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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모세포종(Glioblastoma multiforme, GBM) 환자는 수술 후 표준치

료를 받지만 환자의 예후는 좋지 않다. 이는 표준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암 세포가 치료 후 살아남아 다시 암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

치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표준치료 방법인 방사선치료(radiation 

therapy)와 약물 치료(temozolomide, TMZ) 저항성의 원인을 찾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shRNA를 도입한 환자유래세포로 동

물 모델을 만들고 이에 방사선과 TMZ 처치를 적용함으로써 치료 저항

성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자유래세포로 

만든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orthotopic xenograft model)에서 유전체 

선별 검사(shRNA screening)를 수행하였고 DDX6 유전자를 발굴하였

다. 발굴된 DDX6의 표준치료 저항성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DDX6에 특

이적으로 작용하는 shRNA를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에 도입하였다

(shDDX6 세포). 선별 검사 실험과 유사하도록 shDDX6 세포를 이용하

여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 만들고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

조군에 비해 shDDX6 세포를 이식한 마우스의 평균 생존 기간이 짧았으

며 같은 시기에 암 덩이가 더 잘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in vitro 에서 세포 생사 판별 실험과 sphere 생성 실험을 통하여 

shDDX6 세포가 방사선과 TMZ치료에 저항성을 획득한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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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shRNA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라 할지라도 방사선이나 TMZ

를 반복적으로 처리하였을 때 DDX6 단백질 수준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런 결과는 환자 정보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의미 있게 재현되

는데, 원발암-재발암 쌍 내의 DDX6 단백질 발현을 비교하였을 때 원발

암에 비해 표준치료를 받은 후 생긴 재발암에서 DDX6 단백질 수준이 

낮게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500명 이상의 교모세포종 

환자 정보(The Cancer Genome Atlas, TCGA)에서도 DDX6 단백질 수

준이 높은 환자에 비하여 낮은 환자의 전체생존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모세포종에서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는 방사

선과 TMZ치료에 대하여 암 세포가 치료 저항성을 갖게 되는 기전에 

DDX6 유전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환자 치료 전 DDX6 발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교모세포종 환자의 치

료 예후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교모세포종, shRNA 선별 검사, 표준치료, 치료 저항성, 환자유

래세포, 이종이식 모델, DD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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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교모세포종의 특성과 치료 

  교모세포종(glioblastoma multiforme, GBM)은 신경교종(glioma) 중 

한 가지로 별아교세포종 type 4에 해당하는 암이다. 신경교종은 뇌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비교적 흔한 종류로[1], 암이 발생한 신경교세포의 

종류에 따라 명명되어, 희소돌기아교세포에서 발생한 희소돌기아교세포

종(oligodendroglioma), 뇌실막세포에서 발생한 뇌실막세포종

(ependymoma), 별아교세포에서 발생한 별아교세포종(astrocytoma)으

로 불린다[2]. 

  교모세포종의 치료에는 표준치료가 적용된다. 표준치료란 수술 후 방

사선치료(radiation therapy, RT)나 약물치료(temozolomide, TMZ), 또

는 이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것을 말한다[3]. 교모세포종은 표준치료를 적

용함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며, 재발암은 치료 저항성이 있고 예후가 나쁘

다[2, 4]. 암을 이루는 세포의 분화도가 낮을수록 치료 저항성이 있고 

예후가 나쁜데 교모세포종의 경우는 별아교세포종 중에서도 분화도가 가

장 낮다[1, 2]. 방사선치료는 암과 같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의 DNA에 

손상을 주는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암 치료에 사용해 왔다[5]. 방사

선치료는 오래 전부터 사용한 치료법이지만 암세포 이외에도 빠르게 분

열하는 세포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 종류에 따른 특이적 치료

법은 아니다. 또한 치료에 저항성을 일으키는 세포가 쉽게 발생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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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단독 치료 보다는 약물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6-8]. TMZ

는 유일하게 교모세포종에 효과가 있는 약물이지만 환자가 갖고 있는 

MGMT (O(6)-methyl guanine-DNA methyltransferase)효소의 발현

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9]. TMZ가 일으키는 DNA 손상을 

MGMT 효소가 복구하기 때문에 MGMT 효소를 발현하고 있는 환자에

게는 TMZ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치료 전 환자의 MGMT 효소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TMZ치료를 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내성이 생겨 재발암이 발생하게 된

다[10-13]. 이러한 표준치료의 한계 때문에 치료 저항성을 일으키는 

기전과 그것을 관장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14-

16]. 치료 저항성에 관한 연구는 단일 치료에 대한 저항성 조절 유전자

를 밝힌 경우가 많고[17-19] 이를 이용하여 표준치료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다[20-21]. 본 연

구에서는 방사선 또는 TMZ 단독 치료뿐만 아니라 병합 치료에서도 저

항성을 관장하는 유전자를 발굴 하였다.  

 

2. 환자유래세포로 확립한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에서의 

shRNA 선별 검사 

  shRNA (short hairpin RNA)는 특정 유전자에 대한 상보적인 염기서

열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로 다양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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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어 왔다[22]. shRNA의 특성을 이용한 선별검사 기법(shRNA 

screening)은 암의 형성/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하거나 암 치료 

저항성 기전을 밝히는데도 사용해 왔다[23-26]. 선별검사 실험에는 특

정한 한 가지 유전자를 타깃 하는 shRNA를 단독으로 이용하기보다 묶

음(library)으로 사용한다[27-28]. Lentivirus를 이용하여 shRNA li-

brary를 세포에 도입하면 세포 하나 당 한 개의 shRNA가 발현하게 된

다. 이 중에서 특정한 기능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

능성 확인 실험을 추가로 진행한다. 기능성 확인 실험에는 세포 생사 판

별 실험(viability test), 세포 침습능력 판별 실험(invasion assay), 유

전자 결합 판별 실험(reporter assay) 등이 있다[29-30]. 기능성 확인 

실험에서 실험 조건에 부합한 세포의 특성은 shRNA에 의해 발현 저하

된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조군 세포와 특

정 조건에 부합하는 세포를 비교하여 원하는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도 기능성 확인 실험은 각 암의 대표적인 세포주로 in 

vitro 상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31-34]. 그러나 

ATCC 등에서 구매 가능한 세포주는 실제 환자에서 발생하는 암을 대변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환자유래세포(patient-derived cell)를 

이용한 실험이 늘어나고 있다[35-36]. 하지만 환자에서 얻은 암 덩이

를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할 경우 실험실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세포

만 자라기 때문에 암의 다양성(heterogeneity)을 잃어버리고 유전자 발

현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37-38]. 따라서 암 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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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환자의 미세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종이식 모델

(xenograft model)을 이용한 실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39-42]. 이러

한 이종이식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피하 이식법(subcutaneous im-

plantation)과 정위적 이식법(orthopotic implantation)이 있으며 이식법

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한다[43-47]. 피하에 이식하는 방법은 암이 환

자에서 발생했던 장소에 상관없이 동물의 피부 밑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식 방법이 용이하고 암 크기를 측정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43-45]. 

