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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Gemcitabine에 의한 Epstein-Barr 바이러스 양성 위암 세포의 

용해감염 유도와 ganciclovir의 민감도 변화  

 

Epstein-Barr virus (EBV)는 이중나선 DNA를 게놈으로 갖

는 감마 허피스 바이러스로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감염

되어 있다. EBV는 아프리카 버키트 림프종, 비인두암 그리고 

EBV 양성 위암 등의 종양과 연관된 사람 종양 바이러스이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2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발

병률을 보이고 있다. EBV 양성 위암 조직의 모든 암세포에서는 

EBV의 게놈이 모두 발견되는데, 이 때 허피스 바이러스 특이 

항 바이러스제인 Ganciclovir (GCV)를 사용하면 EBV 양성 위

암에 특이적인 치료를 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EBV가 종양에

서 잠복감염 상태로 존재하고, GCV가 인산화 되는데 필요한 

thymidine kinase (BXLF1)와 protein kinase (BGLF4)가 용해감

염 상태에서만 발현 되기 때문에 GCV 단독으로는 EBV 연관 

종양들을 치료할 수 없다. 최근, GCV를 사용하기 전에 EBV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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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위암에서 바이러스를 잠복감염에서 용해감염으로 유도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실험실에서는 BZLF1 promoter 

reporter 시스템을 이용한 FDA 승인 약물 라이브러리 스크리

닝으로 EBV의 용해감염 유도제 후보로 gemcitabine 을 발굴하

였다. 본 연구에서 낮은 농도의 gemcitabine (2.5 ng/㎖) 이 

EBV 양성 위암 세포주인 SNU-719에서 EBV 용해감염 유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약물의 처리 스케줄을 최적화 하였

다. Gemcitabine에 의한 EBV 용해감염 유도에 의해서 용해기

에 발현하는 바이러스 효소인 BXLF1 과 BGLF4 가 유도되고, 

바이러스의 생성을 바이러스의 캡시드 항원인 gp350의 발현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GCV와 gemcitabine 의 병용처리가 

gemcitabine 단독 처리보다 종양 세포의 사멸과 세포 성장 저

해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핵심되는 말: Epstein-Barr virus (EBV), Gemcitabine, 

            Ganciclovir (GCV), EBV 양성 위암, 용해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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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혜 미 

 

Ⅰ. 서론 

 

Epstein-Barr virus (EBV)는 172kbp의 이중나선 DNA를 게놈으

로 갖는 감마 허피스 바이러스로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감염되

어 있다1. EBV는 전염성 단핵구증(infectious mononucleosis)의 원인

이 되는 바이러스이며, 아프리카 버키트 림프종(African Burkitt ’ s 

lymphoma), 이식 후 림프 세포 증식성 질환(Post trans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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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lymphoproliferative disease), AIDS 연관 림프종(AIDS 

associated lymphoma), 그리고 비인두암(Nasopharyngeal 

carcinomas) 등 B-세포 또는 상피세포 유래 종양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지킨 림프종(Hodgkin’s Disease)의 약 

50%, 위암의 약 10% 정도에서 EBV 가 연관되어 있으며, 종양의 발

생에 EBV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2.  

EBV는 잠복감염 또는 용해감염 형태로 세포 내에 존재한다. 잠

복감염 상태의 EBV DNA는 숙주세포의 히스톤 뉴클레오좀 cluster에 

episome 형태로 존재하며3, S phase동안 한번 복제되어 mitotic 

phase에서 자손세포에게 전달된다4. 잠복감염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cis element, OriP 와 EBNA1 단백질, 그리고 숙주세포의 DNA 중합

효소를 이용해 바이러스 유전자를 복제 및 유지한다1. 잠복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알려져 있으며, 표 1과 같다. 제1형 잠복기에서는 유일

하게 EBNA1 단백질만 발현되며, 이와 연관된 종양으로 버키트 림프

종이 있다5. 제2형 잠복기에서는 EBNA1, 종양 유발 유전자 역할을 

하는 Latent membrane protein 1 (LMP1), Latent membrane protein 

2A (LMP2A), 그리고 Latent membrane protein 2B (LMP2B) 등의 단

백질이 발현된다. 이와 연관된 종양으로는 비인두암과 호지킨 림프종

이 있다. 제3형 잠복기에서는 EBNA2 와 잠복기에 발현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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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10개의 단백질이 모두 발현된다6, 7. 

표 1. 세가지 잠복 감염 형태에서 발현하는 EBV 유전자8 

Latency 

type 
I II III 

EBER EBER1, EBER2 EBER1, EBER2 EBER1, EBER2 

Promoter Qp Qp, LMP Wp/Cp, LMP 

EBNA EBNA1 EBNA1 EBNA1, EBNA2, 

EBNA3A, EBNA3B, 

EBNA3C, 

EBNA-LP 

LMP None LMP1, LMP2A, 

LMP2B 

LMP1, LMP2A, 

LMP2B 

Cell type in 

human 

neoplasm 

Burkitt lymphoma, 

EBV-associated 

gastric carcinoma 

Nasopharyngeal 

carcinoma, 

Hodgkin’s 

disease 

Opportunistic 

lymphoma, 

pyothorax-associat

ed lymphoma 

 

용해감염은 자손 바이러스의 생산에 필요한 시기로, 바이러스의

100여종의 단백질들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바이러스 단백질들은 바

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와 바이러스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다1. EBV가 잠복감염에서 용해감염으로 전환되는 것은 

두 개의 바이러스 immediate-early (IE) 유전자인 BamH I Z 

fragment leftward open reading frame 1 (BZLF1)과 BamH I R 

fragment rightward open reading frame 1 (BRLF1)에 의해 시작된다. 

