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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seudot yped r et r ovi r al vect or 를 이용한 유전자 형질도입율 향상

원하는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표적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운반체로써 현

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레트로바이러스 운반체

이다. 하지만 이는 형질도입의 효율이 낮고, 사람혈청에 의해 쉽게 비활성

화되는 단점 등이 부각되면서 그 사용이 점차 제한되어지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의 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하여 유전자 형질도

입율을 개선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레트로바이

러스 감염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의 일차적 관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

는 바이러스 막단백질의 구성을 변경시키거나,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 첨

가제를 사용하여 사람 암세포주들에 대한 유전자 형질도입 효율을 증대시

키고자 하였다. 형질 변형된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전달효율을 알아보

기 위하여 우선 murine leukemia viru s (MLV )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pBabepuro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에 LacZ 유전자가 도입된

pBabepuro/ LacZ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막을 가진 레트로바이러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PA317, PG13,

FLYRD18, Bing 및 293T/ G/ GP 포장세포주를 이용하여 pBabepuro/ LacZ

바이러스를 생산하였다. 또한 양이온 리포솜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학적

첨가제의 도입 및 초원심분리로 바이러스를 농축시킨 후 각종 바이러스들

의 유전자 전달의 효율성 증대 유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레트로바이러

스의 단점중의 하나인 비분열세포에 대한 낮은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보완

하기 위하여 MLV 대신 feline immunodeficiency viru s (FIV) 벡터를 개

발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였다. F IV 벡터는 포장세포주의 도움없이 3

- 1 -



plasmids (포장용 플라즈미드, tr ansfer 벡터, VSV - G를 발현하는 플라즈

미드) cotransfect ion에 의하여 vesicular stomatit is viru s (VSV )의 G 단

백질을 막단백질로 가지는 FIV 벡터를 제작하였다. 실험결과 레트로바이

러스로부터 유래한 막단백질을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는 polybrene 등의

첨가물이 있어야만 세포내로 삽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화학

적 첨가물중 특히 리포솜이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PG13/ LacZ 바이러스의 경우 Lipofectamine이 존재하면 5 moi

(mult iplicity of infect ion )에서 SK - Hep1이나 U251- N 세포 등에서 첨가물

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100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세

포의 30%가 감염되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VSV - G를 막단백질로 가지는

293T/ G/ GP/ LacZ 바이러스는 어떤 다른 형태의 레트로바이러스보다 개선

된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뇌암세포주에서 유전자 형

질도입율이 뛰어났다. VSV - G를 막단백질로 가지는 바이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화학적 첨가물의 도움없이 효과적으로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었다

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in v ivo에서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조사

한 결과, 뇌암세포가 이식된 쥐에서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10%에 도달하였다. 더불어 VSV - G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전달효율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VSV - G

막단백질에 대한 수용체로 알려져 있는 phosphat idylserine 함량과 세포증

식율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한 FIV 벡터는 MLV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레트로바이러스와는 달리

비분열세포와 분화된 세포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보여주었다. 특히 바이러스의 v if 유전자내에 미성숙 종결코돈을 삽입시

킨 돌연변이 형태의 FIV는 세포에 대한 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SV - G를 막단백질로 가지는 MLV 또는 FIV는

초원심분리를 통해 고역가로 손쉽게 농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리는 바

이러스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더욱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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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들로부터 VSV- G를 포함하는 MLV 근간의 레트로바이러스의 in

v ivo 형질도입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었고, MLV 대신 FIV를 근간으로

하는 레트로바이러스는 기존의 레트로바이러스에 비해 비분열세포 및 분

화세포에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줌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 형질도입율, VSV- G, FIV 벡터,

phosphatidylserine, Lipofectamine, 뇌암세포, 비분열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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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t yped r et r ovi r al vect or 를 이용한 유전자 형질도입율 향상

<지도교수 김주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 사업단

송 재 진

I . 서 론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유전질환이나, 암과 같은 후천적 질병들

을 유전자 차원에서 이해하고 치료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

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들 중 하나는 치료에 필요한 유

전자를 원하는 세포안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입시켜 발현시

키기 위한 유전자 전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전자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운반수단으로는 크게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성