하지만 피하 이식 모델은 피부암을 제외하면 암이 발생했던 미세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식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 진행 시 종양의 반응이 실제

와 다를 수 있다[45]. 그에 비해 정위적 이식법은 이식 방법이 까다롭

기 때문에 다수의 모델을 생성하기 어렵고 종양 생성 여부를 측정할 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과 같은 특수한 방법

으로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45-47]. 그러나 종양이 발생했던 장

기와 동일한 장기에 이식함으로써 미세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실험 진

행 시 환자 내 종양과 유사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47]. 본 연구에서

는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를 마우스 뇌 내에 정위적으로 이식한 모델

을 사용하여 치료 저항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암 줄기세포와 치료 저항성  

  1994년 Nature 지에 백혈병 세포에서 종양 시작 세포(tum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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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ating cell)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논문이 보고된 이래[48] 암 세포

도 일반 세포와 유사한 계층구조(hierarchy)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 

꾸준히 제기 되었다[49-53]. 계층구조란 암세포도 일반세포처럼 조직

을 이루는 세포 중 자가분열과 분화능력을 가진 세포가 존재하며 계층적

으로 분화를 일으킨 세포들과 함께 구조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50-53]. 정상 세포 중에서 자가분열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

들어 낼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stem cell) 또는 다능성 세포

(pluripotent cell)라 부른다[54-56]. 줄기/다능성 세포는 분열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 있어 조직 구조를 유지하

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골수와 같은 일부 기관에만 존재한다[54]. 줄

기/다능성 세포는 분화가 진행될수록 분열능력과 다능성을 상실하게 되

는데 새로운 세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분열 또는 분화한다[57-58]. 

암세포에서도 일반 세포에서처럼 암 줄기/다능성 세포의 존재가 제시 되

었다. Lapidot 등[48]은 환자에서 분리한 백혈병 세포를 동물에 주입 시 

일부 동물에서만 암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세포는 전체 암세포 중 일부인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암 줄기/다

능성 세포가 암 증식과 더불어 혈관 세포로 분화하거나 성장인자를 분비

하는 등 미세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59-60] 단 한 개의 암 줄기/다능성 세포만 존재하더라도 다시 암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61-63]. 또한 암 줄기/다능성 세포는 암의 다양

성(heterogeneity)과 더불어 치료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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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되고 있는데[66] 이를 타깃으로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67]. 치료 후 치료 저항성을 가지는 암 줄기/다능성 세포가 

살아남아 있어 재발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64-65] 암 줄기/다능

성 세포를 특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표면 

단백질 표지자(surface marker)를 찾아내고 있다. 암 줄기/다능성 세포

의 표면 단백질 표지자는 암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으며 폐

암은 CD24과 CD133[2, 68], 유방암은 ESA+CD44+CD24−/low[69], 대

장암은 CD44와 CD166[63, 70], 교모세포종은 CD15와 CD90[71]이 

대표적인 단백질 표지자로 알려져 있다. 암 줄기/다능성 세포에 대한 이

론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표면 단백질 표지자를 사용

하여 암 줄기/다능성 세포를 확인할 때는 여러 개의 표지자를 사용하여 

증명한다[59, 71]. 이러한 암 줄기/다능성 세포만을 확인할 수 있는 표

면 단백질 표지자를 이용하여 표적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72-74]. 

 

4. DDX6의 기능과 연구의 의의 

  DDX6는 mRNA helicase로서 mRNA의 전사와 파괴를 조절하고 

mRNA를 P-body 안에 저장하는 역할이 잘 알려져 있다[75-76]. 비

슷한 기능이 보고된 것으로는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Dhh1p, 예쁜 꼬마 선충(Caenorhabditis elegans)에서 CGH-1, 초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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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sophila)에서 Me31B, 개구리(Xenopus)에서 Xp54, 포유류에서 

DDX6 (rck/p54) 등이 있다[75-76]. 가장 최근에 암과 관련한 DDX6 

연구로는 유방암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

mia) 세포에서 mRNA decapping을 위한 CNOT1의 기능에 DDX6가 

중요한 결합체라는 보고가 있다[77]. 암발생에 있어서 DDX6에 대한 연

구로는 hepatitis virus로 유발된 간염이나 간암조직에서 정상조직보다 

DDX6 발현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78], hepatitis virus의 pack-

age에 DDX6가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79-

80]. 따라서 높은 수준의 DDX6 발현이 간암 발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원인 바이러스로 인해 DDX6 발현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암에서 DDX6의 기능은 두 개의 논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혀졌다

[81-82]. 암억제인자로 알려진 miR-145가 교모세포종 세포주에서 발

현이 감소됨으로써 암 줄기/다능성 세포가 증가하는데[81] 위암에서는 

발현이 증가된 DDX6가 miR-145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암을 잘 자라

게 만든다는 결과가 있다[82]. 두 논문에 따르면 증가된 DDX6가 

miR-145를 저하시켜 암 줄기/다능성 세포를 증가시키고 암을 잘 자라

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DDX6의 직접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대장암 

세포주에 DDX6 발현을 저하시켰을 때 암 증식 억제를 확인한 논문도 

발표된 바 있으나[83] 치료 저항성 역할에 대한 연구는 발표된 바가 없

다. 치료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암 줄기/다능성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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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와 DDX6는 저산소유도인자(hypoxia-inducible factor-1, HIF-

1)를 통해 연관되어 있다. DDX6 발현 저하가 HIF-1 전사를 유도한다

는 논문이 있는데[84], HIF-1은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대한 기능이 

광범위하게 밝혀져 있는 유전자로서 저산소 상태(hypoxic condition)에

서 활발하게 기능한다[85].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로서 일부 

세포는 필연적으로 저산소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HIF-1의 발현과 역할

이 필수적이며[85] 이러한 저산소 상태에서 암 줄기/다능성 세포 기능

이 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86-87]. Saito 등[84]의 보고에 따르면 

정상상태에서 DDX6는 HIF-1 mRNA와 복합체를 이루어 P-body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저산소 환경에서는 miRNA-130에 의해 DDX6가 발현 

저하되어 DDX6과 HIF-1 mRNA 복합체로부터 HIF-1 mRNA가 분리

되고 전사가 일어나게 된다. HIF-1이 암 줄기/다능성 세포의 증가도 유

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85] DDX6 발현 감소로 인한 치료 

저항성 기전 중 한 가지로 암 줄기/다능성 세포의 변화도 증명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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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교모세포종(glioblastoma multiforme, GBM) 환자는 수술 후 표준치

료를 받으나 치료 저항성으로 인해 환자의 예후는 좋지 않다. 이러한 교

모세포종 환자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표준치료 방법인 방사선치료

(radiation therapy)와 약물 치료(temozolomide, TMZ) 저항성 원인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유래세포로 만든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

(orthotopic xenograft model)에서 유전체 선별 검사(shRNA screen-

ing)를 수행하여 치료 저항성 유전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DDX6 유전자

의 치료 저항성 기능을 검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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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환자유래세포의 배양  

  환자유래세포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 규정에 따라 수

술한 교모세포종 환자의 암 덩이에서 획득하여 세포화하였다. 환자유래

세포는 N2 와 B27 보충제(Thermo Fisher Scientific, MA, USA), 재

조합된 기본 섬유아세포 성장인자(recombinant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rbFGF, 20 ng/ml, R&D Systems, MN, USA)와 상피세

포 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 20 ng/ml, R&D Systems)

를 포함한 Neurobasal-A 배양액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사용

하여 배양하였다[39, 88].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환자유래세포는 20번 

이하로 계대된 것을 사용하였다.  

 

shRNA library와 shDDX6 바이러스 생산 과정  

  바이러스는 293FT (Thermo Fisher Scientific) 세포주에 CalPhos™ 

(Clontech®  Laboratories, CA, USA)시약으로 바이러스 package 벡터

(pCMV-PAX2, pCMV-VSVG)와 함께 발현을 원하는 벡터를 형질주입

(transfection)하여 생산하였다. shRNA 선별 검사를 위해 사용된 벡터

는 pGIPZ system (GE system, CO, USA)에 탑재된 library였으며 

DDX6의 기능확인을 위해서는 DDX6에 특이적인 shRNA (shDDX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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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서로 다른 shRNA)를 사용하였다(MISSON®  shRNA, Sigma-

Aldrich, MO, USA). 모든 벡터 내에는 puromycin에 저항성 있는 서열

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 puromycin 처리를 하

면 벡터가 도입된 세포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된 바이러스 

배양액은 0.45 μm 크기의 filter에 여과시켜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였으

며 20,000 g로 2 시간 동안 4°C에서 고속원심분리 하여 농축하였다.  