BZLF1 유전자에서 Z, Zta 또는 Zebra로 불리는 단백질이 생산되고, 

BRLF1 유전자는 R 또는 Rta로 불리는 단백질을 생산한다. 이들은 

http://www.copewithcytokines.org/cope.cgi?key=orf�
http://www.copewithcytokines.org/cope.cgi?key=o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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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인자로서 서로의 promoter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바

이러스 용해 과정을 활성화시킨다9-12. 잠복감염 상태의 EBV는 Zp와 

Rp 두 promoter 모두 메틸화 되어 있어 불활성화 상태로 존재한다

13. 바이러스의 용해감염이 활성화 되면 바이러스 DNA 중합효소 등

을 포함한 바이러스 복제 및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

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해감염이 유도되면 세포막을 파괴

하고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며, 동시에 숙주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14. 

최근 EBV 연관 종양 치료를 위해 EBV 용해감염 유도를 이용하

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 번째, EBV 

연관 종양의 경우 바이러스가 종양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데, 용해감염 유도 시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 세포만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특성으로 인해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15, 16. 

두 번째, 용해감염 시 노출되는 다양한 세포 내 바이러스 단백질을 

세포독성 T 림프구가 효과적으로 인지하여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15, 16. 마지막으로 용해감염이 유도되면 BXLF1 유전자 

산물인 thymidine kinase (TK)와 BGLF4 유전자 산물인 protein 

kinase (PK) 가 발현된다17. 이 단백질은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항 

바이러스제인 ganciclovir (GCV)를 인산화 시킬 수 있고, 인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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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V는 세포 내에 축적되어 세포의 DNA 중합효소 억제를 통해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또한 인산화된 GCV는 주위 세포로 이동하여 같은 

기전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 할 수 있다18, 19.  

용해감염 유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용해감염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후성

유전조절물질 (5-azacytidine, tricostatin, sodium butyrate, valproic 

acid), 프로테오좀 저해제(Bortezomib) 또는 항암제(5-fluorouracil, 

cis-platinum, taxol) 등을 이용하여 in vitro 및 in vivo에서 EBV 연

관 종양 세포주나 동물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세포사멸을 유도함을 보

였다20, 21. 또한, arginine butyrate와 GCV 혼합치료를 이용한 임상 시

험을 통해 바이러스 용해감염 유도에 의한 치료 효능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22.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용해감염을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찾는 것이 EBV 연관 종양을 치료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발병률은 제일 높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률 중 3위이다 23, 24. EBV 양성 위암은 전체 위암 중 약 

8.7% 정도를 차지하며, EBV 음성 위암에 비해 림프절로의 전이 확률

이 높아 종양 발견 시 악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EBV가 

위 점막에 감염되는 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직검사를 통

해 확인한 결과 EBV 양성 위암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암세포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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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BV 유전자 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 단일 EBV가 감염된 

형태에서 지속적인 증식을 통해 위암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26, 27.  

EBV 연관 종양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EBV 

양성 위암을 용해감염의 장점을 활용하여 치료하기 위해 ‘신약 재창

출(drug repositioning)’ 개념을 적용하여 용해감염을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찾고자 하였다. 용해감염 시 활성화 되는 BZLF1 promoter와 

luciferase reporter가 들어있는 플라스미드와 위암 세포주인 AGS를 

이용하여 미국 FDA 승인 약물 라이브러리의 용해감염 유도 후보물질

을 스크리닝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약물을 선

별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서 gemcitabine이 EBV 양성 종양 세포주에

서 효과적으로 용해감염을 유도함을 확인하였고, 최근 gemcitabine이 

EBV-양성 버키트 림프종 세포에서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 한다는 

내용의 보고도 있었다28. Gemcitabine (젬시타빈염산염) 은 DNA합성

을 저해하는 항 대사물질 항암제로서 세포 주기 중 G1-phase에서 

S-phase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디옥시사이티딘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이다. 이 약물은 주로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췌장암 및 방광암

에 사용되며, 특히 췌장암에서 대표적인 치료제이다29-32. 

본 연구에서는 EBV 양성 위암 세포에서 gemcitabine이 용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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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유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용해감염을 유도하면서 EBV 음

성 세포에는 세포 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gemcitabine 농도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gemcitabine과 GCV를 병용 처리 하였을 때 

gemcitabine 전 처리에 의한 GCV의 세포 사멸 유도 효과를 알아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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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위암 세포주와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사람 EBV 양성 위암세포는 SNU-719 세포주를 

사용하였고, EBV 음성 위암세포는 MKN-74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SNU-719 세포는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고, 

MKN-74 세포주는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포

주를 이용하였다. SNU-719와 MKN-74 세포주는 10% 우태아혈청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USA)과 10,000 U/ml

의 penicillin, 10,000 ㎍/ml의 streptomycine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이 첨가된 RPMI-164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배양액에서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를 37℃, 5% CO2

2. EBV 세포용해감염 유도 

 

세포배양기 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를 6 well plate 에 3 x 105 개의 세포를 넣고 24시간 배양하

였다. 다양한 농도의 gemcitabine (1.25 – 40 ng/㎖) (Eli L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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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apolis, Indiana, USA)을 RPMI-1640 배양액에 희석하여 세포

와 함께 24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뒤에 배양액을 제거하고 

phosphate buffer saline (PBS)로 세척해주고 RPMI-1640 배양액에서 

추가적으로 48시간 배양하였다. 

