일링

F. nucleatum에 의해서 증가되거나 감소한 엑소좀 miRNAs 중에서 

p ＜ 0.1 이하인 miRNAs를 Fig. 1과 같이 heatmap으로 표시하였다. 

F. nucleatum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된 98개의 miRNAs (Fig. 

1A)와 증가된 20개의 miRNAs (Fig. 1B)가 검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F. nucleatum에 의해 증가된 hsa-miR-149-5p, hsa-miR-10b, 

hsa-miR-335, hsa-miR-26-5p, hsa-miR-324-3p, hsa-miR-

339-3p와 감소된 miR-518a-5p, miR-519, miR-1273h-3p와 같

은 miRNAs는 다양한 종류의 암과 관련된 마커로 이미 알려진 바 있다

[17,19,22-24]. 

3. KEGG 경로와 target 유전자 분석

도출된 엑소좀 miRNAs의 암발생 과정 관련 기전을 파악하기 위해 

TargetSc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miRNAs의 표적을 예측하고 관련 

경로를 분석하였다(Table 2). 

F. nucleatum 감염 시 감소된 경로는 60개이고, 증가된 경로는 29

개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KEGG 신호 전달 경로는 Fig. 2에 나타내었

Table 2. Continued

Up regulated miRNA-related KEGG pathway p-value No. of gene No. of miRNAs

Circadian rhythm 0.034386 11 5

Circadian entrainment 0.034386 21 7

ErbB signaling pathway 0.034386 22 8

Small cell lung cancer 0.038587 23 8

Viral carcinogenesis 0.039846 34 7

Proteoglycans in cancer 0.048303 40 8

A B

p-value p-value

Fig. 2. Kyoto Encyclopedia of Genesand Genomes (KEGG) pathway enrichment analysis of predicted targets in down- (A) and up- (B) regulated exosomal 
microRNAs by F. nucle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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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false discover rate 보정 p-value는 Table 2에 표시하였다. 이 경

로 중 많은 부분이 다양한 종류의 암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감소된 miRNAs는 32개로, 44개의 유

전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Table 1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miRNA

는 여러 가지 표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miRNAs의 대부분

은 상피간엽이행(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EMT) 관련 유

전자와 염증 유전자를 표적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iscussionDiscussion

암은 다양한 위험요소에 의해 발병되고, 조기 발견과 개선된 치료법

이 필요한 치명적인 질병이다[25,26]. 그 중에서도 대장암은 세계적으

로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은 악성 종양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대장암 발

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환경적인 요소 또한 대장암

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26]. 최근 치주 질환의 병인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치주 세균 F. nucleatum이 대장암 환자에게

서 높은 수준으로 발견되었고, 이것이 대장암의 악성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치주 병원균인 F. nucleatum이 구강 외

의 다양한 유형의 숙주 세포에 부착하여 침입하고 상호작용을 하여 세

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전 연구와 관련해서는, F. 

nucleatum이 자가포식(autophagy) 또는 염증반응의 조절을 통해서 

대장암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몇 가지 보고가 있지만 그 외의 다

양한 기전 연구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

다[27]. 

최근 miRNAs가 세포에서 다양한 유전자를 조절하여 암세포의 병인

기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유전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miR-

NAs 자체가 암 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 암 발생 유전

자(oncogene)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대장암처럼 바이오

마커가 부족한 암을 위해 miRNAs 발현 프로파일링을 진단 표지자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8,29]. miRNAs는 진핵세포에

서 전사 후 유전자 발현을 규제하는 작은 non coding RNA로, 세포 외 

환경으로 방출되는 엑소좀과 같은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의해 인접한 

다른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여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엑소좀

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30–100 mm의 작은 소포체로, 증식, 분화와 같

은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암에서 잠재적인 종

양 표지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장암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지자 즉, 바이오마커로 엑소좀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늘고 있다[30].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엑소좀 miRNAs에 대한 연구

가 많지 않아 암 발생 기전 관련 miRNAs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로 miRNA의 기능과 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엑소좀 자체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RNA를 패키징하는 데 한

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엑소좀 내의 miRNAs는 이중 막 구조에 

의해 보호되어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해 표적 세포에 전

달되어 표적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엑소좀 내에 존재하는 miRNAs의 변화를 중

심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NGS 접근법을 통해서 F. nucleatum이 감

염된 샘플과 대조군 사이의 엑소좀 유래 miRNAs 발현 수준을 비교했

을 때, 두 그룹 사이에서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수많은 엑소좀 유

래 miRNAs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P. gingivalis는 F. nuclea-

tum과 함께 대표적인 치주세균이지만 대장암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발

현이 높지 않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어 음성 대조군으로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F. nucleatum에 의한 발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miRNAs의 기능적인 측면을 알아 보기 위해서 관련 생물학적 

경로 예측 분석을 수행했고, 다양한 관련 경로가 밝혀졌다. 많은 신호전

달 경로 중 몇 가지가 암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궁극적

으로 알고자 하는 대장암과 관련된 경로에도 32개 miRNAs가 관여한

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F. nucleatum에 의해 유의성 있게 변화한 엑소좀 miRNAs의 확인 

후, 변화된 특정 miRNA에 의해 조절되는 잠재적인 표적 유전자를 분석

한 결과, 이들 miRNAs는 EMT, 세포 간의 연접 또는 염증반응과 관련

된 것들이 많았다. 또한 F. nucleatum 처리에 의해서 증가된 miRNAs

에는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암 발생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miR-518 family 중 miR-518a-5p는 대장암 세포에서 케모카인 수

용체(chemokine receptor)인 CCR6의 발현을 조절하여 대장암세포

의 증식과 침입을 촉진한다고 보고된 유전자이다[31]. 그 외에도 miR-

519와 miR-1273h-3p는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고, 유방암 진

단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33]. 한편, miR-302d-5p는 암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재생(angiogenesis)에 관여하는 유전

자로 F. nucleatum은 엑소좀 miRNA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장암 세포 진행에 기여함을 추정할 수 있다[34].

본 연구에 이용한 세포주 종류가 제한적이고, 하위 기전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나 엑소좀 miRNA의 대장암 진단 바이오마커로서의 활

용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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