 

shRNA 선별 검사 과정 

  실험에 사용된 shRNA는 pGIPZ system (GE system)에 탑재된 벡터

이며 벡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http://dharmacon.gelifesciences.com). shRNA가 타깃 할 유전자 목

록은 암에 대한 기능이 발표된 유전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shRNA library에는 약 8,000개의 shRNA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에는 

같은 유전자를 타깃 하고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진 shRNA가 포함되었다. 

선별 검사를 위해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인 827 세포에 shRNA li-

brary를 도입하고 puromycin(0.5 μg/ml)이 포함된 배지에서 3일 동안 

선택 배양하였다. 3일 후에 살아남은 세포는 동물에 이식하기 전 FACS 

sorter (FACSAria™, BD Biosciences, NJ, USA)로 분리하여 shRNA 

library가 도입된 세포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유전학적 분석을 위하여 

동물의 생존 종점(survival end point)에서 남아있는 암 덩이를 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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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거한 암의 genomic DNA (gDNA)를 추출하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Illumina High-Seq 2000, CA, USA)으로 암 내 

shRNA 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 shRNA의 변화 수준은 마우스 이식 전 

세포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다음 실험을 위하여 기준보다 

2배 혹은 그 이상의 발현 증가가 있는 shRNA를 확인하였다.  

 

DDX6 발현 저하 세포 생성 과정  

  DDX6의 coding DNA sequence 부위를 타깃 하는 5개의 다른 

shRNA를 이용하여 DDX6 발현 저하 세포를 제작하였다. shRNA의 염

기서열은 DDX6 유전자의 coding region과 상보적으로 제작되었고 대조

군으로 사용된 shRNA는 DDX6 발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MISSON®  shRNA, Sigma-Aldrich, MO, USA). 서로 다른 shRNA가 

도입된 5개의 세포 중 한 세포에서만 DDX6 단백질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용된 환자유래세포는 두 가지로, 

827 세포와 578 세포이다.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Orthotopic xenograft model) 

  shRNA 선별 검사와 유전자 기능 확인 실험을 위하여 진행한 동물실

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인 827 세포

(5x104/mouse)를 6 주령 수컷 BALB/c nude 마우스(Orient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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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에 뇌 내 주입하고(bregma를 기준으로 AP + 0.5 

mm, ML + 1.7 mm, DV - 3.2 mm) 방사선과 TMZ치료를 적용하였다. 

군 간의 차이는, 군 내 모든 개체들의 생존종점값 사이의 중앙값(me-

dian)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생존증가율(increase of life span, ILS)은 

대조군의 생존종점중앙값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방사선과 TMZ

치료는 대조군 개체들의 생존종점중앙값(median survival end point)의 

3분의 2 시점에서 시작 하였다. 마우스가 악액질(cachexia), 기면, 발작, 

혼수상태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거나 20% 이상 체중손실이 일어

나면 희생시켰고 생존 분석을 위해 각 군에서 5마리 이상의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모든 동물 실험은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

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accredited guidelines of 

Samsung Medical Institute’s Animal Use and Care Committee의 규정

에 따라 진행하였다(Permit Number: K-B2-035).  

 

웨스턴 블롯팅법(Western Blot Assay)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를 혼합형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

(protease inhibitor cocktail tablets, Roche, Switzerland)가 첨가된 

RIPA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완충액을 이용하여 용해 시켰

다. 모든 단백질은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

mide gel electrophoresis)용 gel에서 단백질 크기에 따라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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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에 분리되어 있는 단백질들은 transfer 과정을 통해 PVDF (polyvi-

nylidene fluoride) membrane (Millipore, MA, USA)으로 이동하였다

(10 μg/lane). PVDF membrane을 5-10% 탈지분유용액으로 2시간 동

안 실온에서 반응시켜 불필요한 부분을 차단한 후 1차 항체(rabbit an-

ti-DDX6, Abcam, UK; mouse anti-β-actin, Santa Cruz, TX, USA)

와 4°C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켰다. 다음날 TBST (Tris-Buffered 

Saline with 0.1% Tween-20)로 membrane을 씻어준 후 horse red-

dish peroxidase (HRP)와 결합된 2차 항체를 4°C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 발색은 chemiluminescence 법(ECL, GE Healthcare, PA, 

USA)으로 실시하였다. 

  

세포 증식과 세포 생사 판별 실험(cell proliferation and 

viability test) 

  세포 증식과 세포 생사 판별 실험은 살아있는 세포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EZ-cytox cell viability kit (DAEIL Lab, South Korea)를 사

용하여 수행하였다. 세포 증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각 세포의 세포배가

시간에 따라 0.5-1x104의 세포를 96-well plate에서 배양하였는데, 3

개 well에 반복하여 분주하였다. 세포배가시간에 따라 3-6일이 지난 후 

EZ-cytox cell viability kit를 well에 처리하고 37°C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된 후 ELISA (Enzyme-Linked I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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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orbent Assay) 기기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한 흡광도 값을 

비교하였다. 세포 생사 판별 실험은 세포 증식 실험과 유사하게 수행되

었으며 세포 분주 6 시간 후 방사선과 TMZ 처리를 하였다. 세포 증식

실험과 같이 세포배가시간에 따라 3-6일이 지난 후 흡광도 값을 비교

하였다. 

 

Sphere limiting dilution assay (SLDA)와 sphere 형성 

개수 비교 실험  

  SLDA 실험은 기존에 보고된 논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간략히 서술

하면 다음과 같다[89]. 시험하고자 하는 세포를 각 열마다 500개에서 

2개까지 차례로 줄여가며 분주하였으며 같은 세포수를 6번 반복하여 분

주하였다(well 당 세포수 : 1열 500개, 2열 200개, 3열 100개, 4열 50

개, 5열 20개, 6열 10개, 7열 5개, 8열 2개). 세포의 배가 시간을 고려

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각 well에서 sphere 형성 여부를 있음(+)과 

없음(-)으로 표기하였다. 작성하는 그래프에서 x축은 분주된 세포수를 

의미하며 y축은 같은 수의 세포가 분주된 well 중 sphere가 발견되지 

않은 well을 percentage로 나타냈다. Well 당 평균 생성된 sphere 개

수도 함께 셌는데, 같은 수의 세포가 분주된 열에서 well 마다 평균적으

로 생성된 sphere를 세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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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TMZ치료 저항성 세포(resistant cell) 확립 

 보고된 논문의 방법에서 방사선과 TMZ치료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기

간을 수정하여 치료 저항성 세포를 생성하였다[90-92]. 교모세포종 환

자유래 세포인 827 세포와 578 세포에 50% 이상 세포가 죽는 농도로 

방사선과 TMZ 처리를 실시하였다. 방사선과 TMZ 처리 후 살아남은 

세포를 다시 배양하고 반복적 처리를 시행함으로써 세포가 치료 저항성

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 저항성 세포의 확립은 높은 

농도의 방사선 또는 TMZ 처리 후 세포 생사 판별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Neasy Mini kit (Qiagen, Germany)를 사용하여 RNA를 추출하였고 

SuperScript®  III (Invitrogen)로 상보적 DNA (complementary DNA, 

cDNA)를 합성하였다. RT-PCR은 cDNA를 주형으로 7500 Fast 

Real-Time PCR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에서 수행하였다. 