 

3. 면역 블로팅 

 

Gemcitabine에 의해 EBV가 세포용해감염이 유도 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Zta의 발현을 면역 블로팅으로 확인하였다. 용해감염을 

유도시킨 세포를 수확하여 RIPA buffer (50 mM Tris-Cl (pH 7.5), 150 

mM NaCl, 1% NP-4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에 용

해 하였고 단백질의 농도는 BSA를 표준으로 하여 BCA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50 ㎍의 단백질을 10 

㎕의 6x SDS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100℃ 에서 5분간 끓이고, 

10% SDS-PAGE를 시행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 (Bio-rad, 

Hercules, CA, USA)에 전이하여 일차 항체로 항BZLF1 단 클론 항체 

(1:1000, Argene, Sherley, NY, USA)를 사용하고, 이차 항체로 

anti-mouse IgG HRP-linked 항체 (1:3000, Cell Signaling, Danvers, 

MA, USA)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발현을 Amersham ECL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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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ting Detection reagent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 

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4.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용해감염을 유도한 EBV 양성 위암 세포에서 RNeasy mini kit 

(Qiagen, Santa Clarita, CA, USA)를 사용하여 총 RNA를 추출하였다. 

총 RNA에 DNase I (Qiagen) 2.5 ㎕와 RDD buffer (Qiagen) 10 ㎕를 

넣고, 증류수로 100 ㎕를 만들고 실온에서 20분 반응 시켜 

genomic DNA를 모두 제거 하였다. Genomic DNA가 제거된 총 

RNA를 RNeasy MinElute Cleanup Kit (Qiagen)을 이용하여 DNase I

을 제거 하였다. 5 ㎍의 총 RNA에 2 ㎍의 random primer 

(Invitrogen, Carlsbad, CA, USA), 4 ㎕의 2.5 mM dNTP (TaKaRa, 

Shiga, Japan), 750 U의 SuperScript III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를 첨가하였다. cDNA는 25℃ 5분, 52℃ 60분, 70℃ 15

분 조건에서 합성 하였다. 합성한 cDNA를 template로 1㎕ 사용하

고 2 ㎕의 2.5 mM dNTP (TaKaRa), 0.25 U의 Taq polumerase 

(TaKaRa), 증폭하고자 하는 유전자에 합당한 primer 조합을 10 

pmole씩 넣어 thermal cycl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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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에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사용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BZLF1: 5’- ACC AAG CCG GGG GAG 

AAG CA-3’, 5’- CCA GGC TTG GGC ACA TCT GC-3’; BGLF4: 5’- 

CGC TCG GCT ACT CGC TGC TC-3’, 5’- CGG AGG AAG CGG 

GCA AAC GT-3’; BXLF1: 5’- TTA CCC TGC CCA GGG GAG CC-3’, 

5’- GTC ATC GAG CCC AAG GCC GG-3’; GAPDH: 5’-GAT GGC 

ATG GAC TGT GGT CA, 3’-GCA ATG CCT CCT GCA CCA CC. 중

합효소 연쇄반응은 94℃에서 30초, 61℃에서 30초, 72℃에서 1분의 

조건으로 시행하였고, 예비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증폭하고자 하는 

유전자에 적합한 중합효소 연쇄반응 주기 수를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산물은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하여 Gel 

documentation system (Imgen technologies, Alexandria, VA, USA)

으로 확인하였다.  

 

5. 면역형광염색  

 

Gemcitabine에 의해 세포용해감염이 유도된 EBV 양성 위암세포

에서 용해감염 시 발현되는 gp-350 viral capsid antigen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용해감염이 유도된 세포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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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formaldehyde (Yakuri Pure Chemicals Co. LTD, Osaka, Japan) 

로 실온에서 30분 동안 고정시키고, 10% normal donkey serum 

(Jackson ImmunoResearch, West Grove, PA, USA)으로 1시간 실온

에서 blocking 하였다. 일차 항체로 항 VCA gp-350 (경원대학교 송

윤재 교수님 제공) 단 클론 항체를 사용하여 4℃에서 16시간 반응시

키고 0.2% PBST (1x Phosphate Buffer Saline(pH 7.4) with triton 

X-100)로 15분씩 세 번 세척하였다. 이차 항체로 Rhod 

Red-X-AffiniPure Donkey Anti-Mouse IgG (H+L) (Jackson 

ImmunoResearch)을 사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대조염

색으로 DAPI (mounting medium with DAPI, H-1200) (Vectashield®, 

Burlingame, CA, USA) 를 이용하여 핵을 염색하고 LSM700 

Confocal microscopy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를 이용하

여 바이러스 gp350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6. In vitro kinase assay 

 

EBV thymidine kinase와 protein kinase의 효소 환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 내로 [125I]FIAU가 축적되었는지를 in vitro에서 확인하

였다. SNU-719 (5 x 105 /well), MKN-74 (3 x 105 /well) 세포주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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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plate 넣고 24시간 배양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gemcitabine (2.5 

– 10 ng/㎖)을 RPMI-1640 배양액에 희석하여 세포와 함께 24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뒤 PBS로 세척 후 PRMI-1640 배지를 넣고 추

가적으로 48시간 배양하였다. 이렇게 EBV 용해감염을 유도시킨 세포

에 [125I]FIAU (1 µCi/㎖)을 각 well에 넣어주고 4시간 반응시키고, 

PBS 2 ㎖을 넣고 1시간 세척하였다. 1시간 뒤 PBS를 제거하고 0.25% 

Trypsin-EDTA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를 사용하여 세포를 

채취하고, 채취된 세포에 축적된 방사선량을 γ−counter (PerkinElmer, 

Walthan, MA, USA)로 측정하였다. 