벡터로 나눌 수 있다. 바이러스성 벡터에는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

스, adeno- associat ed viru s (AAV ) 및 렌티바이러스 등이 있으며,1 - 4이들

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대상질환 또는 대상세포 등에

따라 달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벡터는 비바이러스성 벡터

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유전자 발현효율이 월등히 높다. 비바이러스성 벡

터로는 대표적으로 리포솜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벡터들은 벡터의 제조

나 유지가 수월하나 세포내 유전자 전달효율이 낮고 또한 유전자 발현이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5

이들 중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발

현시키기 위하여 기초 및 임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1 ,3 ,6 - 10 레트

로바이러스 벡터는 보통 murine leukemia viru s (MLV )로부터, 유전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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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효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바이러스 대부분의 coding 유전자

는 제거된 형태로 고안된다.1 1 - 13 이와 같이 복제 불가능한 레트로바이러스

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들 대신에 전달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레트로바이러

스 벡터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이러스의 입자화에 필요한 단백질

(gag , p ol, env )을 공급할 수 있는 포장세포주에 transfection시키거나 혹

은 감염시킴으로써 생산할 수 있다.3 ,10 ,14 ,15 그러나 기존의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즉, 낮은

역가, 사람 암세포에 대한 낮은 유전자 전달효율 그리고 사람 혈청성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비활성화된다는 점 등이다.16 - 2 1

레트로바이러스는 단일가닥의 RNA를 게놈으로 가지며 역전사효소에 의

하여 proviral DNA로 전환되어 숙주세포의 염색체로 삽입되어 복제가 일

어난다.3 Mammalian type C에 속하는 레트로바이러스인 MLV로부터 제

조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는 바이러스 게놈이 염색체로 삽입된 후에라야

만 외래유전자가 표적세포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숙주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시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22 ,23 한편 암

세포 주위에 있는 정상조직의 세포들은 휴지기에 있는 세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서는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치료용 유전자의 발

현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상세포보다는 세포증식이 활발한 암세포에

선택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가 암유

전자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2 4 ,25

NIH3T 3에서 유래한 PA317과 같이 amphotropic 막단백질을 제공하는

포장세포주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성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

용되어 왔으며 마우스세포와 사람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13 ,15 그러나

PA317 세포주로부터 생성된 레트로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사람 암세포주에

대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낮아 in v ivo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14 ,16 ,2 6

한편, 레트로바이러스가 표적세포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막단

백질과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특이적 세포표면 수용체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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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13 ,2 7 ,2 8 PG13 포장세포주는 PA317과 같이 NIH3T 3에서 유래하

며 막단백질로는 gibbon ape leukemia viru s (GALV )의 타입을 내지하고

있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생산하며 이는 사람세포를 특이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다.2 6 ,2 7 ,29 일반적으로 amphotropic 레트로바이러스가 Pit - 2 혹은

Ram - 1이라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과는 달리 GALV는 Pit - 1 혹은

GLVR- 1이라고 하는 세포막 표면 수용체와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다.30 ,3 1

Pit - 1은 Pit - 2와 60% 정도의 상동성을 가지지만 서로 교차반응을 하지는

않는다.18 ,2 6 ,32 ,33 그러나 PG13으로부터 유래된 레트로바이러스 또한 PA317

유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람혈청에 의해 쉽게 비활성화되어지며 바

이러스 생산효율도 낮다는 단점이 있다 (2 × 106 infectious viru s/ ml 내

외).34 뿐만 아니라 PA317과 PG13으로부터 유래한 레트로바이러스는 초원

심분리에 의해 상당부분의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다.35 ,3 6 293T 세포에서 유래한 Bing 포장세포주는 amphotropic 막단

백질을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생산하는데,3 7 이는 NIH3T 3 세포 혹은

사람의 림프구에 높은 형질도입율을 보여주며 사람혈청에 저항성을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3 8 FLYRD18 세포주는 사람의 육종 섬유아세포

인 HT 1080 세포로부터 유래하며, 고양이에 내생적인 레트로바이러스

RD114의 막단백질을 보유하며, 이것 역시 사람혈청에 저항성을 가지는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9