Primer는 선행논문을 참고하고 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https://pga.mgh.harvard.edu/primerbank/). 사용한 primer의 서열 정

보는 다음과 같다. DDX6, 5'-CACCATGAGCACGGCCAGAACAG-3' 

forward, 5'-AGGTTTCTCATCTTCTACAGGCTCGCTG-3'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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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e; CD133, 5'-TCCACAGAAATTTACCTACATTGG forward, 

5'-CAGCAGAGAGCAGATGACCA-3' reverse; SOX2; 

TGCTCGCTCTTTAAGACTAGGAC-3' forward, 5'-

CCTGGGGCTCAAACTTCTCT-3' reverse; c-myc, 5'-

AAAACCAGCAGCCTCCTCCCG forward, 5'-

GGGTGGGCAGCAGCTCGAAT-3' reverse; CD15, 5'-

GGGTTTGGATGAACTTCGAGTCG-3' forward, 5'-

GGTAGCCATAAGGCACAAAGACG-3' reverse; L1CAM, 5'-

TCGCCCTATGTCCACTACACCT3' forward, 5'-

ATCCACAGGGTTCTTCTCTGGG-3' reverse; BMI1, 5'-

AATCCCCACCTGATGTGTGT-3' forward, 5'-

GCTGGTCTCCAGGTAACGAA-3' reverse. 각 primer에 해당하는 

샘플은 세 반복하여 RT-PCR을 수행하였으며 RT-PCR 후 cycle 

threshold (CT)법으로 값을 산출하였다. 타깃 유전자의 CT 값은 β-

actin의 CT 값으로 표준화하여 상대적인 양을 산출하였다. 

 

통계 처리  

  일반 통계학적 분석은 student’s t-test (unpaired two-tailed)를 이

용하여 결과의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p 값이 0.05 이하면 유의 하다고 

결정 하였다. 전체생존기간 그래프(overall survival curve)는 K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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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er법을 이용하여 생성하였고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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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교모세포종 표준치료법 저항성 유전자 발굴을 위한 

shRNA 선별 검사 

  표준치료 저항성 유전자 발굴을 위하여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 이종

이식 모델에 shRNA 선별 검사를 진행하였다. 환자유래세포를 이식한 

동물은 방사선 또는 TMZ치료와 병합치료군으로 나누었다(Fig. 1A). 

Non-target shRNA가 도입된 대조군의 생존종점중앙값(median sur-

vival day)은 34일이었다. 3개 치료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생존종점중앙

값이 증가했으나 병합치료군(GIV)은 두 가지 치료를 모두 실시했음에도 

방사선치료군(GII)보다 생존종점중앙값이 증가하지 않았는데(Fig. 1B) 

이는 827 세포의 특성 때문이었다. 암세포를 이식한 동물모델에서 치료

군의 생존종점중앙값이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은 이식한 

세포가 해당 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며 20% 이하로 증가한 

것은 저항성이 있어 치료 효과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군(54일)의 생존종점중앙값이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

과 TMZ치료군(GIII, 40일)에서 20% 이하로 증가하였기 때문에(Fig. 

1B), 827 세포가 방사선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TMZ치료에는 저항

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후에 진행된 in vitro 실험으로 827 

세포의 방사선과 TMZ 처리에 대한 특성을 직접 확인하였다(Fig.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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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과 TMZ치료 저항성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전 개체

가 희생된 후 수거한 암 덩이에서 gDNA를 추출하여 NGS 분석을 수행

하고,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shRNA가 타깃 하는 유전자를 선택

하였다. 2개 또는 3개의 치료군에서 공통적으로 발굴된 유전자는 총 11

개였고 3개 치료그룹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굴된 유전자는 DDX6였다

(Fig. 1C). 

 



 

２１ 

 

 

 

 

 

 

 

 



 

２２ 

 

Fig. 1. 교모세포종 표준치료 저항성 유전자 발굴을 위한 shRNA 선별 검

사 

(A) 환자유래세포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에서 수행한 shRNA 선별 

검사 개요. 선별검사는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인 827 세포에서 

수행되었으며 shRNA library가 도입된 세포를 puromycin (0.5 

mg/ml)처리와 FACS로 선택하여 동물에 이식하였다. 세포는 동

물에 정위적으로 이식되었으며 이식 후 18일째에 동물을 방사선

치료군(3 Gy, 5번), TMZ치료군(65 mg/kg, 경구투여, 5번), 병합

치료군으로 나누어 치료를 적용하였다(n=5/군). 모든 치료는 5

일간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B) 827 세포를 이식한 마우스의 생존 그래프. 치료 진행 후 마우스

가 비정상적인 소견(악액질, 실신, 기면 등)을 보이거나 몸무게가 

20% 이상 소실됐을 때 희생 시키고 희생된 날을 해당 개체의 생

존종점값으로 삼았다. 생존종점중앙값은 군 간의 생존종점 시기

를 비교하기 위해 산출하였으며 군 내 모든 개체들의 생존종점값 

사이의 중앙값(median)으로 산출하였다. 생존증가율(increase of 

life span, ILS)은 치료로 인한 생존종점중앙값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표기하였으며 대조군(I)의 생존종점중앙값에 대한 백분

율로 표기하였다. 

(C) 방사선과 TMZ치료 저항성 유전자 확인. 각 개체의 생존종점에

서 남아있는 암 덩이를 수거하여 gDNA를 추출하고 NGS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식 전 세포와 비교하여 암 덩이에서 2배 이상 증

가한 shRNA를 모두 확인하였다. 이 중 치료 저항성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치료군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shRNA가 타깃 하는 유전자를 밴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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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에서 DDX6 유전자 기능 확인  
 

  DDX6 발현 저하로 방사선과 TMZ치료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

하려면 두 치료에 민감한 세포가 필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먼저 

827 세포를 포함한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 8종에서 DDX6와 MGMT 

효소 단백질 발현 수준을 확인하였다. 827 세포를 제외한 세포들의 

DDX6 단백질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정 기준이 필요

했다(Fig. 2). TMZ치료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하는 MGMT 효소 단백질 

수준은 세포 간의 발현 차이가 컸으나 TMZ 반응성은 MGMT 단백질 

수준보다 promoter의 methylation수준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환자 수술 당시 조직에서 MGMT promoter 부위의 methy-

lation을 확인한 정보와 방사선 또는 TMZ 치료가 적용된 동물 실험 결

과를 분석하였다(Table 1). 578 세포는 MGMT 단백질 발현도 거의 없

었고(Fig. 2) MGMT promoter도 methylation 되어 있었다(Table 1). 

더불어 동물 실험 자료에서 방사선이나 TMZ치료로 생존종점중앙값이 

대조군보다 50% 이상 증가 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Table 1) 방사

선과 TMZ치료에 민감한 세포라고 판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DDX6에 특이적인 shRNA를 도입한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로 

DDX6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shRNA 선별실험에 사용한 827 세

포와 앞서 선별한 578 세포에 shRNA를 도입한 후 DDX6 발현 저하는 

웨스턴 블롯팅법으로 확인하였다(shDDX6). 827과 578 세포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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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DX6 세포가 대조군에 비해 DDX6 단백질 발현이 약 40% 저하되었

다(Fig. 3A). 먼저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에서 shRNA 선별 검사와 동일

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DDX6 발현 저하에 따른 종양형성능력

(tumorigenicity)의 변화와 방사선치료 저항성 획득을 in vivo에서 확인

하고자 하였다(Fig. 3B). 종양형성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군 벡터를 

도입한 827 세포(non-targeted cells, 827 NT)와 827 shDDX6 세포

를 이식한 마우스 중 4 마리씩 일괄적으로 희생시켰다. 827 shDDX6 세

포를 이식한 군에서 827 NT 세포를 이식한 군 보다 암이 형성된 개체

를 더 많이 확인하였고 그 크기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ig. 3C, 

p < 0.001). 827 NT 세포가 이식된 군에서는 단 한 개체에서도 종양조

직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827 shDDX6 세포가 이식된 군에서는 모든 

개체에서 종양 조직이 발생하였다. 종양형성능력 확인을 위해 희생된 개

체를 제외한 개체들은 몸무게가 20% 이상 저하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 

소견을 보일 때 희생시키고 희생된 날을 기준으로 생존종점중앙값을 산

출하였다(Fig. 3D). shDDX6 세포를 이식하고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지 

