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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resistance is the biggest issue of effective cancer therapy. ABCG2 is highly correlated with 
multi-drug resistance, and represent a typical phenotype of multiple cancer stem-like cells. Accumulating 
evidence recently reported that oncolytic viruses represent a new strategy for multiple aggressive can-
cers and drug resistant cancers including cancer stem cell-like cells and ABCG2 expressing cells. In 
this study, we generated an evolutionally engineered vaccinia virus, SLJ-496, for drug-resistant cancer 
therapy. We first showed that SLJ-496 treatment enhanced tumor affinity using cytopathic effect assay, 
plaque assay, as well as cell viability assay. Next, we clearly demonstrated that in vitro SLJ-496 treat-
ment represents significant cytotoxic effect in multiple cancers including colorectal cancer cells (HT-29, 
HCT-116, HCT-8), gastric cancer cells (AGS, NCI-N87, MKN-28),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SNU- 
449, SNU-423, SNU-475, HepG2), as well as mesothelioma cell (NCI-H226, NCI-H28, MSTO-221h). 
Highly ABCG2 expressing HT-29 cells represent cancer stem like phenotype including stem cell mark-
er expression, and self-renewal bioactivities. Interestingly, we demonstrated that in vitro treatment of 
SLJ-496 showed significant cytotoxicity effect, as well as viral replication capacity in ABCG2 over-
expressing cell. In addition, we also demonstrated the cytotoxic effect of SLJ-496 in Adriamycin-re-
sistant cell lines, SNU-620 and ADR-300.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provide us a pivotal clue that 
cancer therapy using SLJ-496 vaccinia virus might be new therapeutic strategy to overcome ABCG2 
expressing cancer stem-like cell and multiple chemo-resistance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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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통계청에 발표에 의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러한 이유로 암의 정복을 위해 많은 연구[11, 37]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적 치료법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항

암요법 이지만 암선택성 결여 및 여러 부작용과 항암제 내성

이 항암치료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암 치료

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28], 최근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5, 8, 33]. 

백시니아 바이러스에서 종양 선택성이 보고된 이래로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항 종양 바이러스치료는 임상

수준에서[5, 6, 17, 30]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시니아 

바이러스는 이중나선의 DNA게놈을 가진 바이러스로 세포 밖 

껍질을 보유하고 있어 항체에 의한 면역반응을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20]. 암세포와 백시니아 바이러스 모두 DNA합

성을 위해 Thymidine kinase (TK)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하는

데 백시니아 바이러스 내 이 TK 효소를 제거하여 암선택성을 

높인 바이러스가 항 종양 치료에 주로 사용 되고 있다[19, 23, 

30]. 또한,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TK를 제거하고 

GM-CSF를 발현하도록 조작한 JX-594는 현재 Pexa-Vec이라는 

이름으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 FDA승인을 받

아 글로벌 임상3상이 진행되고 있다[7, 12, 17, 31]. 요약컨데,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 종양 효능은 이미 입증되어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항 종양효능 증진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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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G2는 포유류 세포막에 존재하는 ATP binding cassette 

(ABC) transporter 단백질군 중의 하나로, 세포 내 유입된 각종

대사산물이나 항암제와 같은 화합물들을 ATP를 소모하여 세

포 밖으로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15]. ABCG2 단백질은 간, 대장, 유방, 소장 등의 여러 조직에

서 발현되며[32, 34], 대장암[9]과 위암[21]을 비롯한 다양한 암

[18, 38]에서의 높은 발현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ABCG2는 

일부 줄기세포 에서 특히 발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ABCG2는 화학적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doxorubicin, irinote-

can, mitoxantron 등의 여러 항암제를 기질로 하는 가장 중요

한 multi-drug resistance transporter로 인식[2, 26, 35]되고, 

항암제 내성 발생 기작과 관련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9], 

또한 자가 재생산능, 증식능, 항암제 내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

는 암 줄기세포 내 발현도 보고 되고 있다[3]. 게다가 ABCG2

는 대장암에서 암의 진행과 전이에 중요하다고 보고 된 바 

있으며[24], 암 줄기세포의 마커와 화학적 암 치료에 새로운 

타깃으로 제시된 바 있다[3, 14, 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ABCG2를 과발현 