상기한 레트로바이러스 유래 막단백질을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들

은 표적세포 감염시 화학적 첨가제를 필요로 하는데,15 ,4 0 polybrene은 다가

양이온 화학물질로 레트로바이러스의 감염을 용이하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4 1 - 4 3 하지만 세포에 대한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다른 양

이온 리포솜이나 다가양이온들이 polybrene대신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42 ,44 - 4 6

한편, 여러 연구자 그룹들에서 vesicular stom atitis viru s (VSV )의 막단

백질인 G 단백질을 가지는 가성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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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이 보고되었는데,35 ,36 ,4 7 VSV- G 단백질은 세포표면 특정수용체 대신

에 주로 세포막에 널리 존재하는 phosphatidylserine과 같은 인지질에 결

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8 - 50 이러한 특성은 가성 VSV - G 레트로바이

러스가 포유류와 비포유류 세포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세포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달체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3 5 ,4 7 ,5 1 - 5 3

뿐만 아니라 가성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는 초원심분리동안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농축에 의하여 높은 역가의 바이러스를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2 ,5 3 유전자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MLV 유래 레트로바이러스 전달체계는 조작이 간편하고 바이러스에 의해

도입된 유전자가 세포분열이후 자세포들에서도 유지되어 발현될 수 있으

며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이 제거되어 있어 바람직하

지 않은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5 4 그러나 동시

에 낮은 역가, 사람세포에 대한 낮은 유전자 형질도입율, 사람 혈청성분에

의한 바이러스의 비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분열세포에는 감염능이

없다는 등의 단점들이 있고22 ,2 3 이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

자 치료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뇌신경세포같이 분화가

끝난 세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5 5 ,5 6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의 기본골격이 되는 MLV 대신 hum an

immunodeficiency viru s (HIV )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

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5 - 5 7 HIV 같은 렌티바이러스들은

세포내의 핵이동기구와 작용하여 휴지기의 세포에서도 lentiviral

preintegrat ion complex가 핵안으로 이동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

다.58 - 63 따라서 세포주기가 정지된 세포나 분화된 일차 대식세포에도 유전

자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in v ivo에서도 세포분열이 끝난 신경세포,

성인의 간세포와 근육세포까지도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5 5 ,64 - 67 또한 종양의 크기가 비교적 큰 인체암의 경우

혈액의 공급이 충분치 못한 부위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위의 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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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기에 머물게 되며 이들 세포에의 유전자 전달을 유도하려는 경우 렌

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54 ,5 5 하지만 HIV는 인간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HIV 벡터는 복제가능한 HIV 바이

러스 (replication - competent retroviru s )의 출현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

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feline immunodeficiency viru s

(FIV ) 등 인체에 무해한 비영장류 기원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제조하기에

이르렀다.6 8 FIV는 고양이에 HIV같은 증상을 유발시키는 감염성 인자로
69 ,70 MLV가 가지는 gag , p ol, env 이외에도 부속유전자로서 v if , orf2

(ORF - A ) 및 rev 유전자를 가진다.7 1 ,7 2 Vif 단백질의 기능은 HIV- 1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는데, 바이러스 감염능의 증가,73 - 76 바이러스 입자

의 성숙 (m aturation )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7 고양이에서

FIV의 v if는 in v ivo에서 발병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78 FIV orf2

(open reading frame 2)는 FIV LT R의 transactivator인데 HIV의 tat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나 tat에 비해서는 약한 transact ivator로서 FIV에서

tat response elem ent (T AR )의 기능을 하는 T AR- like elem ent와는 상호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9 - 8 1 또한, orf2 유전자는 결실되어도

분열세포 및 비분열세포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전달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8 2 FIV의 rev는 rev 특이적 cis - acting RNA

target인 rev - responsive element (RRE )를 통하여 기능을 수행하며

unspliced (gag/ p ol)과 singly spliced (v if/ env, env ) viral mRNA를 핵밖

으로 이동하게 하여 세포질에 축적되게 함으로써 FIV를 효율적으로 생산

하게 한다.8 2 ,8 3

FIV는 비영장류 렌티바이러스로서,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보고는 아직

없으며, 사람세포에 대한 감염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U3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FIV의 포장용 플라즈미드의 LT R을 CMV 프로모터로 치환시킴