 

 

7. 세포 증식 분석 

 

Gemcitabine을 이용한 EBV 용해감염 유도와 ganciclovir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병용 처리 하였을 때 세포 

증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ell counting kit-8 (CCK-8) (Dojindo, 

Rockville, MD, USA) 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 well당 3x103개의 

세포를 96-well plate에 넣고 24시간 배양하여 세포가 바닥에 붙도록 

하였다. 세포에 gemcitabine 과 GCV를 그림 5 및 그림 6A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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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로 처리하였다. 각 well 에 10 ㎕의 CCK-8용액

[2-(2-methoxy4-nitrophenyl)-3-(4-nitrophenyl)-5-(2,4-disulfop

henyl)-2H-tetrazolium]을 넣고 37℃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뒤, 

ELISA microplate reader (Perkin 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

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세포 사멸 분석 

 

EBV 양성 위암 세포에 gemcitabine과 GCV를 같이 처리 하였을 

때 세포 사멸을 Annexin V (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와 

7AAD (Becton Dickinson)로 염색하여 유세포분석기로 조사하였다. 

Gemcitabine (2.5 ng/㎖), GCV (100 ㎍/㎖), 또는 둘 다 처리한 후 8, 

16, 32시간 뒤에 세포를 Annexin V binding 용액(10 mM 

Hepes/NaOH (pH7.4), 14 mM NaCl, 2.5 mM CaCl2)으로 2회 

세척하였다. Annexin-V APC와 7AAD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5분 

반응시키고, Annexin V binding 용액을 500 ㎕ 넣어 준 뒤 LSRII 

(Becton Dickinso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Flowjo 

(Tree Star Inc., Ashland, OR,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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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EBV 양성 위암 세포주에서 Gemcitabine에 의한 EBV의 

용해감염 유도  

 

SNU-719에서 gemcitabine에 의해 EBV의 용해감염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RPMI-1640 배양액으로 단계적으로 희석한 

gemcitabine (1.25 – 40 ng/㎖)을 넣고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PBS 로 

세척하였다. RPMI-1640 배지에서 추가적으로 48시간 동안 배양 한 

뒤, EBV의 immediate-early (IE) 유전자인 Zta 단백질의 발현을 면역 

블로팅을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1). 그 결과 이전 gemcitabine 

실험28에서 사용한 gemcitabine 농도보다 약 1/800 낮은 

농도에서부터 EBV IE 단백질인 Zta의 발현이 SNU-719에서 관찰 

되었고, gemcitabine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Zta의 발현 양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반면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EBV 음성 

위암 세포인 MKN-74에서는 Zta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gemcitabine이 EBV 양성 위암 세포주인 

SNU-719에서도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하고, 특히 낮은 농도에서도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 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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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BV 양성 위암 세포주에서 gemcitabine 에 의한 EBV의 용해감염 

유도 확인.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 단계적으로 희석한 

gemcitabine (1.25 – 40 ng/㎖)을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24시간 뒤 PBS로 

세척하였다. RPMI-1640 배지에서 추가적으로 48시간 배양하였다. EBV의 

immediate early (IE) 유전자인 Zta 단백질의 발현을 면역 블로팅으로 확

인하였다. 음성 대조군으로 EBV 음성 위암 세포인 MKN-74 세포주를 사용

하였다. (+): 양성대조 군으로 SNU-719에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20 ng/㎖을 처리하여 72시간 배양한 세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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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BV의 용해기 에서 발현되는 thymidine kinase와 protein kinase 

유전자 확인. SNU-719 세포에 계단 희석한 gemcitabine (1.25 – 10 

ng/㎖)을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24시간 뒤 PBS로 세척하였다. RPMI-1640 

배지에서 추가적으로 48시간 배양하였다. 총 RNA를 추출하여 BZlF1, 

BGLF4, BXLF1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gemcitabine에 의한 EBV 용해감염 유도가 EBV의 

thymidine kinase (TK)와 protein kinase (PK) 발현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GLF4 (protein kinase), BXLF1 (thymidine 

kinase)의 mRNA 발현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확인하였다1, 17 (그림 2). SNU-719 세포에 단계적으로 희석한 

gemcitabine (1.25 – 10 ng/㎖)을 처리하여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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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V 용해감염을 유도 한 뒤, 총 RNA를 분리하여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수행 하였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결과 

gemcitabin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BZLF1, BGLF4 와 BXLF1의 

발현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의 생성 없이 일시적으로 EBV의 용해감염이 유도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BV의 용해기 중 최종단계에서 발현되는 

바이러스의 캡시드 항원인 gp-350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했다1. 