하거나 내생적으로 ABCG2의 발현이 높은 세포를 사용하여 

암 줄기세포 특성 및 항암제 내성을 가지는 세포환경을 실험

관 내 구현하고 새로운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활용한 항종양 

효능 분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료  방법

세포 배양

인간 대장암 세포주 HT-29, HCT-8, HCT-116, 위암 세포주

(MKN-78, NCI-N87, AGS 그리고 간암세포주 HepG2, HeLa, 

U2O-S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로 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간암 세포주 

SNU-475, SNU-423, SNU-449와 중피세포 종 NCI-H2452, NCI- 

H226, NCI-H28, MSTO-211h는 부산대학교 이상률교수님께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위암세포 SNU620 그리고 약물내성 위

암 세포주 SNU-620 5FU100, SNU-620 ADR300 한국 세포주 

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암 세포주는 권장되는 

RPMI-1640에 10% 소 태아혈청 그리고 1% penicillin/strepto-

mycin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바이러스 플라크 실험에 

사용된 인간 골육종세포 U2O-S세포주는 DMEM high glu-

cose (Welgene, Seoul, Korea) 배지에 10% 소 태아혈청(Gibco, 

Waltham, MA, USA) 그리고 1%penicillin /streptomycin 

(Welgene) 이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모든 세포주는 5% 

CO2, 37℃환경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의 3차원 구형배양

단층 배양한 인간 대장암 세포주 HT-29를 Trypsin/EDTA 

(Welgene)를 처리하여 탈착 하고 세포 수 계측을 통하여 Ultra 

low attachment 6well plates (Corning)에 600개의 세포(200세

포/ml)를 분주 하였다. 3차원 구형배양을 위한 배지는 DMEM/ 

F12 (Gibco)에 20 ng/ml EGF (R&D systems), 10 ng/ml of 

b-FGF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1% pen-

icillin/streptomycin (Welgene)과 1 X B-27 supplement 

(Gibco)가 첨가된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5% CO2, 37℃환경에

서 배양하였다.

암용해 백시니아 바이러스(SLJ-496 GFP)

실험에 사용된 백시니아 바이러스는 면역억제조건 하에 뉴

질랜드 토끼 VX2종양모델의 혈관 내로 wyeth종 백시니아 바

이러스를 주입하여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는 시점에 혈청 내 

바이러스를 단일 플라크 형태로 분리한 바이러스에(특허

10-2010-0064718) 암 선택성 증진을 위해 바이러스 내 thymi-

dine kinase를 제거하고 추적을 위해 GFP를 삽입하여 제작하

였다. 본 SLJ-496 바이러스는 ㈜신라젠과 황태호교수로부터 

물질양도계약 (MTA)를 통하여 제공받아 본 실험에 사용하였

다. 바이러스의 증폭에는 인간 자궁경부암 세포주 HeLa에 

0.01 pfu의 바이러스를 2시간동안 감염시킨 후 새로운 배지로 

교환하여 72시간 동안 5% CO2, 37 ℃환경에서 배양 한 후 세포

를 배양한 배지와 감염된 세포를 수집하여 6,000 rpm에서 15

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 한다. 바이러스성 pellet

은 10 mM Tris (pH 9.0)에 현탁 한 후 고주파로 분해하여 

36%sucrose 용액을 이용하여 12,000 rpm에 원심 분리 후 상층

액 제거 후 pellet을 10 mM Tris (pH 9.0)에 현탁하여 -80℃에 

보관한다. 바이러스는 플라크 분석을 통해 농도확인 후 실험

에 사용하였다.

바이러스 라크 분석

U2O-S 세포를 6 well plate에 well당 400,000 분주하여 24시

간 배양한다. 단계 희석 된 바이러스 성 용액을 감염 후 2시간 

후 2 XDMEM (Welgene)에 4% FBS (Gibco)와 1% Penicillin 

streptomycin (Welgene) 배지에 3% cardboxy methyl-

cellulose (Sigma-Aldrich, St Luis, CA, US)를 1:1 혼합 한 용액

으로 교환하고 72시간 배양 후 배지 제거 후 바이러스 플라크 

정량을 위하여 0.2% crystal violet solution (Sigma-Aldrich)와 

20% 에탄올로 염색한다. plaque수 × 희석배수 × ml로 환산하

여 정량화한다. 

