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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oblastoma (GBM) is the most incurable brain cancer derived from the transformed glial cells. 
Standard anti-GBM treatment, including surgery and chemoradiotherapy, does not ensure good prog-
nosis for the patients with GBM, because successful therapy is often impeded by presence of glioma 
stem cells (GSCs). GSCs, which is generally divided into proneural (PN) and mesenchymal (MES) sub-
type, are understood as subpopulation of cancer cells responsible for GBM initiation, progression and 
recurrence after standard treatments. In the present study, we demonstrate that PN subtype GSCs dif-
ferentially transit to MES subtype GSCs by specific cytokines. The expression of CD44, a marker of 
MES subtype GSCs, was observed when GSC11 PN subtype GSCs were exposed to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cytokine and GSC23 PN subtype GSCs were treated to transforming growth fac-
tor beta 1 (TGF-β1) cytokine. Ivy glioblastoma atlas project (Ivy GAP) bioinformatics database showed 
that TNF-α and TGF-β1 were highly expressed in necrotic region and perivascular reg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NF-α signaling was relatively upregulated in necrotic region, while TGF-β signaling was 
increased in perivascular region. Taken together, our observations suggest that MES subtype GSCs can 
be derived from various PN subtype GSCs by multimodal cytokine stimuli provided by neighboring 
tumor micro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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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악성 교모세포종(glioblastoma, GBM)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4등급의 중추신경계 종양 질환이다[7]. 해당 질환을 앓

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및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통상적인 치료를 받으며, 이러한 치료 후에도 종양의 재발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음이 잘 알려져 있다[3, 13].

이러한 교모세포종의 종양 내부에는 뇌종양줄기세포라는 

특징적인 세포 군집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뇌종양의 발생, 재

발, 그리고 치료 저항성에 관여하는 미분화된 세포 군집을 말

한다[6, 16]. 종양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유전적으로 비균

질(heterogeneous)한 것과 마찬가지로, 뇌종양줄기세포 자체

도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분류는 전신경(proneural) 세포로의 분화와 관련한 유

전적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proneural (PN) 아형(subtype)

의 세포들과, 간충직 세포로의 분화와 관련한 유전자 발현 경

향을 지닌 mesenchymal (MES) 아형의 세포로의 분류 방법이

다[9, 10, 14]. 이러한 유전자 발현 체계를 기반으로 한 분류 

방법은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범위에서의 총체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이러한 분류 방법을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뇌종양 치료 후, PN 아형 뇌종양줄

기세포로부터 MES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로의 전이

(PN-to-MES GSC transition, PN-MES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1, 4, 11]. 해당 연구 결과는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저항성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PN에서 

더욱 공격적인 성향인 MES 아형으로의 전이 기전을 설명함으

로써, PN-MES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치료

의 작용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PN-MES 전이가 특정 종양미세환경

(tumor microenvironments)에서 각기 다른 사이토카인

(cytokines) 신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PN-MES 전이 연구에서 종양미세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재료  방법

Cell culture and treatment

환자 유래의 인간 뇌종양줄기세포주인 GSC11, GS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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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23, GSC28, GSC267은 Eric P. Sulman 교수 연구팀으로부

터 분양 받아 0.2% B27 (Invitrogen, USA, Cat# 17504-044), 

20 ng/ml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R&D Systems, USA, 

Cat# 4114-TC), 20 ng/ml epidermal growth factor (R&D 

Systems, USA, Cat# 236-EG), 1% penicillin/streptomycin 

(Life Technologies, USA, Cat# 17-602E), 2 mmol/L L-gluta-

mine (Life Technologies, USA, Cat# 17-605E), 50 μg/ml gen-

tamicin (Mediatech, USA, Cat# MT-61-098-RF)를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F12 (Lonza, CHE, 

Cat# BE04-687F/U1)에서 배양하였다. 뇌종양줄기세포주에 

recombinant human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1 

(Sigma Aldrich, USA, Cat# T7039), recombinant human tu-

mor necrosis factor alpha (R&D Systems, USA, Cat# 210- 

TA-005)를 각 10 n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사이토카인 처

리를 위한 뇌종양줄기세포의 세포 부착을 위해, 10 μg/ml 농

도의 laminin (Invitrogen, USA, Cat# 23017-015)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100mm 배양접시에 코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세

포는 5% CO2, 37℃ 조건의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PCR (qRT-PCR)

QIAzol Lysis Reagent (QIAGEN, NLD, Cat# 79306) 1ml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 사항을 따라 세포주로부터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total RNA를 주형으로 하여 

RevertAid First-Strand cDNA Synthesis Kit (ThermoFisher 

Scientific, USA, Cat# K1622)를 이용하여 cDNA 합성을 진행

하였다. qRT-PCR 분석은 iCycler IQ real-time detection sys-

tem (Bio-Rad, USA) 기기를 통해 SYBR® Premix Ex Taq 

(TAKARA, JPN, RR420A) 제품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qRT- 