않는 군(GIII)은 827 NT 세포를 이식하고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군(GI)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생존종앙중앙값이 증가하였다(Fig. 3B, p < 

0.01). 그리고 방사선치료가 적용된 GII(NT 세포)군과 GIV(shDDX6 

세포)군의 생존종점중앙값은 방사선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각각의 세포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방사선치료군 사이에서는 827 

shDDX6 세포를 이식한 군(GIV)에서 생존종점중앙값이 유의미하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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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것을 확인하였다(GII vs. GIV, p < 0.01). GII군과 GIV군 간의 생

존종점중앙값 차이는 적지만(GII-45일, GIV-36일) 개체의 전체생존기

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827 shDDX6를 이식한 군(GIV)의 개체가 모두 

죽고 난 다음 827 NT 세포를 이식한 군(GII)의 개체가 죽기 시작했다

(GII: 39-48 days; GIV: 22-39 days). 따라서 앞서 기술한 결과를 토

대로 DDX6 발현 저하로 인한 방사선저항성 획득으로 827 shDDX6를 

이식한 마우스가 827 NT 세포를 이식한 마우스보다 먼저 희생 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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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8 종의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에서 DDX6 와 MGMT 효소 단백

질 발현확인 

  단백질 추출을 위해 8 종의 환자유래세포에서 배양 시작 후 2 계대 

이하의 세포로 수거하였다. 수거한 세포는 RIPA 완충액으로 용해시킨 

뒤 SDS-PAGE를 실시하였다. Gel에서 이동한 단백질은 PVDF mem-

brane로 옮겨 항체와 반응시켜 DDX6 와 MGMT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

였다. 항존유전자(housekeeping gene)로 β-actin을 사용하여 샘플 간 

단백질이 균등하게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였다.  

 

MGMT: O(6)-methyl guanine-DNA methyl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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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8 종의 교모세포종 환자유래세포에서 방사선과 TMZ 치료에 대

한 동물 실험 결과 

 
 

M: methyl, UM: unmethyl, -: 실험 진행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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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에서 DDX6 기능 확인 

(A) DDX6 발현 저하 세포의 단백질 발현확인. DDX6 발현 저하 세

포를 확립하기 위해 lentivirus로 shRNA를 827과 578 세포에 

도입하였으며(shDDX6), puromycin (0.5-1 mg/ml)을 첨가하여 

배양함으로써 shRNA가 도입된 세포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shRNA의 도입에 10 계대 이하로 배양된 세포를 이용하여 실험

에 20 계대 이하의 세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립된 

shDDX6 세포는 웨스턴블롯팅법으로 DDX6 단백질 수준을 확인

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B) 827 shDDX 세포를 이용한 동물 실험 개요. shRNA 선별 검사 

실험과 유사하게 진행하였으며 827 세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

사선치료만 시행하였다(n=10/군). 확립된 shDDX6 세포와 대조

군 세포를 동물에 정위적으로 이식하고 이식 후 20일부터 5일간 

방사선치료(3 Gy, 5번)를 실시하였다.  

(C) 827 shDDX6 세포의 종양형성능력 증가 확인. 방사선치료가 시

작되기 전 대조군 세포와 shDDX6 세포가 이식된 군에서(n=4/

군) 종양형성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우스 뇌를 적

출하여 PFA (4%)에 고정 시킨 후 paraffin block을 제작하고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마우스의 뇌는 가로 2 mm 간격으로 

얇게 썰어 paraffin block을 제작하였으며 염색된 모든 면을 확인

하여 종양형성 여부와 크기를 측정하였다.  

(D) 마우스 생존 그래프. shRNA 선별검사 실험과 같이 생존종점값

을 구하였고 이식된 세포의 종류와 치료 여부에 따른 변화를 보

기 위해 생존종점중앙값을 산출하고 827 NT 세포를 기준으로 

생존증가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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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또는 TMZ 저항성 세포에서 DDX6 발현 변화 확

인  

  827과 578 세포에 방사선 또는 TMZ 저항성 세포를 확립하고, 치료 

저항성 획득으로 인한 DDX6 발현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사선치

료 저항성 세포를 얻기 위해 827 세포는 2 Gy, 578은 1 Gy의 방사선

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 827과 578 세포 모두 확립된 방사선치료 저

항성 세포에서 대조군에 비해 DDX6 단백질이 적었다(Fig. 4A). 방사선

치료 저항성 획득은 방사선치료 저항성 세포에 높은 강도의 방사선(5 

Gy)을 처리하고 세포 생사 판별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증명하였다(Fig. 

4B). 5 Gy 처리 시 827 세포로 확립한 방사선치료 저항성 세포는 대조

군 세포(18%)보다 유의미하게 더 잘 살아남았고(39%; ***, p < 0.001), 

578 세포로 확립한 방사선치료 저항성 세포도 대조군 세포(31%)보다 

더 잘 살아남았다(54%; ***, p < 0.001). 827 세포는 TMZ에 저항성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TMZ 치료 저항성 세포는 578 세포로만 확립하

였다. 방사선 저항성 세포와 마찬가지로 확립된 578 TMZ 저항성 세포

에서 DDX6의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적었다(Fig. 

4C, 왼쪽). 높은 농도(50 μM)의 TMZ를 처리하여 세포 생사 판별 실

험 시 대조군 세포(55%)에 비해 578 TMZ 세포(100%)가 더 잘 살아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C, 오른쪽,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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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방사선 또는 TMZ 치료 저항성과 DDX6 발현간 연관성 확인  

 

(A) 방사선치료 저항성 세포의 DDX6 단백질 발현 변화 확인. 827과 

578 세포에 반복적인 방사선 처리 후 살아남은 세포만 배양하

였다. 대조군 세포는 방사선 처리는 받지 않고 계대배양만 진행

된 세포이다. 827 세포는 2 Gy로 5번, 578 세포는 2 Gy로 7번 

반복 후 세포 생사 판별 실험으로 저항성 세포 확립을 확인한 

후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다.  

(B) 방사선치료 저항성 획득 확인. 반복적인 방사선 처리 후 살아남

은 세포에 높은 강도의 방사선 처리 후 생사 판별 실험을 진행

하였다. 방사선 처리 후 50% 이상 살아남거나 대조군 세포에 

비해 방사선 처리에 2배 이상 더 살아남았을 경우 방사사선치료

저항성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DDX6의 단백질 확인은 저

항성 획득을 확인한 세포를 수거하여 진행하였다(***, p < 

0.001). 

(C) TMZ치료 저항성 세포의 DDX6 단백질 수준과 저항성 획득 확

인. 방사선치료 저항성 세포의 확립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며 

578 세포를 10 μM의 TMZ를 포함한 배지에서 27일간 배양하

여 세포를 확립하였다. 대조군 세포는 TMZ의 vehicle인 DMSO 

(dimethyl sulfoxide)만 배지에 첨가하여 계대배양한 세포이다. 

