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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모세포종에서 Human Endostatin의 지속적 주입 방법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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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 on days 2, 4 and 6 (P＜.01), as well as on days
8 and 10 (P＜.05). The nestin staining in the endothelium
of the control tumors (n=2) was remarkable, whereas the
nestin staining showed as a loss of fibrillar structure in the
rhEndostatin-treated tumors (n=2). The number of vessels
immunostained with antifactor VIII antibody was markedly
reduced in the tumors (n=2) from the rhEndostatin-treated
mice compared with that from the control mice (n=2).
Conclusion: Continuous administration of rhEndostatin resulted in more significant tumor regression than an intermittent administration of the agent.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ontinuous infusion of rhEndostatin is an effective agent
and administration method for treating patients with neuroblastoma in the future. (J Korean Surg Soc 2004;67:
441-446)

Continuous Administration of Human Endostatin in Xenografted Human Neuroblastoma
Chan Seok Yoon, M.D., Ki Chong Park, M.D., Mi Kyoung
Park, M.D., Jun Dong Son, M.D. and Seung Hoon Choi,
M.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recombinant human endostatin (rhEndostatin), an antiangiogenic agent, is effective against a human neuroblastoma cell
line (designated TNB9). We employed a human neuroblastoma xenograft model, and we investigated whether continuous infusion is more effective than an intermittent administration.
Methods: In the first experiment, when the tumors on the
backs of nude mice reached a weight of 90 mg, rhEndostatin
was administered subcutaneously to the mice (n=5) every
day for 10 consecutive days. In the second experiment, the
same daily dose of rhEndostatin was administered continuously to the TNB9- bearing mice (n=6) via subcutaneous
infusion pumps for 3 consecutive days with the total dose
being 30% of the dose given in the first experiment. Nestin
and factor VIII expression levels were assessed immunohistochemically to elucidate whether the effects of rhEndostatin was present according to the histologic evidence at day
4 in the second experiment.
Results: In the first experiment, the relative tumor weight
in treated mice (n=5)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in the
controls (n=12) on day 2 after treatment initiation only (P
＜.05). The maximum inhibition rate (MIR) of TNB9 xenograft growth by rhEndostatin was 46.4%, indicating the lack
of efficacy. In the second experiment, the effects of rhEndostatin were much more marked than those noted in the first
experiment, with the MIR being 60.7%. The mean relative
tumor weight in the treated group (n=6) in the second
experiment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in th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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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모세포종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고형 종양으로서 12
개월 이상의 환아에서 높은 악성도와 원격전이 또는 MYCN
종양유전자의 증식을 보인다.(1,2) 최근의 고용량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 및 혈액 모세포 이식 등의 다양한 치료에
도 불구하고, 4기 단계의 12개월 이상의 환아에서 오직 30%
미만의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1-3) 임상적 치료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또는 새로운 항종양 치료제
가 현재 신경모세포종의 치료 약제에 포함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항암화학요법 약제에 추가하여 endostatin, angiostatin,
TNP-470,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epifallocatechin gallate 등의 항신생혈관 물질의 효과가 실제로 생
물체에서 종양소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지금까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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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었다.(1-17) 신생혈관이 종양성장에 관여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10,18,19)
항신생혈관 물질 중 Endostatin은 20 kDa인 교원질 18의
C-terminal 조각으로서 이전부터 실험적으로 다양한 인체종
양을 이식한 설치류에서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사실을 보
여주었다.(4-8) 최근에는 재조합된 인체 Endostatin (rhEndostatin)이 제조되어(20) 성인 악성종양 환자에게 1상 임상 실
험에 사용되었다.(21) 이러한 악성종양에서의 항신생혈관
물질인 Endostatin의 임상적 시도에서 이 단백질은 매일 약
20∼30분간 정맥으로 주입되었다.(4,9) 이러한 protocol은 동
물실험에서 하루에 한번 단번에 피하 주입한 실험적 연구
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전 연구에서 이러한 주입 일정이 최
대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가설로 지속적 주입방법이 시
도되었고, 최근 인체 췌장암과 신경교종 cell-line에서 지속
적 주입방법이 간헐적 주입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
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저자는 TNB9 명명된 이종 인체
신경모세포종에 대한 rhEndostatin의 주입방법에 따른 효과
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신생혈관의 억제의 조직학
적 표식자로는 내피전구세포의 표식자인 nestin의 면역염색
(25)과 성숙된 내피세포 표식자인 VIII인자(26)를 이용하였
다.