PCR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라이머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Human 18S rRNA forward, 5‘-TGCATGGCCGTTCT 

TAGTTG-3’; Human 18S rRNA reverse, 5‘-AGTTAGCATG 

CCAGAGTCTCGTT-3’; Human CD133 forward, 5‘-TTCAC 

CTGCAGAACAGCTTC-3’; Human CD133 reverse, 5‘-CTGT 

CTATTCCACAAGCAGCA-3’; Human CD44 forward, 5’- 

AGAAGGTGTGGGCAGAAGAA-3‘; Human CD44 reverse, 

5’-AAATGCACCATTTCCTGAGA-3‘; Human SOX2 for-

ward, 5’-CAAGATGCACAACTCGGAGA3-3‘; Human SOX2 

reverse, 5’-CGGGGCCCGTATTTATAATC-3'

Western blot analysis

세포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여 발현을 비교하기 위해, 배

양 후 모은 세포를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RIPA) 

lysis buffer (150 mM NaCl, 1% NP-40, 0.1% SDS, 50 mM 

Tris (pH 7.4)) + 1 mM β-glycerophosphate, 2.5 mM sodium 

pyrophosphate, 1 mM NaF, 1 mM Na3VO4, protease in-

hibitor (Roche, CHE, Cat# 11836170001)에 넣어 세포의 용해

를 진행하였다. Bradford Protein Assay Dye Reagent (Bio- 

Rad, USA, Cat# 500-0006)를 제조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사용

하여 추출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각 10 μg의 단백질 시료를 

10% SDS-PAGE gel을 이용한 전기영동 이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PVDF membrane)에 transfer를 시행하

였다. 5% non-fat milk를 함유한 Tris buffer (10 mM Tris-HCl, 

pH 7.4, 0.1 M NaCl, 0.1% Tween-20) 용액에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membrane blocking을 진행하였다. 이후 실험에 사

용한 1차 항체로는 anti-CD133 (Miltenyi Biotec, 1:1,000), β- 

actin (Santa Cruz, 1:10,000), pSMAD2 (Cell Signaling, 

1:1000), SMAD2 (Cell Signaling, 1:1,000), anti-SOX2 (R&D 

Systems, 1:300), anti-CD44 (Santa Cruz, 1:1,000), anti-IκBα 

(Santa Cruz, 1:1,000)가 있다.

Flow cytometry analysis

GSC11, GSC23 세포주의 flow cytometry 분석을 위해, 

TNF-α와 TGF-β1를 48시간 처리한 후, 1차 항체로 anti-CD44 

(Santa Cruz, 1:200)을 얼음 위에서 3~4시간 반응하였다. 이후, 

Alexa 488 anti-mouse IgG (1:500)을 이용한 2차 항체 반응 

및 isotype 대조군 샘플에 대한 반응을 진행하였다. Flow cy-

tometry 분석을 위한 기기는 FACSVerse (BD Biosciences)를 

이용하였다.

Ivy Glioblastoma Atlas Project (Ivy GAP) analysis

Ivy Glioblastoma Atlas Project (http://glioblastoma.alle-

ninstitute.org/)에서 제공하는 normalized fragments per kil-

obase of exon per million (FPK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TNF-α와 TGF-β1 mRNA의 종양 지역별 발현을 비교 분석하

였다[12]. Hallmark TNF-α signaling via NFκB 및 Hallmark 

TGF-β signaling gene set의 경우, Broad Institute의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 사이트에서 제공한 gene set을 

사용하였다 (http://software.broadinstitute.org/gsea/ 

msigdb). 해당 gene set을 이용하여 Ivy GAP 데이터베이스의 

single sample GSEA (ssGSEA) 분석을 통해 enrichment score 

(ES)를 구하여 표준화한 값을 확보하였다(http://cloud.genepattern. 

org/gp/pages/index.jsf).

Statistical analysis

모든 두 표본 집단 간의 유의성 테스트는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의 값을 가지면 두 표본 집

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히스토그램 및 점 

도표의 그래프 및 오차 막대의 표현에 있어서, 표본 집단의 

평균값과 표준오차 값을 활용하였다. 그래프의 경우 Micro-

soft Excel, GraphPad Prism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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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ression levels of glioma stem cell marker genes in both PN and MES subtype glioma stem cells (GSCs). (A) Western 

blot analysis showing CD133, SOX2, and CD44 protein expression levels in GSC11 and GSC23 (PN subtype GSCs) as 

well as GSC20, GSC28, and GSC267 (MES subtype GSCs). (B) Quantitative RT-PCR analysis showing CD133, SOX2, and 

CD44 mRNA expression levels in GSC11 and GSC23 (PN subtype GSCs) as well as GSC20, GSC28, and GSC267 (MES 

subtype GSCs).