세포 생존율 분석

바이러스에 의한 암세포 내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96 well plate에 well당 10,000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37℃, 5% CO2환경에서 배양하였다. 바이러스의 항종양 효능 

확인을 위해 농축된 바이러스를 세포배양 배지에 농도 별로 

단계 희석하여 희석된 바이러스를 각 well에 처리한다. 2시간 

배양 후 혈청이 들어있는 세포배양 배지로 교환하여 준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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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제의 내성획득 확인을 위하여 96 well plate에 well당 10,000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배양 후 다음날 단계 희석된 각 농도의 

항암제를 처리한다. 이후 72시간 동안 37 ℃, 5% CO2환경에서 

세포 배양 후 Ez-cytox (Dail-lab, Seoul, Republic of Korea)를 

세포배양 배지에 1:10으로 희석하여 2시간 배양 후 4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확인한다. 

바이러스 복제능 확인

암 세포주 내 바이러스 복제 능 확인을 위하여 24well plate

에 well당 100,000개의 해당 암 세포주를 분주하여 24시간 배

양 후 0.1MOI SLJ-496GFP를 감염시킨다. 2, 24, 48, 96시간 세

포와 배양액을 수득하여 -80℃ deep freezer에 보관 후 동결-용

해를 3반복 및 고주파로 분해하여 세포 내 잔존 바이러스 수득 

후 plaque실험에 사용한다. 단계 희석 된 바이러스성 용액을 

U2O-S세포주에 감염시킨 후 바이러스 플라크 실험 후 생성된 

플라크 수를 정량하여 바이러스 복제능을 검증한다. 

ABCG2 과발  세포주의 구축

ABCG2 과발현 세포주의 구축을 위하여 PLVX-EF1α-IRES- 

mcherry vector에 ABCG2를 클로닝하여 과발현 vector제작 

후 렌티 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AGS, HCT-116 세포주 내 

제작 된 렌티 바이러스를 감염 시켜 세포주 내로 형질주입 

시킨다. 계대 배양을 통하여 세포 수 획득 효율 및 안정화를 

시킨 후 FACS AriaIII (BD, san Jose, CA)를 이용하여 ABCG2- 

m-cherry형광이 발현된 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한다. 분리된 세

포주는 western blot을 통해 ABCG2 유전자의 과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Western blot 실험

ABCG2의 단백질 발현 양을 조사하기 위해 세포주를 PRO- 

PREP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Seoul, Korea)에 용해하여 추출 후 BCA정량(Thermo Scientif-

ic, Rockford, IL, USA) 하여 사용하였다. SDS-PAGE를 통해 

단백질을 분리 후 PVDF (Millipore, Billerica, MA, USA) 

membrane으로 transfer 한 후 5% skim-milk로 blocking 하였

다. 이후 ABCG2 항체(Protein Tech)과 β-actin (Santa Cruz, 

CA, USA)을 4℃에서 하룻밤 부착하고 다음날 TBST로 세척 

후 상온에서 1시간 goat anti-mouse IgG-HRP (Santa Cruz )항

체를 붙인다. ECL (Bionote, Hwaseong, Korea) detection re-

agent를 사용하여 단백질 발현 정도를 확인한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최소 3반복 이상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는 세

포의 대조 군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 

차는 independent t-test에 의한 p<0.05의 유의성으로 나타내

었다. 