방

법

인간 신경모세포종, TNB9은 15개월 된 MYCN 증식을 가
지고 있는 4기 복부 신경모세포종을 환자에서 채취하여 세
포주를 제작하였다.(24) 이전 연구에서 MYCN 증식과 염색
체는 이식시 생물학적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지름이 약 2.5 mm로 잘려진 종양을 6주된 암컷 BALB/
C-nu/nu 흉선을 제거한 쥐에 피하로 주사하였다. 처치는 종
양이 약 90∼95 mg이 될 때 시작하였다. 종양을 가지고 있는
쥐들은 임의로 5, 12 마리 또는 8, 12마리씩 분리되었다.
rhEndostatin은 Calbiocam (SanDiego, CA)에서 구입하였다.
rhEndostatin의 효과는 이전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27) 첫
번째 실험으로 10 mg/kg/d의 rhEndostatin을 O'Reilly 등의 성
공적인 실험결과를 토대로 연속 10일 동안 5마리의 쥐에게
피하로 주입하였고 대조군 12마리는 10 mL/kg/d 의 생리식
염수를 주입하였다.(4)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
서와 같은 용량의 rhEndostatin을 8마리의 쥐에게 3일간 그림
1에서와 같이 피하 이식한 삼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지속적
으로 투여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실험에서 투여된 rhEndostatin의 총량은 첫 번째 실험의 30%이었다. 12마리의 대
조군에서 0.9 N 생리식염수를 펌프를 이용 투여하였다.
종양의 크기와 실험쥐와 대조군 쥐의 무게는 rhEndostatin
이 투여된 날부터 16일째까지 2일마다 기록되었다. 직각을
이룬 종양의 두 지름은 slide caliper로 측정되었다. 종양무게
는 공식에 의해 계산되었는데: 무게(mg)=길이(mm)×폭

2
(mm) ×0.5이고 여기서 길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긴지름, 폭
은 가장 짧은 지름으로 정했다. 종양무게는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2일마다 비교하였고 통계처리는 Mann 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결과는 Batelle Columbus Laboratory
의 protocol에 따라 평가되었다.(28,29) 처치의 효과는 최고
억제율(MIR), (1-TRW/CRW)＊100 (%)로 표현되고 TRW는
처치군에서, CRW는 대조군에서 각각 시작시 종양 무게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균 종양 무게를 나타낸다. 우리는 종
양 억제가 있을 때(TRW＜1.0)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
였고, 종양 성장이 지체되었을 때(MIR≥58%)를 ‘효과적’,
MIR이 58% 미만일 때 ‘효과 없음’이라고 평가했다.(24,
28,29)
첫 번째 실험에서 각 군에서 2마리씩 16일째 이산화탄소
로 질식시킨 후 종양 표본을 얻어 10% 포르말린에 고정 후
파라핀을 이용 H&E 염색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각
표본마다 3,019에서 5,000개의 세포수를 mitosis-keryorrexis
index (MKI)와 mitosis수를 결정하기 위해 세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각 군에서 2마리씩 같은 방법으로 4
일째 종양 표본을 채취하여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 검사
를 시행하였다. 4μm 두께로 잘라 통상적인 조직 검사를 위
해 항 nestin(25)과 항VIII인자(26) 항체와 함께 H&E 염색을
하였다. 인체 nestin 항체는 토끼에서 17개의 C-terminal
amino acid: 1602-KFTQREGDRESWSSGED-1618를 포함하
는 합성 oligopeptide를 이용하여 만들었다.(30) 조직 절편과
소의 대동맥 내피세포(대조군)가 처음에 nestin에 대한 항체
로 1：5,000으로 희석되어 배양되었다. LSAB2/HRP 염색
kit (DAKO Corporation) 이 두 번째 반응을 위해 사용되었
다. 두 번째 항체반응에 이어 horseradish 과산화 표식자에
의한 streptavidin 시스템의 효소반응이 시행되었다. 핵은 4,
6-diamino-2-phenylindole에 의해 청색으로 염색되었다.(25)
3% 과산화수소수로 슬라이드를 처치후 항VIII인자와 관
계된 항원 항체(DAKO Corporation)를 1：80으로 희석하여
점적하였다. LSAB+ kit과 EnVision kit (DAKO)도 사용되었
다. 그 후 슬라이드는 완충 생리식염수로 헹구고 두 번째
항체(1：100)가 60분간 적용되었다. 다음 순서로 substratechromogen 용액(1：50)이 10분에서 20분간 점적되었고 Hematoxylin 염색을 하였다.(26)

결

과

실험일로부터 10일까지의 종양 무게를 Table 1에 나타냈
다. 첫 번째 실험에서 종양무게는 2일째 대조군에 비해 의
미 있게 감소되었으나, 4일부터 10일째까지는 큰 차이가 없
었다(Fig. 1). TNB9 모델에서 rhEndostatin의 MIR은 46.4%이
었다. 실험기간 중 rhEndostatin 그룹 5마리와 대조군 12마리
중 죽은 실험쥐는 없었다. 또한 체중이 줄지도 않았다.
두 번째 실험에서 둘째날부터 열흘째까지 rhEndostatin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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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umor weight curve for the group of mice treated with intermittent (A) and continuous (B) administration of rhEndostatin. Arrow and
bar, administration of agent; , control; , rhEndostatin-treated (10 mg/kg MW/d, sc). Bars indicate SEM.