앞에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수행한 농도의 gemcitabine을 

모두 SNU-719에 처리하여 면역형광염색을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차이를 보이는 2.5 ng/㎖과 5 ng/㎖ 농도의 gemcitabine을 처리한 

결과를 선택해 표시하였다.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EBV 용해감염을 

유도하고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그림 3).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를 처리한 세포에서의 gp-350 단백질 발현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2.5 ng/㎖과 5 ng/㎖의 gemcitabine을 처리한 

세포에서도 gp-350 단백질이 발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EBV 음성 위암 세포주인 MKN-74 에서는 

양성 대조군인 PMA를 처리한 세포와 비교하였을 때 gemcitabine을 

처리 하여도 gp-350 단백질이 발현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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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림 3. 위암 세포주에서 gemcitabine에 의해 유도된 바이러스 캡시드 

항원인 gp-350 단백질의 발현 확인. SNU-719와 MKN-74 세포에 2.5 

ng/ml 과 5 ng/ml의 gemcitabine을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였다. RPMI-1640 배양액에서 48시간 추가 배양 후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세포막에 발현하는 gp-350을 확인하였다. (A): EBV 양성 위암 세포, 

SNU-719 (B): EBV 음성 위암 세포, MKN-74. 양성 대조군으로 SNU-719 

세포에 20 ng/ml의 PMA를 72시간 처리. (파란색): DAPI, (붉은색): gp-350. 

200배로 관찰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낮은 농도의 gemcitabine은 EBV 

양성 위암 세포에서 EBV의 용해감염 유도를 시작 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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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V의 thymidine kinase (TK)와 protein kinase (PK) 발현이 되며, 

바이러스의 구성 요소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EBV 양성 위암 세포주에서 EBV-Thymidine kinase (TK) 

활성도 평가 

 

EBV-TK는 EBV 용해감염 시기에 발현되는 효소이다. 

EBV-TK가 발현 되어야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항 바이러스제인 

ganciclovir (GCV)를 인산화 시키고, 세포 내에 축적 되어 세포의 

DNA 중합효소를 억제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서 EBV-TK의 활성도를 125I 

방사성동위원소가 결합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1-(2’-fluoro-2’ 

-deoxy-D-arabinofuranosyl)-5-iodouracil (FIAU)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SNU-719에 gemcitabine (2.5 – 10 ng/㎖)을 24시간 

처리한 후 PBS로 세척하여 gemcitabine을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렇게 EBV 용해감염을 유도시킨 세포에 

[125I]FIAU 를 RPMI-1640 배양액에 희석(1 µCi/ ㎖)하여 넣어주고 

4시간 배양 후 세포를 수거하여 축적된 방사선량을 γ−counter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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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암 세포주에서 EBV-thymidine kinase 활성도 측정.     

(A) SNU-719와 MKN-74 세포에 gemcitabine (5 ng/㎖)을 RPMI-1640 

배양액에 희석하여 세포와 함께 24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뒤 PBS로 세척 

후 PRMI-1640 배지를 넣고 추가적으로 48시간 배양하였다. 이렇게 EBV 

용해감염을 유도시킨 세포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125I]FIAU (1 µCi/㎖)을 

RPMI-1640 배지에 희석하여 넣어주고 4시간 배양 후 세포를 채취하여 

축적된 방사선량을 γ-counter로 측정하였다. (B) 단계적으로 희석한 

gemcitabine (2.5 – 10 ng/㎖)을 A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측정하였다.  

(% AD: percentage of adde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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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719에 gemcitabine을 처리한 그룹이 처리 하지 않은 그룹보다 

125I의 축적량이 높게 나타났고(그림 4A), gemcitabine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125I의 축적량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B).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MKN-74 세포의 경우 gemcitabine의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세포 내로 축적되는 125I의 양은 SNU-719 세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그림 4A), gemcitabine 처리 농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세포내 축적량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B). 

EBV 양성 위암 세포에 gemcitabine을 처리하였을 때 발현되는 

EBV-TK의 활성도를 세포내 [125I]FIAU 축적을 확인 함으로써 추후 

병용처리에 항 바이러스제인 GCV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3. Gemcitabine 전 처리시 EBV 양성 위암세포의 ganciclovir에 

대한 민감도 변화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 gemcitabine과 ganciclovir 

(GCV)를 병용 처리 하였을 때 변화하는 GCV의 민감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CCK-8을 이용하여 세포 증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gemcitabine이 EBV 양성 위암세포주인 SNU-719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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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세포주인 MKN-74에 미치는 세포 독성을 확인 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의 gemcitabine (2.5 ng – 1 ㎍/㎖)을 그림 5A와 같은 

스케줄로 처리하였다. Gemcitabine 처리 하루 전 각 세포를 부착 

시키고, gemcitabine을 24시간 처리한 뒤 PBS로 세척 후에 

추가적으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이틀째에 

gemcitabine을 처리 하였다.  

 

 

 

그림 5. 약물 처리 스케줄. (A) Gemcitabine 처리 하루 전 각 세포를 부착 

시키고, gemcitabine을 24시간 처리한 뒤 PBS로 세척 후에 추가적으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이틀째에 gemcitabine을 처리 

하였다. (B) 세포를 부착 시킨 뒤 GCV를 1, 3일 총 2회 처리하였다. 각각의 

실험에서 0, 2, 4일째에 CCK-8을 이용하여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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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citabine을 처리한 후, 이틀 간격으로 CCK-8 용액을 10 

㎕씩 넣고 37℃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뒤, ELISA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 하였다. 실험 결과, 1 ㎍/㎖의 gemcitabine은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고 2.5 ng/㎖ 의 gemcitabine이 가장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그림 6).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EBV 음성 

위암세포주인 MKN-74 세포에서도 2.5 ng/㎖ 농도의 gemcitabine이 

SNU-719에서와 비슷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를 통해 gemcitabine과 GCV의 병용 처리에 2.5 ng/㎖ 농도의 

gemcitabine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GCV에 의한 세포 독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SNU-719와 

MKN-74 세포주에 다양한 농도의 GCV (2.5 ㎍ – 100 ㎍/㎖)를 그림 

5B와 같은 스케줄로 1, 3일 총 2회 처리하였다. 그림 5B와 같이 0, 2, 

4일째에 CCK-8을 이용하여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 하였다. 