TMZ치료 저항성 세포도 세포 생사 판별 실험으로 저항성 세포 

확립을 확인한 후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다(***,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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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X6 발현 저하 세포에서 종양 특성 확인  

  세포 수준에서 DDX6 발현 저하로 인한 기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shDDX6 세포의 증식능력과 sphere 형성능력평가(sphere limiting di-

lution assay, SLDA)를 시행하였다. 827 세포와 578 세포에서 모두 대

조군 세포에 비하여 shDDX6 세포가 더 빠르게 증식하지는 않았으나 대

조군 세포에 비해 적은 수의 세포만 있어도 sphere를 잘 형성하였다

(Fig. 5A와 B). 세포 증식능력 실험에서 827 대조군 세포의 배가 시간

은 69시간, 578 대조군 세포의 배가시간은 173시간 이었고(Fig. 5A) 

이후 실험 진행 시 세포배가시간을 고려하여 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Sphere 형성능력평가 시 827 세포는 분주 후 3일째, 578 세포는 분주 

후 10일째 일정 크기 이상의 sphere 존재 여부를 측정 하였다(Fig. 

5B). 827과 578에서 모두 대조군 세포에 비하여 shDDX6 세포가 더 

크고 많은 sphere를 형성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5C). Sphere 형성능력의 결과가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에서 종양 형성능

력의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Fig. 3C), DDX6 발현 저하로 인한 종양형

성능력(tumorigenicity)과 sphere 형성능력(clonogenicity)의 변화를 

Fig. 3C와 Fig. 5B, C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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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DX6 발현 저하 세포의 종양 특성 확인 

(A) 세포 증식능력 확인 실험. 96 well에 827 세포는 0.5 x 104 개, 

578 세포는 1 x 104 개를 세 반복하여 분주한 후 일정 시간 마

다 살아있는 세포를 측정하였다. 827 세포의 경우 1일 간격, 

578 세포의 경우 3일 간격으로 EZcytox와 반응시킨 뒤 흡광도

를 측정하고 처음 세포를 분주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세포 증식

을 백분율로 나타냈다.  

(B) Sphere 형성능력 평가(SLDA). 동일한 세포수가 분주된 6개 

well 중 sphere가 없는 well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

문에 모든 well에 sphere가 존재 했을 때 값은 0%이다. 827 

NT 세포의 경우 50개의 세포가 있어야 6개 well에 모두 

sphere가 있었고 827 shDDX6 세포의 경우 20개의 세포가 있

어야 6개 well에 모두 sphere가 있었다. 

(C) SLDA 시 sphere 형성 사진. 세포마다 200개 세포를 분주한 6

개 well 중 sphere가 가장 많은 well을 촬영하였다. Well의 가

장자리에 존재하는 sphere까지 촬영하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관

찰하는 SLDA 측정 시에는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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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X6 발현 저하 세포에서 방사선치료 저항성 획득 확

인  

  827과 578 shDDX6세포의 치료 저항성 획득을 확인하고자 방사선이

나 TMZ처리와 함께 세포 생사 판별 실험과 sphere 형성능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사선치료 저항성 획득 확인 시 방사선은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까지 처리되었으며 827과 578 세포에서 모두 shDDX6 세포

가 잘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였다(Fig. 6A). 827과 578 shDDX6 세포에

서 sphere 형성능력이 증가한 것은 앞선 결과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방사선 처리 시 shDDX6 세포의 sphere 형성능력 변화는 SLDA법 이

외에 well 당 평균 sphere 개수도 세어 비교하였다(Fig. 6B와 C). 

SLDA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방사선 처리를 받은 827과 578 

shDDX6 세포는 방사선 처리 전과 마찬가지로 대조군 세포에 비하여 적

은 수의 세포만 있어도 sphere를 형성하였다(Fig. 6B). 또한 well 당 

평균 sphere 형성 개수를 비교 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sphere

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Fig. 6C). 대조군에 비해 827 shDDX6 세포에

서 2 Gy 처리시 4.5배 sphere가 더 많이 생성되었고(***, p < 0.001), 

4 Gy 처리시에는 대조군에서는 sphere가 생성되지 않은 반면 shDDX6

에서는 생성된 sphere를 확인할 수 있었다(평균 1개). 더불어 578 세

포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shDDX6가 1 Gy 처리 시 1.7배, 2 Gy는 3.5

배(***, p < 0.001) sphere를 더 많이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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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Z 처리에 대한 저항성은 827 shDDX6 세포에서 잘 나타나지 않

는데 이는 827 세포가 이미 TMZ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이다(Fig. 1B; 

Fig. 7A-C, 왼쪽). 세포 생사 판별 실험과 SLDA에서는 TMZ 처리 시 

827 shDDX6 세포와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Fig. 7B, 왼쪽). 그러

나 1 mM을 처리했을 때 같은 수의 세포 중 대조군에 비해 827 

shDDX6 세포가 sphere 형성 개수가 많은 것은 확인하였다(Fig. 7C, 

왼쪽; *, p < 0.05). shDDX6 세포에서 TMZ에 대한 반응은 578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잘 나타나는데 10 μM TMZ 처리 시 578 shDDX6 

세포가 대조군 세포에 비해 더 많이 살아남아 있었다(Fig. 7A, 오른쪽; 

*, p < 0.05). 더불어 578 shDDX6 세포가 대조군 세포에 비하여 적은 

수의 세포만 있어도 sphere를 형성하였고 평균 sphere 형성 개수도 많

은 것을 알 수 있었다(Fig. 7B와 C, 오른쪽; ***, p < 0.001). 특히 well 

당 평균 sphere 형성 개수를 비교 했을 때 TMZ 처리를 받은 578 

shDDX6 세포가 형성한 sphere 개수가 대조군에 비해 12배 많았다

(Fig. 7C,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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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827과 578 shDDX6 세포에서 방사선치료 저항성 획득 확인  

(A) 827과 578 shDDX6 세포에서 방사선 처리 시 세포 생사 판별 

실험. DDX6 발현 저하에 따른 방사선치료 저항성을 세포 생사 

판별 실험으로 측정하였다. 방사선 강도는 세포 특성에 따라 조

절하였고 2배씩 증가시키며 처리 하였다. 96 well에 세 반복으로 

세포를 분주하였으며 827 세포는 0.5 x 104 개로 분주한 세포에 

방사선 처리 후 3일째, 578 세포는 1 x 104 개로 분주한 세포에 

방사선 처리 후 7일째 EZcytox와 반응시켜 살아있는 세포를 측

정하였다(*, p < 0.05; ***, p < 0.001).  

(B) 방사선 처리와 병행한 SLDA 실험. 방사선 처리 후 shDDX6 세

포의 sphere 형성능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SLDA 실험 

방법에 방사선 처리 과정을 추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SLDA와 

같이 세포를 분주하였으며 6시간 후 방사선 처리를 하였다. 827 

세포는 2 Gy로 처리한 후 3일째, 578 세포는 1 Gy로 처리한 후 

10일째 sphere 형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C) shDDX6 세포의 평균 sphere 생성능력 증가확인. 200개의 세포

를 분주한 6개 well의 well 당 평균 sphere 개수를 산출하였다. 

평균 sphere 개수의 측정은 SLDA 측정 시점에서 함께 진행되었

다(***,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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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827과 578 shDDX6 세포에서 TMZ치료 저항성 획득 확인 

(A) 827과 578 shDDX6 세포에서 TMZ 처리 시 세포 생사 판별 

실험. TMZ치료 저항성 확인은 방사선치료 저항성 확인 실험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96 well에 세 반복으로 세포를 분주하였으

며 827 세포는 0.5 x 10 4개로 분주한 세포에 TMZ 처리 후 3일

째, 578 세포는 1 x 104 개로 분주한 세포에 TMZ 처리 후 7일

째 EZcytox와 반응시켜 살아있는 세포를 측정하였다(*, p < 

0.05). TMZ 농도는 10배씩 증가시키며 처리 하였다. 