결과  고찰

뇌종양 기세포주에서의 암 기세포 마커 발  확인

뇌종양줄기세포주(glioma stem cells, GSCs)들은 크게 pro-

neural (PN), mesenchymal (MES) 아형(subtype)의 두 가지 

세포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뇌종양줄기세포주 

중 GSC11, GSC23의 경우, PN 아형의 세포군으로 분류되고, 

GSC20, GSC28, GSC267의 경우 MES 아형의 세포군으로 분류

된다. 각각의 세포군은 특징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들의 프로

파일에 따라 나뉘게 된다. 암줄기세포 마커 또한 이들 세포군

에 따라 다른 발현 양상을 보여준다[1, 15]. SOX2의 경우, PN 

아형에서 높은 경향을 띄고, CD44는 대표적인 MES 아형의 

마커이다. CD133의 경우, 암줄기세포 마커로 잘 알려져 있다

[5, 6].

먼저,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의 뇌종양줄기세포주에서 암줄

기세포 마커인 CD133, SOX2, CD44의 발현을 단백질 및 

mRNA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SOX2, CD44는 이미 보고된 대

로 각각 PN, MES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주에서 높은 발현을 

보였으며[1, 15], CD133은 PN 아형에서 특징적으로 발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A, Fig. 1B).

PN-MES 이에서 PN 아형 뇌종양 기세포주의 사이토

카인 반응 특이성

PN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들은 전리 방사선 치료(ionizing 

radiation therapy) 이후에 주변 종양미세환경으로부터의 사

이토카인 반응에 의해 MES 아형으로의 전이될 수 있음이 알

려져 있다. 이를 PN-MES 전이(PN-to- MES transition)라고 

한다[1, 4, 11]. 이러한 사이토카인 중 잘 알려진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는 PN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의 NFκB 

신호 기전을 활성화시켜 MES 아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동시에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뇌종양 발달에 관여한다는 것

이 기존 연구 결과 밝혀진 바가 있다[1, 15].

앞서 살펴본 GSC11, GSC23 뇌종양줄기세포주의 경우, 암

줄기세포 마커인 CD133, SOX2의 발현이 높은 PN 아형의 뇌

종양줄기세포주이다. 이들 CD133+/SOX2+ PN 아형의 뇌종양

줄기세포주에 TNF-α 사이토카인을 처리하고, 이와는 별개로 

기존에 상피-간충직 전이(epithelial-to- mesenchymal tran-

sition, EMT)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1 (TGF-β1)을 처리하였다[2]. 시간대 별로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처리한 결과, NFκB 전사조절인자의 억제 인자

인 IκBα의 단백질 수준이 TNF-α의 처리 1시간 후 시간대에 

많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TGF-β1의 처리를 통해 

SMAD2의 인산화 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 2A, Fig. 

2B). 흥미롭게도, 이들 사이토카인 처리 후 MES 아형의 대표

적인 마커로 사용되는 CD44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GSC11은 

상대적으로 TGF-β1 의존적인 CD44 발현의 증가가 나타나며, 

반면에 GSC23은 TNF-α 처리에 따른 CD44 발현의 증가가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Fig. 2C, Fig. 2D). CD44의 발현이 실제 세

포막 단백질의 수준에서도 각각의 사이토카인에 대하여 의존

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유세포분석기법(flow cytometry)를 통

해 확인한 결과, GSC11 및 GSC23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TGF-

β1와 TNF-α 처리에 따라 CD44+ 세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 2E, Fig. 2F).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실험 결과

는 동일한 PN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

류의 사이토카인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PN-MES 

전이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양미세환경 특이 인 사이토카인 발   하부 신호 기  

활성화

그렇다면 TNF-α, TGF-β1가 실제로 교모세포종 환자의 어

떤 종양미세환경에서 높은 발현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모세포종 환자들의 종양 내부의 지역별 유전자 발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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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N-to-MES transition by different cytokine dependency in CD133+/SOX2+ PN subtype GSCs. (A) Western blot analysis shows 

protein levels of CD133, phosphorylated SMAD2 (pSMAD2), total SMAD2 (SMAD2), and IκBα in the GSC11 cells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TGF-β1 (10 ng/ml) for indicated time points. β-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B) Western 

blot analysis shows protein levels of CD133, pSMAD2, SMAD2, and IκBα in the GSC23 cells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TGF-β1 (10 ng/ml) for indicated time points. β-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C) qRT-PCR analysis shows CD44 

mRNA levels in the GSC11 cells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TGF-β1 (10 ng/ml) for indicated time points. The 

data was normalized by a non-treated sample. (D) qRT-PCR analysis shows CD44 mRNA levels in the GSC23 cells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TGF-β1 (10 ng/ml) for indicated time points. The data was normalized by a non-treated sample. 