결   과

새로운 자연형 종양친화 바이러스 SLJ-496GFP 바이러

스의 구축

실험에 사용된 백시니아 바이러스 SLJ-496GFP의 구축 모식

도를 Fig. 1A에 제시하였다. SLJ-496GFP는 종양환경에서 진화

를 통한 종양 친화성 바이러스로 면역 억제 하에 종양이 식립 

된 토끼에서 다계대 배양을 통해 선발하였다. 혈관 내 백시니

아 바이러스 투여 후 종양의 크기가 감소되며 혈액에서 바이

러스가 검출되는 시점에 토끼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에서 

단일 플라크 형태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암에 대

한 특이성 증대를 위하여 TK 유전자 부위를 결손 시키고 바이

러스 추적을 위해 GFP를 삽입하여 새로운 자연형 암 용해 바

이러스 SLJ-496GFP를 구축하였다. 야생 형 바이러스와 구축된 

SLJ-496GFP의 바이러스의 효능 비교검증을 위하여 암 세포주

에 0.1MOI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3일 후 세포변성효과를 

확인하였다. 야생 형 바이러스에 비교하여 SLJ-496GFP 바이러

스 감염 후 세포변성효과가 증가하였다(Fig. 1B). 바이러스 플

라크 실험 결과에서도 동일한 농도의 바이러스 감염 후 SLJ- 

496GFP가 감염된 well 내 crystal violet의 염색의 정도가 감소

한 결과를 확인하였다(Fig. 1C). 암세포 내 세포 생존율 실험결

과 마우스 대장 암 세포주 CT-26 (Fig .1D)과, 중피세포 종 

NCI-H226 (Fig. 1D)에서 야생 형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비교하

여 세포생존율감소의 유의적인 차이를 입증하였다. 이를 통하

여 야생 형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비교하여 새로운 바이러스

SLJ-496GFP의 증가된 종양친화성을 검증하였다. .    

다양한 암 세포주 내 SLJ-496GFP의 세포 독성

다양한 암 세포주 내에서의 SLJ-496GFP의 항 종양 효능 분

석을 위해 세포생존율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장암 세포주 

HCT-116은 0.01 MOI 이상 농도의 SLJ-496GFP 감염 후 유의

적으로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Fig. 2A), HCT-8, HT-29

에서도 0.1 MOI 이상 농도의 바이러스 감염 후 유의적으로 

세포생존율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위암 세포주 NCI-N87은 

0.01 MOI 이상에서 유의적으로 세포생존율 감소를 보였으며, 

MKN-78, AGS 세포주는 0.1 MOI 이상에서 유의적인 세포생존

율의 감소를 확인하였다(Fig. 2A). 또한, 간암세포주 SNU-449, 

SNU-475, HepG2에서 0.01 MOI 이상의 농도의 바이러스 감염 

후 세포생존율의 유의적인 감소를 입증하였다(Fig. 2A). 중피

세포 종 세포주 NCI-H2452, NCI-H226, NCI-H28, MSTO- 

211h 에서도 1MOI이상의 농도에서 유의적인 세포생존율의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A 오른쪽 아래). 감소된 세포 

생존율을 통하여 여러 암세포주 내 SLJ-496GFP 항 종양효능을 

증명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바이러스 

복제 능 확인을 위해 바이러스에 표지 된 GFP형광의 발현 정

도를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Fig. 2B). HT-29와 H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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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 of SLJ-496GFP vaccinia virus. A. Scheme of SLJ-496GFP generation. B. Cytophatic effect of wild type vaccinia 

virus and SLJ-496GFP in HCT-8, HCT-116c. C. Viral plaque assay in HCT-8, HT-29, HCT-116. (WTVV: wild type vaccinia 

virus). D. Cytotoxicity of wild type vaccinia virus and SLJ-496 GFP in CT-26(upper panels), NCI-H226(lower panels)  *,p<0.05 

vs 0 MOI, **,p<0.01 vs 0 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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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ncolytic effect of SLJ-496GFP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A. Cytotoxicity of SLJ-496GFP in colorectal cancer, gastric cancer, 

hepatocellular cancer and mesothelioma. B. SLJ-496GFP replication assay in HT-29, HCT-116. Quantification of mean fluo-

rescence intensity (MFI) in HT-29 and HCT-116. C. Viral replication assay in cancer cell lines. *,p<0.05 vs 0 MOI, **,p<0.01 

vs 0 MOI.