으로서 사람세포에 감염은 유발시키지만 더 이상의 복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벡터가 제작되었다.68 그러나 FIV 플라즈미드내에 잔재하는 g ag , v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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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바이러스성 유전자들로 인해서 세포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84 ,8 5 따라서 사람의 표적세포에 대한 유전자 전달 효율은

저하되지 않으면서 세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개선된 FIV 벡터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렌티바이러스 벡터는 치료용 유전자를 실어나르는 바이러스 유래 벡터

와 이를 바이러스로 생산해 내는데 필요한 gag·p ol 등의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를 내재하고 있는 포장용 플라즈미드와 VSV- G 막단백질을 제공하

는 플라즈미드를 사용하여 cotransfection 기법으로 바이러스 생산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VSV - G 단백질의 생산을

필요할 때만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 포장세포주의 개발이 가능

하게 되었다.86 ,8 7 그러나 현재까지 HIV 유래 가성바이러스에 비하여 안전

성이 보장되는 FIV 유래 포장세포주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이는 FIV 포장용 플라즈미드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들중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여 준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서로 다른 포장세포주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레트로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양이온성 리포솜들을

포함한 화학적 첨가제의 효과를 여러 가지 사람 암세포주에 대한 유전자

형질 도입율을 비교하고 둘째, 가성 VSV - G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사람 암세포주에 대한 유전자 형질도입율과 형질도입율을 결정하는 요인

들, 그리고 화학적 첨가제의 효과를 규명함과 동시에 in v ivo 적용가능성

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FIV 벡터 생산용 FIV 플라즈미드 등을 결실 혹

은 돌연변이 유발 등으로 개선하여 생산된 바이러스의 세포독성 유발정도

와 비분열세포 및 분화세포에 대한 유전자 전달효율을 검증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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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세포주는 10% 우태아 혈청과 2 mM

L- glutamine, 100 IU/ ml penicillin과 50 μg/ ml 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 ' s modified Eagle ' s m edium으로 배양하였다. NIH3T 3 (AT CC

CRL- 1658) 세포는 마우스 섬유아세포이며, ψ2,8 8 PA317 (AT CC

CRL- 9078),8 9 PG13 (AT CC CRL- 10686),26 Bing 3 7 및 FLYRD18 세포39는

레트로바이러스 포장세포주이다. 293T 세포는 SV40 large T 항원으로 형

질전환된 293 세포이다.90 SK - Hep1 (AT CC HT B- 52)과 Hep 3B (AT CC

HB- 8064)는 간암세포주이며, YCC- 2와 SNU - 1은 위암세포주이다.

U87- MG (AT CC HT P - 186), U251- N, U343, T E671 (AT CC CRL- 8805),

Daoy (AT CC HT B- 186), SH - SY5Y (AT CC CRL- 2266), C6 (AT CC

CCL- 107)는 뇌암세포주이며, MCF - 7 (AT CC HT B- 22), HeLa (AT CC

CCL- 2), HCT 116 (AT CC CCL- 247) 및 H - 460 (AT CC HT B- 177)은 각

각 유방암, 자궁경부암, 결장암, 폐암세포주이다. CRF K (AT CC CCL- 94)

세포는 고양이의 신장 상피세포이며, C2C12 (AT CC CRL 1772)는 마우스

의 근원세포이다.

2. 바이러스 벡터의 제조

pBabepuro는 puromycin 저항성 유전자를 표지인자로 포함하는 MLV

기원의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로 splicing donor가 제거되었으며, g ag 시작

코돈이 돌연변이되어 높은 역가의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특성이 있다

(F ig . 1).12 ,38 pBabepuro/ LacZ는 pcDNA3.1/ Hygro/ LacZ (Clontech, Palo

Alto, CA , USA )를 BamH I과 Xho I으로 처리하여 LacZ 단편을 얻은 후

에 BamH I과 Sal I으로 단일가닥화시킨 pBabepuro에 subcloning하여 제

작하였다. β- galactosidase의 발현은 293T 세포에 pBabepuro/ LacZ 플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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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Babepuro vector. This vector was
designed to express inserted genes under the control of LTR promoter. In
addition, this vector was further modified to increase viral titer by point
mutation in the sequence of splicing donor and in gag gene by deleting
normal initiation co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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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를 calcium phosphate 침전법으로 transfection시킨 2일 후에 X- gal