Table 1. Changes in relative tumor weight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lative tumor weight
Day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value
rhEndostation-treated mice
Control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rst experiment＊
2
0.97±0.24
1.81±0.70
.0112
4
1.32±0.17
2.17±1.01
.0509
6
2.18±0.43
3.74±1.62
.0911
8
4.71±0.59
5.74±1.80
.2249
10
7.73±0.70
9.08±3.30
.5966
Second experiment†
2
0.90±0.24
2.29±0.68
.0030
4
1.58±0.73
3.18±0.64
.0045
6
2.06±0.80
4.58±1.08
.0030
8
3.97±1.59
7.08±1.80
.0280
10
5.34±1.82
9.50±2.56
.023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 rhEndostatin-treated mice (n=5); control (n=12); †rhEndostatin-treated mice (n=6); control (n=12).

에서 종양 무게가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줄었다(Fig. 1,
B). rhEndostatin의 MIR은 60.7%이었다. 이는 Battlelle Columbus 연구실 프로토콜에 의하면 “효과적”에 해당되고, 종
양성장 억제가(TRW＜1.0),은 “매우 효과적”의 뜻이 된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실험 중 죽은 쥐는 없었다. 3개의 삼투
압 펌프는 실험군 및 대조군에서 모두 피하조직에 잘 유지
되었다. 또한 양군에서 체중감소도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 16일째에 대조군 종양에서 작은 괴사
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rhEndostatin 괴사는 미미하였다.(27)
평균 mitosis-karyorrhexis index (MKI)는 그 하위군의 것과
동일하였다. rhEndostatin 처치군과 대조군에서 종양에 보이
는 괴사의 비율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
지로 종양에서 보이는 혈관의 수도 차이는 없었다.(27)

Table 2. Histopathologic changes in tumors on mice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Day 4 of the second experiment, H&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umor
Sampl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6*
E†
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ecrosis (area %) 1%
5∼6%
0%
0%
Mitosis-karyorrhexis 3.35%
3.42%
5.30%
6.02%
‡
index (MKI)
Mitosis§
2.16%
2.32%
1.66%
2.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 control tumors; † = rhEndostatin-treated tumors; ‡ = number
§
of cells showing mitosis-karyorrhexis/number of cells counted
= number of cells showing mitosis/number of cells 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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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of vessels in tumors on day 4 of the second
experiment, immunostained with antifactor VIII antibod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umor
Sampl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6*
E†
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13
10
7
10
2
10
21
7
4
3
15
12
11
4
4
12
16
10
8
5
10
10
15
6
6
12
11
4
9
7
6
19
5
9
8
12
21
5
5
9
3
8
8
7
10
11
21
3
8
Mean
10.4
14.9
7.5
7.0
SD
3.50
5.25
3.66
2.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 control tumors; † = rhEndostatin-treated tumors.

그러나, 두 번째 실험에서 4일째 HE 염색에서 rhEndostatin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MKI index의 증가를 보였
다(Table 2). 또한 항nestin 항체(25)와 항 인자VIII 항체(26)
의 면역염색에서 상당한 조직학적 차이를 보였다. Nestin은
대조군 종양(n=2)에서는 종양은 물론 주변 조직의 혈관조
직이 주로 염색되었고, rhEndostatin처치 군(n=2)에서는 종
양주위 혈관조직에서는 염색이 잘 안 되는 소견을 보였다.
항 인자VIII 항체(n=2)에 의한 면역 염색에서 종양 내 혈관
의 수는 대조군(n=2)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다(Table 3).