(B) TMZ 처리와 병행한 SLDA 실험. 방사선치료 저항성 세포에 대

한 SLDA 실험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827 세포는 500 μM로 

처리 후 3일째, 578 세포는 10 μM로 처리 후 10일째 sphere 

형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C) shDDX6 세포의 평균 sphere 생성능력 증가확인. 200개의 세포

를 분주한 6개 well의 well 당 평균 sphere 개수를 산출하였다. 

평균 sphere 개수의 측정은 SLDA 측정 시점에서 함께 진행되었

다((*,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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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827과 578 shDDX6 세포에서 방사선 처리와 병행한SLDA 시 

sphere 생성 변화 

  827과 578 세포에서 방사선 처리와 병행한 SLDA 시 sphere 형성 

사진. 세포마다 200개의 세포를 분주한 6개 well 중 sphere가 가장 많

은 well을 촬영하였다. Well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sphere까지 촬영하

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관찰하는 SLDA 측정 시에는 포함하였다. A는 

827 세포를, B는 578 세포를 촬영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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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827과 578 shDDX6 세포에서 TMZ처리와 병행한SLDA 시 

sphere 생성 변화 

  TMZ 처리와 병행한 SLDA 시 sphere 형성 사진. 세포마다 200개의 

세포를 분주한 6개 well 중 sphere가 가장 많은 well을 촬영하였다. 

Well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sphere까지 촬영하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관찰하는 SLDA 측정 시에는 포함하였다. A는 827 세포를, B는 578 세

포를 촬영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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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암-재발암 쌍에서 표준치료로 인한 DDX6 의 발현 

변화  

  실험실 내 환자 조직은행은 교모세포종 환자를 비롯한 약 60 여 쌍의 

원발암-재발암 정보 및 세포를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이용

하여 원발암-재발암 쌍에서 표준치료와 DDX6 발현 변화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환자 조직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발암-재발암 

쌍 중 원발암이 조직 병리학적으로 교모세포종이 아닌 경우와 방사선이

나 TMZ치료 중 한 가지 치료만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21 쌍의 

원발암-재발암 샘플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 중 in vitro 에서 세포로 

배양이 가능한 것은 2 쌍이었고 이 세포들을 배양하여 DDX6 단백질 수

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 쌍에서 모두 재발암 세포의 DDX6 단백질 

발현이 원발암 세포보다 낮았다(Fig. 10). 이에 따라 shDDX6 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같이 DDX6가 낮은 재발암 세포의 기능 평가를 위해 세

포 생사 판별 실험과 SLDA 실험을 수행하였다. 1번 쌍 세포에서 재발

암 세포가 2 Gy와 4 Gy 처리 시 2배, 8 Gy 처리 시 2.5배 원발암 세포

에 비해 더 잘 살아남았고(***, p < 0.001), 2번 쌍 세포에서는 재발암 

세포가 원발암 세포에 비해 8 Gy 처리 시 1.4배 더 살아남았다(*, p < 

0.05)(Fig. 11A). SLDA 상에서도 재발암 세포가 sphere 형성능이 높

고 1번 쌍의 경우 재발암 세포가 원발암 세포에 비하여 2.5배, 2번 쌍의 

경우 재발암 세포가 원발암 세포에 비하여 sphere를 4.7배 더 생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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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 < 0.001)(Fig. 11B와 C). 기능 확인 실험을 진행한 원발암-

재발암 쌍 세포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TCGA가 보유하고 있는 약 

500명의 교모세포종 환자 정보에서 DDX6 발현과 전체생존기간의 차이

를 비교하여 보았다. DDX6 발현이 낮은 하위 10% 환자들이 높은 상위 

10% 환자에 비하여 전체생존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았다(Fig. 12). 더불

어 환자 조직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21개의 원발암-재발암 쌍의 RNA 

sequencing 자료 중 Reads Per Kilobase Million (RPKM)값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Fig. 13A), DDX6의 copy number 값에서는 유

의미하게 원발암에 비해 재발암에서 copy number 숫자가 낮았다(*, p 

< 0.05, Fig.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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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원발암-재발암 쌍 내의 DDX6 발현 변화  

  2 쌍의 원발암-재발암 쌍 간의 DDX6 발현 비교를 위해 세포를 분양 

받은 후 2 계대 이하 세포를 수거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SDS-

PAGE 후 PVDF membrane에 옮겨 항체와 반응시켰으며, 827과 578 

shDDX6 세포의 단백질 수준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항체를 사용하여 웨

스턴 블롯팅 기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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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원발암-재발암 세포 2 쌍에서 DDX6 발현 수준에 따른 기능 변

화 확인  

(A) 원발암-재발암 세포 2 쌍에 방사선 처리 시 세포 생사 판별 실

험. 2쌍의 세포 모두 96 well에 1x 104 개로 세포를 분주하고 6

시간 후 방사선 처리 하였으며 이후 6일째 세포 생사 판별 실험

을 수행하였다(*, p < 0.05; ***, p < 0.001).  

(B) 방사선 처리와 병행한 SLDA 실험. 1번 쌍 세포는 2 Gy로 처리

한 후 7일째, 2번 쌍 세포는 5 Gy로 처리한 후 10일째 sphere

를 측정하였다.  

(C) 원발암-재발암 쌍 간의 평균 sphere 형성능력 변화 확인. 200

개의 세포를 분주한 6개 well의 well 당 평균 sphere 개수를 

산출하였다. 평균 sphere 개수의 측정은 SLDA 측정 시점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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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CGA 내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DDX6 발현 수준에 따른 전체생

존기간 차이 

  TCGA 정보 내 환자의 전체생존기간을 DDX6 발현수준에 따라 비교

하였다. DDX6 발현이 높은 상위 10% 환자들(n=53)에 비해 발현이 낮

은 하위 10% 환자들(n=52)의 전체생존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았다(cox: 

p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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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원발암-재발암 쌍에서 DDX6의 RPKM 값과 copy number 값

의 변화 

(A)  원발암-재발암 쌍 간의 DDX6의 RPKM 값 비교(n=21). 실험

실 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원발암-재발암 쌍의 DDX6 

RPKM값을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원발암 값을 기준으로 재발암 

값을 표준화하여 표기하였다.  

(B) 원발암-재발암 쌍 간의 DDX6의 copy number 값 비교(n=21). 

실험실 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원발암-재발암 쌍의 

DDX6 copy number값을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 p < 0.05). 

Copy number 값은 표준화하여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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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827 shDDX6 세포에서 교모세포종 특이 줄기세포 표지자 변화 

확인 

  shDDX6 세포의 확립을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한 후 세포를 수거하여 

RT-PCR법으로 DDX6와 줄기세포 표지자의 상대적 RNA값을 측정하

였다. 각 샘플은 세 반복 되었으며 DDX6와 줄기세포 표지자의 값은 

827 NT 세포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그래프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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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암 연구에서 환자 환경을 재연하려는 노력은 환자유래세포를 이용한 

동물 모델 제작으로 이어져 왔다[39-42, 93]. 환자유래세포는 환자에서 

분리 배양한 세포지만 실험실 환경에서 그 특성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37-38], 줄기세포 배양 기법을 응용하여 배양하면 오랫동안 계대배양 

가능하다[88]. 그러나 생체 환경과의 차이 때문에 in vitro 환경에서 진

행하는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자유래 

이종이식 모델(patient-derived xenograft model, PDX)을 실험에 사용

하기 시작했다. Joo 등[39]은 환자에서 분리한 교모세포종 세포를 동물

에 이식하였을 때, 환자의 암과 조직생물학적 특성이 거의 동일한 암이 

동물에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환자유래 이종이식 모델이 환자

를 대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모델의 특성을 이용한 연구 방향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따라 환자유래세포를 배양