(5- bromo- 4- chloro- 3- indoyl- β- D- galactosidase) 염색으로 확인하였다.4 0

3. Calcium phosphate transfect ion

Calcium phosphate transfection은 Kingston의 방법9 1에 따라 시행하였

다. 3 μg DNA를 25 μl의 2.5 M CaCl2가 포함된 증류수와 섞어 최종 부

피가 250 μl가 되게 하였다. CaCl2와 섞인 DNA 용액을 저어주면서 2 X

HBS 용액 (HEPES buffered saline; 50 mM HEPES , pH 7.1, 280 mM

NaCl, 1.5 mM Na2HPO4 ) 250 μl를 한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렸다. 혼합용

액을 transfect ion 대상 세포가 깔려 있는 6- well 플레이트에 천천히 떨어

뜨렸다. 4∼6 시간이 지난 후 배지를 제거한 후 15% 글리세롤 용액으로

상온에서 2분 동안 shock을 준 후, 글리세롤 용액을 제거하고 새로운 배

지로 바꾸어 주었다.

4.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stable cell line의 제조

ψ2, PA317과 PG13 레트로바이러스 포장세포주를 6- w ell 플레이트에 2

× 105개가 되도록 분주한 24시간 후에, 분주된 각 세포에

pBabepuro/ LacZ를 calcium precipitation 방법으로 transfection시켰다.

T ransfection 48시간 후 세포들을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2 μg/ ml의

puromycin이 포함된 15 cm 배양접시에 옮긴 후, 2주이상 배양하여

puromycin에 저항성을 가진 세포군들을 얻어 각각의 세포군들을 새로운

24- well 플레이트로 옮겨 바이러스가 생산되는지와 그때의 역가를

NIH3T 3 세포 혹은 293T 세포에서 X- gal 염색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높

은 역가를 가지는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세포주를 확립하기 위하여

PA317, Bing , PG13 및 FLYRD18 세포들을 6- well 플레이트에 분주한 다

음날 ψ2/ LacZ, PG13/ LacZ, PA317/ LacZ 또는 FLYRD18/ LacZ 바이러스

들을 10 moi (multiplicity of infection )의 역가로 감염시켜 2 μg/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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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omycin이 포함된 배지로 선택배양하여 얻어진 세포군으로부터

PA317/ LacZ, Bing/ LacZ, PG13/ LacZ 또는 FLYRD18/ LacZ 바이러스들을

생산하는 producer cell line들을 최종적으로 확립하였다. Producer cell

line들로부터 생산된 바이러스의 역가는 293T 감염 2일 후에 X- gal 염색

에 의하여 염색된 세포수를 계산하여 ml당 transduction unit (tu )로 결정

하였다.

5. X- gal 염색법과 유전자 형질도입율의 결정

X- gal 염색을 위해서 세포들은 고정액 (0.2% form aldehyde, 0.2%

glutaraldehyde in dH 2 O)에서 5분간 고정한 후, 2 mM MgCl2가 포함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으로 2회 씻은 후, 염색용액 (0.4 mg/ ml

X- gal, 4 mM potassium ferrocyanide, 4 mM potas sium ferricyanide, 2

mM MgCl2 in PBS )으로 37℃에서 4∼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92 레트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감염 48시간 후에 X- gal 염색으로 결정

하였다.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100 배의 해상도를 가지는 현미경에서 플레

이트의 크기와 확대비율 그리고 염색된 세포수를 계산하여 결정하였는데

현미경상에서 네 곳 이상의 부위를 무작위로 정하여 전체세포중 염색된

세포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6.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세포의 감염

48- w ell당 감염시 2.5 × 104 세포가 되게 바이러스 감염 전날 분주하였

다. 바이러스 감염은 4시간동안 4 μg/ ml의 polybrene (Sigma, St . Louis ,

MO, USA )이 포함되게 하여 감염시켰으며,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 용액을