MKN-74 세포주에서는 GCV에 의한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SNU-719 세포주에서는 gemcitabine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그림 6), gemcitabine과 GCV의 병용 처리에 100 ㎍/㎖ 

농도의 GCV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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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emcitabine과 GCV가 위암 세포주에 미치는 세포독성. 위암 

세포주인 SNU-719와 MKN-74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gemcitabine (2.5 ng 

- 1 ㎍/㎖)과 GCV (25 ㎍ – 100 ㎍/㎖)를 이틀 간격으로 2번 처리하였다. 

약물을 처리하고 2, 4일 뒤에 CCK-8을 사용하여 세포 증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독립적으로 4회의 실험을 시행하여 그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나타내었다. Y축의 흡광도는 세포증식 정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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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emcitabine 전 처리시 EBV 양성 위암세포의 GCV에 대한 민감도 

변화. (A) SNU-719와 MKN-74 세포에 gemcitabine (2.5 ng/㎖)과 GCV 

(100 ㎍/㎖)를 표시된 바와 같이 처리하고, 0, 2, 4일에 CCK-8을 사용하여 

세포 증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B) (A)와 같은 스케줄로 약물을 처리한 뒤 

cell counting kit-8을 사용한 세포 증식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독립적으로 4회의 실험을 시행하여 그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나타내었다. 

Y축의 흡광도는 세포증식 정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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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citabine 전 처리에 의한 EBV 양성 위암세포의 GCV 

민감도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SNU-719 세포주에 2.5 ng/㎖의 

gemcitabine과 100 ㎍/㎖의 GCV를 그림 7A와 같은 스케줄로 

처리하였다. 각 세포를 부착 시킨 후 gemcitabine에 의해 EBV의 

용해감염 유도와 바이러스 효소가 발현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gemcitabine을 0, 2일에 처리하고, GCV를 1, 3일에 처리하였다. 그림 

7A와 같이 0, 2, 4일에 세포 증식 정도를 CCK-8 용액을 사용하여 

확인 하였다.  MKN-74 세포주에서는 gemcitabine 단독처리와 

gemcitabine과 GCV 병용처리 한 경우가 세포 증식률에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SNU-719 세포주에서는 gemcitabine 

단독 처리 보다 gemcitabine과 GCV를 병용 처리 하였을 때 세포 

증식률이 더 많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7B). 

이상의 실험에서 gemcitabine과 GCV의 병용 처리 시 EBV 양성 

위암 세포주인 SNU-719에서 효과적으로 세포 독성을 유도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in vitro 에서 각 약물의 처치 농도와 효율적인 약물 

처리 스케줄을 최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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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만 명 정도, 한국에서는 연간 약 4,000

명 이상이 발생25하는 EBV 양성 위암의 치료에는 외과적인 수술이 

가능한 I기, II기 보다 수술이 불가능한 III기, IV기 에서 예후가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위암세포는 높은 항암제 저항성이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요법제나 치료전략이 필요하다34. EBV를 잠복감염에서 용

해감염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EBV 양성 위암의 치료를 위한 선택 중 

하나이다. 위암의 EBV 용해감염의 유도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

다 첫 번째, EBV 연관 종양의 경우 바이러스가 종양 세포에서만 특이

적으로 발견되는데, 용해감염 유도 시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 세포

만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특성으로 인해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제

거될 수 있다15, 16. 두 번째, 용해감염 시 노출되는 다양한 세포 내 바

이러스 단백질을 세포독성 T 림프구가 효과적으로 인지하여 바이러

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15, 16. 마지막으로 용해감염이 유도되

면 BXLF1 유전자 산물인 TK와 BGLF4 유전자 산물인 PK가 발현된

다17. 이 단백질은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항 바이러스제인 GCV를 

인산화 시킬 수 있고, 인산화된 GCV는 세포 내에 축적되어 세포의 

DNA 중합효소 억제를 통해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또한 인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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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V는 주위 세포로 이동하여 같은 기전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의 사멸을 유도 할 수 있다18, 19.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

기 위해 용해감염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찾고자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신약재창출은 임상에

서 효과가 부족하여 실패한 약물 또는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을 다시 

평가하여 새로운 약효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임상 II상

부터 진입이 가능하여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

고, 무엇보다도 안전성 문제에 의한 개발 실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35, 36. 따라서 본 실험실에서는 약 2,300개의 FDA 승인 

약물 라이브러리를 EBV의 용해감염을 시작하게 하는 Zta의 

promoter가 클로닝 된 luciferase reporter가 들어있는 위암 세포를 

이용하여 스크리닝 하였고, EBV의 용해감염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후보 약물을 선별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30여 개의 후보 약물들 중 gemcitabine이 EBV 양성 종양 세포주에

서 용해감염을 유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Gemcitabine 

(젬시타빈염산염) 은 DNA합성을 저해하는 항 대사물질 항암제로서 

세포 주기 중 G1-phase에서 S-phase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디

옥시사이티딘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이다. 이 약물은 주로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췌장암 및 방광암에 사용되며, 특히 췌장암에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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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치료제이다29-32.  