116세포주 내 SLJ-496GFP감염 후 3일차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 세포주 내 감염된 바이러스 표지 평균형광강도가 유

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HCT-116 세포주 내 

바이러스 감염 후 시간의존적으로 유의적인 평균형광강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암세포주에서의 바이러스 증식 

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장 암세포주 Lovo 세포에서 

바이러스 감염 후 72시간째 유의적인 바이러스 증식(Fig. 2B)

을 확인하였다. HT-29는 48시간째 바이러스의 유의적인 증가

를 확인하였으며 HCT-116은 시간에 따른 바이러스 증식의 

증가는 확인하였지만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정상세포 MEF 

(Mouse embryonic fibroblast)에서 바이러스 감염 후 암세포 

특이적인 바이러스 복제 능을 검증한 결과 72시간 째 유의적

으로 바이러스의 증가를 확인하였지만 암 세포주에 비교하여 

극히 낮은 복제 능을 보였다(Fig. 2C). 이를 통하여 S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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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ssessment of ABCG2 overexpression cells. A. Expression of ABCG2 various cancer cell line. B. Sphere forming ability in 

HT-29 cells. a. 1st sphere, b. 2nd sphere, c. 3rdsphere, d.4th sphere. C. Immunostaining image. Expression of stemness markers 

c-Mye, SOX2, Nanog and OCT3/4 in HT-29 sphere cells. c-Myc (green). Sox2 (red), Nanog (green), OCT3/4 (red) and DAPI 

(blue). D. Chemo-resistance of ABCG2 overexpression cell lines. E. Sphere forming ability of ABCG2 overexpressed HCT-116 

cells. (*,p<0.05, **,p<0.01, ***,p<0.001).

496GFP 바이러스의 암세포 특이적인 바이러스 복제 능을 입

증하였다. 

항암제 내성모델 구축

세포주 내생의 ABCG2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암 세포

주 HT-29, Lovo, DLD-1, HCT-116, HCT-8 세포주 및 위암 세

포주 MKN-28, NCI-N87, AGS 그리고 간암 세포주 SNU-354, 

SNU-423, SNU-449, SNU475, HepG2세포주의 단백질을 정제

하여 ABCG2 단백질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Fig. 3A). 여러 암 세포 중 내생적으로 ABCG2의 발현이 

가장 높은 HT-29세포주로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HT-29세

포의 3차원 구형배양을 시행하여 암 줄기세포의 특성인 자가 

재생산 능을 검증 한 결과 3차원 세포구형의 반복적인 계대 

배양을 통한 자가 재생산능이 효과적으로 확인되었다(Fig. 

3B). 또한 면역형광염색을 통하여 줄기세포 표지자 Sox2, 

Nanog, OCT3/4, c-Myc의 발현 정도를 확인한 결과 3차원 구

형배양 시 Sox2와 c-Myc의 높은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anog와 OCT3/4의 발현도 확인하였다(Fig. 3C).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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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ncolytic effect of SLJ-496GFP in HT-29 spheroid. A. HT-29 Spheroid formation in SLJ-496 infection. B. Single spheroid 

morphology after SLJ-496GFP infection and quantified average spheroid area. C. Fluorescence sensitivity image analysis after 

SLJ-496GFP infection. 

ABCG2 과 발현 세포주에 항암제 Irinotecan과 Mitoxantrone

을 처리하여 항암제 내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AGS세포주에 

200 μM Iritnotecan 처리 후 ABCG2가 과발현된 세포주에서 

3배 이상 유의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HCT-116세포주 

또한 ABCG2가 과발현되었을 때 세포생존율이 3배 이상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Mitoxantrone 100 μM처리 후 

AGS 세포생존율 3.24±0.05%(p<0.001), AGS-ABCG2 세포생

존율 67.86±8.48%(p<0.01)로 ABCG가 과발현된 세포주에서 

20배 이상 유의적으로 높은 세포생존율을 확인하였다(Fig. 

3D). 또한, ABCG2의 과 발현을 통한 HCT-116세포주의 3차원 

구형배양 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 3E). 이

를 통하여 ABCG2의 과 발현 세포가 암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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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ncolytic effect of SLJ-496GFP in ABCG2 expressing cells. A. Comparative cytotoxicity of SLJ-496GFP and wild type vaccinia 

virus in overexpressed ABCG2 cell lines. *,p<0.05 vs. 0 MOI, **,p<0.01 vs. 0 MOI. B. Fluorescence image of after infection 

SLJ-496GFP in HCT-116-ABCG2 cells (low panel-magnification) *,p<0.05 vs. 0 dpi. , **,p<0.01 vs. 0 dpi. (dpi: day of post 

infection). C. Analysis of SLJ-496 GFP viral replication in AGS-ABCG2 (left panel) and HCT-116-ABCG2 (right panel) *,p<0.05 

vs. 0 hr control. ,**, p<0.01 vs. 0 hr control.