제거한 후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였다. 바이러스 감염시에 사용할 리포솜

용액은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Lipofectamine (Gibco- BRL, Gaither sburg ,

MD, USA )은 바이러스 용액 1 ml당 plus 시약 80 μl와 OPT i- MEM 1

ml당 Lipofectamine 20 μl를 서로 섞은 후, 30분 방치하여 세포에 감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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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DOT AP (N- [1- (2,3- dioleoyloxy ) propyl]- N ,N,N - trim ethyl-

amm onium methylsulfate) (Boehringer Mannheim , Mannheim , Germany )

이나 DC- Chol/ DOPE (3β- [N- (N 'N 'dimethylaminoethane) carbamoyl]-

cholesterol/ dioleoylphosphatidylethanolamine)는 50 μg/ ml의 비율로

OPT i- MEM에 희석한 후 바이러스 용액과 1:1로 섞고 30분방치 후 세포

에 감염시켰다.4 4 Prot amine sulfate는 10 μg/ ml이 되게 하여 바이러스와

함께 세포에 감염시켰다. Chloroquine (Sigma, St . Louis , MO, USA )은

바이러스 감염시 20 μg/ ml이 되게 하여 세포에 첨가시켰다.

7.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세포주의 개발

T etracycline이 제거된 상태에서 VSV - G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ossen과 Bujard의 tetracycline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자 발

현유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9 3 pBC.tT A , pMD.tetG와 pMD.gag·pol 플

라즈미드는 Mulligan (Whitehead Inst itute for Biomedical Research ,

Massachusett s In stitute of T echnology , Cambridge, MA 02142)으로부터

제공받았다 (F ig . 2). 5 × 105개의 293T 세포가 깔려있는 6- w ell 플레이

트에 5 μg의 pBC.tT A , 5 μg의 pMD.tetG 그리고 1 μg의

pcDNA/ Hygro를 calcium phosphat e 방법으로 2 μg/ ml의 t etracycline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tr ansfection하였다. 48시간이 지난 후 transfection한

세포들을 15 cm 접시로 옮겨 2 μg/ ml tetracycline과 200 μg/ ml

hygromycin이 포함되어 있는 배지에 배양하면서 출현한 각각의 세포클론

들을 두 개의 24 well 플레이트로 동일한 클론들을 옮겼다. VSV- G 단백

질이 유도되는 클론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두 개의 동일한 플레이트중 한

개만을 tetracycline이 없는 배지로 두 번 잘 씻어준 후 2일 동안 배양하

였다. 배양한 세포를 단백질 분해억제제 (20 μM PMSF

(phenylmethylsulfonylfluoride), 20 μM T LCK (tosylly sine chloromethyl

ketone), 20 μM T PCK (tosylphenylalanine chloromethyl ketone))가 포

- 14 -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troviral vectors used in this study.
The construction of each plasmid is described in detail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pBC.tTA construct encodes the VP16-tet transactivator fusion
protein . The pMD.tet .G construct encodes VSV-G protein under the control of
the inducible tet0/CMV minimal promoter. The pMD.gag ·pol construct
encodes the gag ·p ol sequences from M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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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세포용해용 완충용액 (50 mM HEPES , 150 mM NaCl, 1% NP40)에

용해시킨 후, anti- VSV- G 항체로 W estern blot ting을 수행하여 293T 세

포에서 VSV - G 단백질을 발현하는 클론들 중 발현이 가장 많이 되는 것

을 선택하였다 (293T / G). 5 × 105 개의 293T / G 세포가 포함된 6- w ell 플

레이트에 Sca I으로 단일가닥화된 5 μg의 pMD.gag·pol과 1 μg의

pcDNAZeo를 2 μg/ ml의 tet racycline이 포함된 상태로 transfection시켰

다. 2일 후에 transfection된 세포들을 2 μg/ ml의 tet racycline이 포함된

200 μg/ ml의 hygromycin과 250 μg/ ml의 zeocin 배지가 포함된 15 cm

접시로 옮겨 20개의 독립적인 클론들을 분리하였다 (293T / G/ GP ). 이들

후보 포장세포들을 tr ansfer 벡터인 pBabepuro/ LacZ 플라즈미드로

transfection하고 tetracycline이 없는 배지에서 48- 96 시간동안에 수확하

여 293T 세포에 감염시켜 X- gal 염색으로 VSV - G 막단백질을 가지면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성하는 producer cell line을 확립하였다

(293T / G/ GP/ LacZ).