최근 gemcitabine이 EBV-양성 버키트 림프종 세포에서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 한다는 내용이 보고된 바 있고28, 이 논문에서 EBV

의 용해감염 유도에 gemcitabine을 1 ㎍/㎖ 농도로 사용하였다. 이 

농도를 참고로 하여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 1 ㎍/㎖의 

gemcitabine을 처리한 결과 EBV의 용해감염은 유도하지만 세포 독

성이 높아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죽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gemcitabine에 대한 반응성이 EBV 양성 버키트 림프종 세포주와 

EBV 양성 위암 세포주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았고, gemcitabine 1 ㎍/

㎖ 이 EBV 양성 위암 세포주에서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면 정상

세포에서도 세포 독성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상세포에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EBV의 용

해감염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gemcitabine의 농도를 찾고자 

하였다. Gemcitabine을 1 ㎍/㎖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SNU-719 세포에서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한 후에, EBV 용해기 중 

immediate early 시기에 발현되는 Zta 단백질의 발현양을 측정한 결

과 실험에 사용한 최저 농도인 1.25 ng/㎖까지 EBV 용해감염이 유도 

되는 것을 확인 되었다. 

Gemcitabine에 의한 EBV 용해감염 유도에 의해 EB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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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기중 초기에 발현되는 유전자인 BGLF4, BXLF1이 동반 되는지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확인 하였고, 바이러스가 

생산되는지를 바이러스의 캡시드 항원인 gp-350의 발현을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1, 17. 면역 블로팅을 통해 Zta 

발현이 확인된 gemcitabine 농도 중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10 ng/㎖ 

까지 농도를 택해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실험을 해본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기중 초기에 발현하는 유전자의 발현 또한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면역 블로팅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에서 사용한 

gemcitabine의 농도를 바탕으로 2.5 ng/㎖과 5 ng/㎖을 사용하여 

면역형광염색을 수행하였다. 면역형광염색 결과 양성 대조군으로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를 처리한 세포에서의 

gp-350 단백질 발현 정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2.5 ng/㎖과 5 ng/㎖의 

gemcitabine을 처리한 세포에서도 gp-350 단백질이 발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gemcitabine에 의해 EBV의 용해감염이 

최종단계까지 유도되어 바이러스까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낮은 농도의 gemcitabine이 EBV의 

용해감염을 시작 시키고, EBV 용해기중 발현되는 바이러스 효소와 

바이러스의 생산까지 확인 함으로써 EBV 용해감염을 완벽하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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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BV-Thymidine kinase (EBV-TK)는 EBV 용해감염 시기에 

발현되는 효소이다. EBV-TK 발현 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항 

바이러스제인 ganciclovir (GCV)를 인산화 시키고, 인산화된 GCV는 

세포 내에 축적 되어 DNA 중합효소를 억제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gemcitabine에 의해 EBV-TK가 유도될 뿐 만 

아니라 이 때 유도된 EBV-TK가 GCV를 인산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기 위해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서 125I 

방사성동위원소가 결합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인 [125I]FIAU가 

세포 내에 축적되는 양을 평가하였고, gemcitabine의 농도에 

비례하여 [125I]FIAU 축적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이를 

통해 EBV-TK의 활성도가 gemcitabine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EBV 용해감염 

유도물질인 gemcitabine을 처리 하지 않은 EBV 양성 위암 세포에서 

[125I]FIAU의 축적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EBV 음성 

위암 세포인 MKN-74에서 관찰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세포주 마다 

[125I]FIAU 에 대한 반응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EBV 양성 위암 세포에 gemcitabine을 처리하였을 때, 

EBV의 용해감염이 유도되고, 이때 유도된 EBV-TK의 활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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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는 gemcitabine에 의해 유도된 용해감염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뿐만 아니라, 이 때 발현되는 EBV-TK의 기능을 

활용하여 GCV를 병용 처리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으로 EBV 양성 

위암 세포를 치료 할 수 있는 gemcitabine과 GCV의 농도를 최적화 

시키고자 SNU-719와 MKN-74 세포주에 미치는 세포 독성을 확인 

해보았다. 최근 gemcitabine이 EBV-양성 버키트 림프종 세포에서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 시킨다는 내용의 연구가 있었고28, 1 ㎍/㎖의 

gemctitabine을 8일간 처리한 결과 30% 정도의 생존률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농도로 SNU-719에 4일간 처리해본 결과 

아무것도 처리 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세포 증식이 비슷한 정도로 

억제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같은 농도의 gemcitabine을 짧은 

시간 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버키트 림프종 세포주 보다 

SNU-719에서 더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역 블로팅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세포 증식 

정도를 평가하는 CCK-8 용액을 이용해 단계적으로 희석한 

gemcitabine (2.5 ng – 1 ㎍/㎖)과 GCV (25 ㎍ – 100 ㎍/㎖)의 처리 

스케줄을 최적화 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gemcitabine을 한 번 

또는 두 번 처리하였을 경우 한 번 처리한 경우에 비해 두 번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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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다양한 농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GCV의 경우, gemcitabine에 의해 용해감염의 

유도와 바이러스 효소가 발현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gemcitabine을 

처리 24 시간 후 24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처리하였는데, 

GCV 처리 회수의 증가가 세포 증식 억제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gemcitabine의 생체 내에서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24시간만 처리하기 때문에 용해감염이 유도되지 않은 세포들은 계속 

해서 증식하고 GCV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 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용해감염이 유도되었을 

때 발현되는 EBV-TK에 의해 인산화된 GCV는 용해감염이 유도되지 

않은 주변 세포에 영향을 미치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bystender 

killing’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14, 앞에서 수행한 약물 처리 

스케줄에서는 이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6A에서 보는 것과 같이 gemcitabine과 GCV를 각각 두 번씩 

처리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최적화하였다.  