ABCG2의 발 이 높은 암세포 내 SLJ-496GFP의 세포 

독성 

내생적으로 ABCG2의 발현이 높은 HT29 세포주를 3차원 

구형 배양하여 암 줄기세포 유사 환경을 구축 한 후 SLJ- 

496GFP의 세포독성 효과를 확인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후 3일

차에서 7일차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 대조 군과 비교하여 바이

러스 처리 군에서 3차원 구형 배양된 세포의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깨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Fig. 4A). 3차원 구형배양 세

포의 형태학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듯 농도의존적으로 구

형배양이 깨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ig. 4B), 평균 구형배양

세포 면적을 정량화한 결과 1 MOI 농도에서 구형세포의 면적

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 후 표지 된 

평균 형광광도의 증가(Fig. 4C)를 통해 암 줄기세포 모델 내 

SLJ-496GFP의 복제 능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ABCG2 과발 시킨 세포모델 에서 SLJ-496GFP의 세

포 독성 

렌티 바이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ABCG2를 과 발현한 세

포 에서 SLJ-496GFP의 세포독성 확인을 위하여 야생 형 백시

니아 바이러스와 SLJ-496GFP를 각각 감염시킨 후 세포생존율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LJ-496GFP를 감염시킨 AGS-ABCG2

와 HCT-116-ABCG2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세포독성이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Fig. 5A). 바이러스 복제 능을 확인한 결과 

HCT-116ABCG2 세포주 내 바이러스성 평균형광강도가 유의

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5B). 세포주 내 바이러스 

농도 확인 실험에서 HCT-116ABCG2 세포주 내 유의적인 바

이러스 농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Fig. 5C). 



Journal of Life Science 2016, Vol. 26. No. 7 843

A

B C

Fig. 6. Cytotoxicity of SLJ-496GFP in drug resistant ABCG2 expressing cells. A. ABCG2 expression analysis in SNU-620, SNU-620 

5FU, SNU-620 ADR300. (SNU-620 5FU: 5-FU resistant cell line, SNU-620 ADR300: Adriamycin resistant cell line). B. Oncolytic 

effect of SLJ-496GFP in SNU-620, SNU-620 ADR300. **,p<0.01 vs. 0 MOI control.

항암제 내성 세포주 내 SLJ-496GFP의 세포 독성 

5FU와 Adriamycin을 지속적으로 반복 투여하여 구축 된 

SNU-620 세포주의 ABCG2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항암제 내성 세포주 SNU-620 5FU1000과 SNU- 

620 ADR300에서 ABCG2의 발현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SNU- 

5FU와 SNU-620 ADR300은 SNU-620에 비교하여 해당 약물에 

대한 상대내성이 각각 188과 7.1로 높은 약물내성이 알려져 

있는 세포주이다. SNU-620세포주와 SNU-620ADR300 세포주 

내 SLJ-496GFP의 세포독성을 증명한 결과 1MOI 이상에서 유

의적인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  

고   찰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에 대한 높은 선택성 획득에 대한 

유전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22] 바이러스

를 활용한 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16, 29, 36]. 또한 

면역작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막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20]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새로운 암 치

료제로서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개발하여 항 종양 

효능을 시험관 내 환경에서 입증하고자 하였다. SLJ-496GFP는 

종양모델 내 바이러스 투여 후 혈청 내 분리정제를 통하여 

암 친화성을 증진시켰으며, 야생형 바이러스와 비교한 Viral 

titer assay 결과 및 세포독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

였다(Fig. 1C). 또한 마우스 배아 섬유아세포에 비교하여 암세

포 내 유의적으로 높은 바이러스 복제를 통해 바이러스의 암 

세포 내 특이적인 증식능을 증명하였다. 또한 암세포 내 SLJ- 

496GFP의 증식능은 세포 내 바이러스성 형광 GFP 평균 형광

감도의 증가와 증식능 확인실험결과를 통해서 암세포 내 유의

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ABCG2는 다약제 내성을 가지는 세포 및 암 줄기세포에서 