하고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을 생성하여 치료 저항성 유전자를 찾는 

shRNA 선별검사를 수행하였다(Fig. 1와 2). 

  shRNA 선별 검사 기법은 암 치료 저항성 유전자를 찾는 실험에 이용

되어 왔는데[94], 이 기법을 통해 Berns 등[95]은 유방암의 trastu-

zumab 저항성에 PI3K kinase 경로 유전자들이 중요한 결정인자임을 보

고하였고, Ahn 등[96]은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 

5가 유방암에서 tamoxifen 저항성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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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한 치료법에 대한 저항성 인자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고 세포 수준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94-96], 본 연구는 병합치료법에 대한 저항

성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1).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shRNA 개수가 많으면 실험 목적에 

맞는 유전자를 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library 크기를 낮추는 선행 

실험으로 정확도를 높여 왔다[97-99]. 반면 전체 유전체 크기의 li-

brary을 사용한 경우도 있으며 유전자 한 개를 찾기보다 유전자의 리스

트를 찾아냈다[100-102]. 이런 경우 한 개의 유의미한 유전자를 찾아

낸 것이 아니라 유전자 집단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 실험이 필

요한 단점이 있다[102]. 그러나 종양이 발생할 때는 유전자 전체가 서

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전체 유전체 크기의 library를 사용하는 것

이 세포 사이의 영향과 연결(network)을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103-104]. 본 연구에서는 8,000개 이상의 shRNA library를 이용하

여 선별검사를 실시했지만, 환자유래 이종이식 모델에 독립적인 두 가지 

기전의 치료를 적용함으로써 library 크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치료 저항

성 유전자를 찾고자 하였다.  

  선별 검사에서 발굴한 유전자는 RFX7[105], ZNF649[106]와 같은 

전사인자, PRTG[107-108]나 BTG3[109]와 같은 신경발생인자, 

TGF-β[110]와 같은 종양형성인자 등 암에서 역할이 보고 되어 있는 

유전자였다(Fig. 1). 여기에 이미 방사선치료 저항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된 MYD88[111] 유전자도 함께 발굴되었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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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NA library가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서 발굴된 유전자 중 방사선과 TMZ치료를 적용한 3개 군에서 모두 증

가한 shRNA가 타깃 하는 유전자는 DDX6가 유일했다. 따라서 다른 유

전자들을 확인하기에 앞서 DDX6 유전자의 기능 확인을 먼저 진행하였

다. 

  DDX6는 RNA helicase로서 교모세포종[81, 82]과 대장암[83]에서 

발현 증가 시 암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미 보고된 

논문들과 본 논문의 결과는 대조적이지만 실험 조건에 차이가 있다. Lin 

등[83]의 보고에 따르면 대장암 세포주에서 DDX6 발현을 저하시켰을 

때 암 증식이 억제되었고 Iio 등[82]도 대장암 환자 샘플과 세포에서 

DDX6에 의해 암 억제인자인 miRNA-143/145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밝혔다. Yang 등[81]에 의해 교모세포종에서 miRNA-145 발현으로 암 

발생이 저하된 것이 보고된 바 있으나 DDX6와 miRNA-145의 직접적

인 관계에 대한 논문은 발표된 바 없다. 본 논문은 교모세포종에서 수행

한 실험으로써 이전에 발표된 논문과 암 종류가 다른데, 같은 유전자에 

대한 연구라도 암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estro-

gen receptor(ER) 유전자의 경우, 유방암 세포에서는 세포 증식을 증가

시키지만[112, 114] 대장암 세포에서는 세포 증식을 막는다[112,113]. 

이와 같이 DDX6에 대해 이미 보고된 논문들은 본 논문과 암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환자유래세포가 아닌 ATCC 등에서 구매한 세포주를 

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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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외에도(Fig. 3-9) 환자정보와 원발암-재발암 쌍 세포를 활용

하여 DDX6 발현 저하로 인한 치료 저항성 획득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Fig. 10-13). 이미 보고된 결과들과 본 논문의 결과는 정반대이지만 

이는 암의 종류 차이와 환자유래세포 사용 여부 등 실험 조건의 차이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 저항성 유전자로서 DXX6의 기능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본 논문

에서 증명한 것이 최초이다. 본 논문에서 증명한 결과를 토대로 DDX6

가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표준치료 저항성을 예측하는데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치료 저항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획일적인 치료로 인한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좀 더 빠른 시일에 대체 치료법을 찾아 볼 수 있

기 때문에 DDX6가 유용성 있을 것이다. 하지만 DDX6 유전자를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려면 정확한 기전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암 줄기세포가 치료 저항성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은 많

은 논문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115-117] 827 shDDX6 세포에서 교모

세포종 특이적인 암 줄기/다능성 표지자 수준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

은 확인하지 못했다(Fig. 14). 하지만 저산소 상태에서 암 줄기세포 발

현이 증가하고 DDX6가 저산소유도인자(HIF-1)를 조절한다는 논문이 

이미 보고 되었기 때문에[84], DDX6 발현 저하와 암줄기세포 간의 연

관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은 

miRNA를 통한 조절일 것이다. DDX6가 microRNA를 조절함으로써 여

러 기능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저항성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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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진 miRNA-221/222[118], miRNA-181[119], miRNA-

21[120], miRNA 195, 196b[121] 등과 DDX6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

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자는 환자유래세포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에서 

shRNA 선별 검사를 통해 DDX6가 방사선과 TMZ치료 저항성을 유발

하는 후보 유전자라는 것을 찾아 냈고, 방사선이나 TMZ 처리와 동반된 

정위적 이종이식 모델 실험(Fig. 3), 세포 생사 판별 실험, sphere 형성

능력실험(Fig. 5-7)을 통해 확인하였다. 더불어 원발암에 비해 표준치

료를 받은 재발암에서 DDX6 발현이 낮았고(Fig. 10) TCGA 내 교모세

포종 환자 정보에서 DDX6 발현이 높은 환자에 비해 낮은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이 짧았다(Fig. 12). 본 논문에서 DDX6 발현이 낮은 세포가 

방사선과 TMZ치료에 저항성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후 

정확한 기전 연구가 수반된다면 DDX6 발현수준 확인이 교모세포종 환

자 표준 치료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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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olvement of DDX6 gene in  

radio- and chemo-resistance 

in glioblastoma 

 

Cho Yu Jin 

Department of Anatom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comitant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CCRT) is often 

used for Glioblastoma multiforme (GBM) treatment after surgical 

therapy, however, patients treated CCRT undergo poor prognosis 

due to developed treatment resistant recurrence. Many people have 

studi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discovered the gen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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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nced treatment resistance. To discover potential genes induced 

CCRT resistance in GBM, whole genome screening by infecting 

shRNA pool in patient-derived cell was used in this study. The 

cells infected above 8,000 shRNAs were implanted in mouse brain 

and treated RT/TMZ like CCRT treated patients. DDX6 was found 

out for the candidate gene to treatment resistance after screening 

and established DDX6 knock down cells for functional validation. 

Using these cells, tumor-associated ability of DDX6 was confirmed 

in vitro and in vivo. Although proliferation improvement was not 

found, decreased DDX6 influenced up-regulated clonogenic ability 

and resistant response against radiation treatment in vivo and in vi-

tro. In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data set with GBM pa-

tients, overall survival time in low DDX6 expressed patients was 

shorter than high DDX6 expressed patients. Moreover, alterative 

DDX6 expression between primary-recurrent tumor cells from 

same patient was supported previous results because primary tu-

mors were treated CCRT after surgery.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DDX6 discovered by using whole genome screening is respon-

sible for radio-and chemo- resistance in GBM and patients to 

check the expression of DDX6 before treatment can predict the 

prognosis of patients after C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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