(E) Flow cytometry analysis showing CD44+ cell population in the GSC11 cells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TGF-β1 

(10 ng/ml) for 48 hours. (F) Flow cytometry analysis showing CD44+ cell population in the GSC23 cells treated with TNF-α

(10 ng/ml) and TGF-β1 (10 ng/ml) for 48 hours.

할 수 있는 Ivy Glioblastoma Atlas Project (Ivy GAP)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분석하였다[12]. 그 

결과, TNF-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종양 내부의 괴사부위 주변

부 및 괴사조직 주변으로 밀려나는 형태의 세포(pseudopali-

sading cell)에서 발현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 3A). 그리고 

TGF-β1의 경우, 종양 미세혈관에 특이적으로 높은 발현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B). 이들 사이토카인은 하부 신호

를 활성화함으로써 교모세포종의 악성화를 더욱 촉진하는 인

자로 알려져 있다[8, 15]. 또한, 이들 사이토카인 신호의 활성화

는 PN-MES 전이가 일어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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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ional specific regulation of TNF-α and TGF-β1 signaling pathway within tumor microenvironments. (A) Ivy Glioblastoma 

Atlas Project (Ivy GAP) database shows that TNF-α is highly expressed in necrotic regions (p<0.05) (black marks represent 

necrotic regions, and gray marks represent non-necrotic regions). (B) Ivy GAP database shows that TGF-β1 is highly expressed 

in perivascular regions (p<0.001) (black marks represent perivascular regions, and gray marks represent non-perivascular 

regions). (C) Using Ivy GAP database, standardized enrichment scores resulting from single sample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ssGSEA) of gene set of hallmark TNF-α signaling via NFκB for each samples indicate that TNF-α signaling is highly 

enriched in necrotic regions (p<0.001) (black marks represent necrotic regions, and gray marks represent non-necrotic regions). 

(D) Using Ivy GAP database, standardized enrichment scores resulting from ssGSEA of hallmark TGF-β signaling gene set 

for each samples indicate that TGF-β signaling is highly enriched in perivascular regions (p<0.001) (black marks represent 

perivascular regions, and gray marks represent non-perivascular regions).

따라서 다음으로 TNF-α, TGF-β1의 하부 신호 기전이 어떤 

종양미세환경 부위에서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하였다. Ivy G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신호 기전에 관여하는 유전자 

집단의 single sample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ssGSEA)를 시행한 결과, NFκB 전사조절인자와 관련한 TNF-

α 신호 기전의 경우, 괴사부위 주변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발현 

경향을 보였다(Fig. 3C). 반면에 TGF-β 신호 기전의 경우, 종양 

미세혈관 부위에서 높은 발현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3D).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종양미세환경 별로 특이적

인 사이토카인 신호 기전의 활성화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토카인이 PN-MES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되짚어 볼 때, PN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

가 각각의 종양미세환경에서 서로 다른 사이토카인에 의한 

MES 아형으로의 전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암의 비균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했을 때, PN-MES 전

이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종양미세환경의 구성

과 해당 환경에 존재하는 세포의 내재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 보고를 통해서

도 이러한 암의 비균질성이 PN-MES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 PN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

가 어떻게 서로 다른 사이토카인 반응성을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비균질한 PN 아형의 뇌종양

줄기세포가 존재하며, 종양미세환경에서 각기 다른 사이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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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전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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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종양미세환경에서 이질 인 사이토카인에 의한 PN-MES 뇌종양 기세포 이 조  

이선용1,2․김형기1,2*

(1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2고려대학교 동물분자생체공학연구소)

교모세포종은 형질 전환된 신경 교세포로부터 유래한 악성 종양이다. 교모세포종의 치료는 외과적 수술을 포함

한 약물 및 방사선 치료를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과정이 환자의 예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

이다. 교모세포종 치료의 어려움 중 하나로 뇌종양줄기세포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주요하게 proneural (PN) 아형

과 mesenchymal (MES) 아형으로 나누어지는 뇌종양줄기세포는 교모세포종의 발달, 유지 및 항암 치료 후 재발의 

원인이 되는 암세포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N 아형 뇌종양줄기세포들이 특정 사이토카인에 선택적으

로 MES 아형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PN 아형 뇌종양줄기세포 중 GSC11 

세포는 TNF-α 사이토카인에 의해, 그리고 GSC23 세포는 TGF-β1 사이토카인에 노출이 될 때 MES 아형 뇌종양줄

기세포의 표지 인자인 CD44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Ivy Glioblastoma Atlas Project (Ivy GAP)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TNF-α와 TGF-β1은 종양미세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각각 괴사 부위와 미세혈관 주위에서 높은 

발현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PN 아형의 뇌종양줄기세포가 특정 종양미세환경에서 조절되

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 신호에 의해 MES 아형으로의 전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