고

찰

최근 진행성 신경모세포종의 치료는 상당히 진보되어 왔
다.(1-3) 하지만 Kawa 등(3)에 의하면 진행성 MYCN 증식의
신경모세포종 환자의 overall survivial rate는 66개월에 28.8%
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적 치료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새
로운 화학요법 제제의 소개가 필수적인데 저자 그룹은 지난
18년간 많은 실험을 시행하였다.(24-31) 이종 신경모세포종
TNB9에서 다양한 화학요법제의 실험이 이루어져 효과적인
것으로는 cyclophosphamide, cisplatin, dacarbazine, melphalan,
carboplatin 및 irinotecan 등이고, 효과가 없는 약제로는 vincristine, cytosine, arabinoside, fotemustine 및 busulfan으로 조
사되었다.(24,32) TNB9은 15개월 아이의 복부 신경모세포종
으로부터 이종되어 nude mice에 연속적 이식에 의해 유지되
었다. TNB9의 염색체 이상소견은 MYCN과 더불어 DDXI
증식소견, 그리고 짧은 doubling time이 신경모세포종에 합
당하다.(24)
종양이 진행단계에서 신생혈관 형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현재 임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약제 중 항 혈관신생 약제
가 치료에 기대되고 있다.(18) TNB-470, 항VEGF 항체, angiostatin, endostatin, epigallocatechin gallaste 등과 같은 항신생
혈관 약제 중 O'Reilly 등(4)은 Lewis lung carcinoma, T241
fibrosarcoma, B16F10 melanoma, EOMA hemangioendothelioma에서 endostain의 항종양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recombinat mouse endostatin이 Lewis lung carcinoma에서 투여량에
의존적인 것도 밝혀냈다. 즉, 종양을 가지고 있는 실험쥐에
게 10일 연속 10과 20 mg/kg MW/d를 피하로 주사한 경우는
종양 억제 효과가 뚜렷한 반면, 2.5 mg/kg MW/d를 주사한
경우 항 종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4) Perletti 등은
recombinat rat endostatin의 rat의 mammary 종양에서의 항 종
양효과를 입증하였다.(33) 이러한 성공적 실험들 후 rhEndostatin이 복제되고 표현되었다.(20,34) 성인 악성종양 환자에
서 1상 임상실험을 한 Folkmandml guidance하에 EntreMed
Inc. (Rockville, MD)에서 재조합되어 왔다.(21)
본 실험에서 두 실험군 사이에 종양 크기의 현격한 차이
가 관찰되고 특히 두 번째 실험에서 뚜렷하다(Fig. 2). rhEndostatin의 효과가 매우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Kisker 등(22)이 이미 밝혀 낸 바 있는데 복
강내 삼투압 펌프에 의해 rhEndostatin 20 mg/kg/d 주입군에
서 대조군에 비해 종양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을 보고
한 바 있다.
항신생혈관 제제를 사용한 대상에서의 종양의 혈관은 감
소하였다.(35) Nestin은 vimentin, g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등과 더불어 intermediate filament 중 하나이고, 뇌종양의 신
생혈관구조나 embryonic단계의 neuroepithelial stem/progenitor cells에서 많이 발견되고, mature neuronal tissue에서는
드물다.(25,36) Nestin mRNA는 약 6.2 kilobase의 길이이고,
그 유전자는 3개의 intron을 가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neuroepithelium-specific nestin은 nestin 유전자의 두 번째
intron에서 기인한다. 반면 근육은 precursor-specific expression은 첫 번째 intron에서 기인한다.(25,37) Sugawara 등(25)
은 hemangioblastoma 4예에서 nestin에 면역염색을 시행하였
는데 nestin은 neuroepithelial stem cell과 glioma cell뿐 아니라
성장이 빠른 증식성 endothelial cell의 표식자로도 의미 있다
는 가설을 세웠다. 마찬가지로 인자VIII의 존재는 유방암
또는 다른 악성종양에서 미세혈관의 분포를 의미한다고 하
였다.(26,38-40) 따라서, nestin과 인자VIII은 항신생혈관 실
험에서 혈관형성의 표식자로 쓰인다. 그러나 MKI와 mitosis
연구(41)에서 그 수는 혈관형성의 감소 효과가 MKI의 증가
를 유도하는지 여부를 결론짓기엔 적다(Table 2).
좀더 연구해보면 Kisker 등(22)은 췌장암에서 rhEndostatin
의 지속적 주입이 항 종양효과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Kisker 등(22)의 것과 유사한 실험으로 우리
는 인간 신경모세포종에서 생체 모델로 rhEndostatin의 지속
적 주입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Joki 등(23)은 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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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n의 glioma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Endostatin과
더불어 Cohn 등(42)은 Schwann cell에서 기인한 항신생혈관
제재의 지속적주입이 항종양효과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항신생혈관제제의 효과는 종양 크기가 작을 때 효과적이
라고 보고되었다. Kuroiwa 등(27)의 이전 실험결과에 의하
면 rhEndostatin의 효과는 종양 크기가 작을 때만 효과적이
었고 이것은 앞으로 종양 크기가 조금씩 증가할 때의 지속
적 주입이 시행되는 임상적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실
험군에서 체중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제제가 많이 필요할
때 더 많이 사용하여야 한다. 항혈관신생 제제의 지속적 주
입은 미래에 유전자치료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겠
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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