발현이 확인된 바 있으며[9], 이는 화학적 항암치료에 새로운 

타겟으로 제시 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 ABCG2의 발현이 

내생적으로 높은 HT-29 세포 3차원 구형배양의 유지를 통해 

줄기세포의 특성인 자가 재생산 능과 줄기세포 표지자 Oct4, 

c-Myc, Nanog, Sox2 단백질 수준의 발현확인 및 ABCG2의 

과 발현을 유도한 세포주 모델의 3차원 구형배양 능의 유의적

인 증가를 통해 ABCG2와 암 줄기세포의 연관성을 제시하였

다. 이는 다약제 내성과 암 줄기세포의 특성이 연관되어 있다

는 이전의 보고와[13] 부합하는 결과이며, ABCG2가 암 줄기

세포 마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3, 14]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이다. 

ABCG2의 발현이 내생적으로 높은 약물내성 세포주 모델

과 ABCG2가 과발현된 세포주 내 SLJ-496GFP의 농도의존적

인 세포 독성 및 바이러스 증식의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였

으며 또한 반복적인 항암제 투여를 통하여 구축된 항암제 내

성 세포주 SNU-620 ADR300에서도 1MOI 이상의 농도에서 

유의적인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항암제 

내성 세포주 모델 내 SLJ-496GFP의 우수한 항종양 효능을 입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수준 내 SLJ-496GFP의 효능을 우선적으

로 검증하였기에 앞으로, 동물 종양 모델 내 바이러스의 투여

를 통한 생존율 분석 및 종양 크기의 변화 등의 생체 내 검증실

험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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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니아 바이러스를 활용한 항암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4, 10, 25], 이에 따른 항암치료제로서의 기대효과도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새로운 백시니아 바이러

스 SLJ-496GFP의 종양친화성을 야생형보다 유의적으로 증진

시켰으며, 시험관내 수준에서의 항 종양효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ABCG2의 발현이 높은 항암제 내성 세포주 모델 내에서

의 항종양 효능 및 바이러스 증식능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결

과들을 토대로 ABCG2의 발현이 높은 약물내성 항암 치료에 

새로운 대안으로 백시니아 바이러스 SLJ-496GFP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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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다양한 암세포  ABCG2 과발  내성 암세포에 한 항 종양 효과 

연구

박지혜1†․윤지수1†․허  정2․황태호3,4․권상모1*

(1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혈관 및 줄기세포 연구실, 2부산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3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교실, 4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실)

항암제 내성은 화학적 치료법의 가장 큰 난관의 하나로 효과적인 항암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 되야 할 문제

이다. ABCG2는 다약제 내성과 이를 특징으로 하는 암 줄기세포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암용해 바이러스가 다양한 암종과 항암제내성을 보이는 암 치료에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항암제 내성 암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암용해 백시니아 바이러스 SLJ-496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cyto-

phathic effect, plaque assay, viability assay를 통하여 야생형 바이러스에 비교하여 증가된 종양친화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invitro 환경에서 대장암 세포주(HT-29, HCT-116, HCT-8)를 비롯하여 위암 세포주(AGS, NCI-N87, 

MKN-28), 간암 세포주(SNU-449, SNU-423, SNU-475, HepG2) 그리고 난치성 암 종인 중피 세포종(NCI-H226, 

NCI-H28, MSTO-211h)에서 유의적인 세포독성효능을 입증하였다. ABCG2의 발현이 높은 HT-29세포의 3차원 구

형배양을 통하여 ABCG2와 암줄기세포 특성의 연관성을 증명하였으며, 항암제 내성세포 모델에서 SLJ-496GFP가 

유의한 세포독성을 나타내며 암세포내 복제능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였다. ABCG2를 과발현 시킨 세포주 내 야생

형 바이러스에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세포 생존율을 증명하였으며, 바이러스의 복제능 또한 검증하였다. 또

한, 지속적인 항암제 투여를 통하여 ABCG2의 발현이 높은 항암제 내성 세포주에서의 항종양 효능 또한 입증하였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ABCG2가 과발현 된 암 줄기세포 및 항암제 내성에 새로운 항종양 바이러스 SLJ-496 

백시니아 바이러스 치료법이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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