최적화한 스케줄을 바탕으로 gemcitabine (2.5 ng – 1 ㎍/㎖)과 

GCV (25 ㎍ – 100 ㎍/㎖)의 세포 독성을 확인한 결과 gemcitabine의 

경우 2.5 ng/㎖의 농도에서 EBV 양성과 음성 위암 세포에서 비슷한 

정도의 세포 독성을 보였고, GCV의 경우 SNU-719 세포주에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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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세포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어 gemcitabine 2.5 

ng/㎖과 GCV 100 ㎍/㎖로 농도를 정하였다. 최적화한 처리 스케줄과 

약물 농도를 바탕으로 gemcitabine과 GCV를 병용 처리 하였을 때 

변화하는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MKN-74에서는 

gemcitabine 단독 처리와 gemcitabine과 GCV의 병용처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포 증식 정도의 차이가 없음을 관찰한 반면, 

SNU-719에서는 gemcitabine 단독 처리 보다 gemcitabine과 

GCV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세포 증식을 억제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서 

gemcitabine에 의해 EBV 용해감염이 유도 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 

또한 in vitro 에서 EBV 양성 위암 세포 치료를 위한 각 약물의 

적합한 농도와 효율적인 약물 처리 스케줄을 최적화 하였다. 더 

나아가 SNU-719 세포주 마우스 종양 모델21, 38 을 확립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in vivo 에서도 gemcitabine과 GCV의 효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각 약물의 농도와 스케줄의 

최적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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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EBV 양성 위암 세포에서 gemcitabine이 EBV의 

용해감염 유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하면서 EBV 음성 세포에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gemcitabine 농도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찾아낸 농도의 

gemcitabine과 GCV를 병용 처리 하였을 때, GCV가 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Gemcitabine을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 처리 하

였을 때 EBV 용해기 중 발현되는 BZLF1, BGLF4, BXLF1의 

발현을 면역 블로팅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고, EBV 용해기 중 최종단계에서 발현되는 바이러스

의 캡시드 항원인 gp-350 단백질의 발현을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이 결과 gemcitabine은 EBV 양성 위암 세

포에서 EBV를 용해감염으로 유도 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2. EBV-thymidine kinase 활성도를 EBV 양성 위암 세포인 

SNU-719에 gemcitabine을 처리한 후 125I 방사성동위원소가 

결합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FIAU)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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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V-TK 활성도를 평가한 결과 gemcitabine이 EBV 양성 위

암 세포주에서  [125I ]FIAU 축적을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3. Gemcitabine 2.5 ng/㎖과 ganciclovir 100 ㎍/㎖를 병용 처리 

하였을 때 EBV 양성 위암 세포의 ganciclovir 민감도 변화를 

세포 증식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Gemcitabine을 단독 

처리한 EBV 양성 위암 세포의 증식 정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gemcitabine과 GCV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EBV 양성 위암 세포에서 gemcitabine이 EBV의 

용해감염을 유도 시킬 수 있고, EBV 양성 종양의 치료에 

gemcitabine과 GCV의 병용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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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mcitabine induces lytic EBV replication and confers 

ganciclovir susceptibility to EBV-positive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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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ein-Barr virus (EBV) is a dsDNA human gamma herpes virus 

that infects more than 90% of human populations. It i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alignancies such as Burkett’s lymphoma, 

nasopharyngeal carcinoma, and EBV-associated gastric carcinoma.  

Gastric cancer is the second most common cancer in the world and 

the highest incidence in Korea. The constant presence of the viral 

genome in EBV associated gastric cancer tissue offers the potential for 

novel EBV targeted therapies using antiviral nucleoside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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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ciclovir (GCV) is one of the drugs of choice in herpes virus infection; 

however, GCV alone have been unsuccessful in the treatment of EBV 

associated malignancies, because the virus maintains a latent state of 

replication in tumor, and thymidine kinase (BXLF1) and protein kinase 

(BGLF4) are expressed only during lytic state of replication. In recent 

years, novel treatment strategies have been investigated in EBV 

associated cancer where lytic replication of the virus is induced prior to 

the use of GCV. We investigate d gemcitabine, which is one of newly 

discovered potential lytic inducers found from the library of FDA 

approved drug using BZLF1 promoter reporter system. We examined 

whether the combination of GCV and gemcitabine is more effective than 

gemcitabine alone in the killing EBV-positive gastric cancer cells. We 

found gemcitabine significantly enhanced the ability of GCV to kill 

EBV-positive gastric carcinoma cells in vitro, but not EBV negative 

gastric cancer cells. Also we optimized that dose and exposure time of 

gemcitabine to the EBV positive gastric cancer cell line SNU-719 by 

evaluating of the expression of the EBV lytic phase proteins. Viral 

kinases were also induced by our optimized dose and exposure schedule. 

We determined that the combination of GCV and gemcitabine is more 

effective than gemcitabine alone for inducing tumor cell death an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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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inhibition.  

In conclusion, pharmacologic induction of the lytic viral kinases in 

tumor cells using gemcitabine, followed by treatment with GCV, is 

useful in EBV associated gastric cancer in vitro. And this virus-targeted 

antitumor strategy may provide a new therapeutic approach to 

EBV-associated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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