8. 사람혈청에 의한 바이러스의 비활성화 측정 및 바이러스의 농축

사람혈청은 2명의 건강한 자원자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상온에서 1

5∼20분간 방치하여 응고가 되게 한 후 3000 rpm으로 4℃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하여 얻은 혈청을 분배하여 - 70℃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

다. 사람혈청에 의한 바이러스의 비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바이

러스 용액 대 혈청의 비율을 1:9로 섞은 후 3시간동안 37℃에서 반응시켰

다.18 열처리한 혈청은 56℃에서 30분간 열처리한 후 사용하였다.

바이러스의 농축을 위해서는 배양액으로부터 얻어진 바이러스 용액을

SW 28 rotor (Beckman, Palo Alto, CA, USA )에서 50,000 × g 로 4℃에

서 90분간 초원심분리하여 얻은 pellet을 10 mM의 MgCl2가 포함된

T ris - buffered saline (T BS )으로 재현탁시켜 농축전과 후의 바이러스의

역가를 293T 세포에서 X- gal 염색법으로 회수율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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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β- gal enzymatic assay

β- gal as say는 Cheng과 Balt im ore의 방법9 4을 이용하였다. β

- galactosidase를 발현하는 100 m oi의 VSV - G 레트로바이러스와 E 1 부위

가 제거된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 또는 pcDNA3.1Hygro/ LacZ 플라즈미

드 3 μg을 6 w ell 플레이트에 있는 U251- N 세포에 각각 감염 또는

transfection시켰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후 배지를 제거하고 Z 완충용

액 (60 mM Na2HPO4 , 40 mM NaH 2PO4 , 10 mM KCl, 1 mM MgSO4 , 50

mM β- mercaptoethanol)으로 씻어준 후, 다시 1 ml Z 완충용액을 분주

하여 세포를 떼어낸 후 세포수를 세어 시험관으로 옮겼다. 5 × 105 세포

를 원심분리하여 pellet만을 남긴 후 단백질 분해억제제 (20 μM PMSF ,

20 μM T LCK, 20 μM T PCK)가 포함된 100 μl의 세포용해용 완충용

액 (β- m ercaptoethanol이 없는 Z 완충용액 plus 1% NP - 40)으로 세포를

용해시킨 후 5분 동안 진탕하였다. 그리고 10분동안 얼음에 방치한 후, 짧

게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만을 새 시험관에 옮긴 후 이 중 10 μl를

96 well에 각각 분주하고 여기에 ONPG (ο- nitrophenyl- β

- D- galactopyranoside) 4 ml을 6 ml의 Z 완충용액에 녹인 용액을 120 μl

씩 분주하고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10. Phosphat idylserine 측정을 위한 FACS (fluorescence- activat ed cell

sorting ) 분석

Phosphatidylserine 함량측정을 위하여 ApoAlert Annexin V & Apo

2.7- PE 프로토콜 키트 (Clontech , Palo Alto, CA, USA )를 사용하였다. 먼

저 부착된 암세포들을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5 × 105 개씩 분주하여 각각

1 ml의 binding buffer로 씻어준 후 원심분리하고, 다시 200 μl의 binding

buffer로 현탁시켰다. 여기에 5 μl의 annexin V - FIT C와 10 μl의

propidium iodide를 넣은 후 암조건에서 반응시키고, binding buffer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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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종 부피가 500 μl가 되도록 하여 얼음속에 방치한 후 488 nm에서

FACS 분석을 시행하였다 (manufacturer ' s instruct ion ). 분석 후

FIT C- positive Daoy 세포의 phosphatidylserine의 함량을 1로 하였을 때

다른 세포들의 phosphatidylserine의 함량을 Daoy 세포의

phosphatidylserine함량에 대한 상대치로 표시하였다.

11. MT T assay

96 w ell 플레이트에 각각 암세포를 1 × 104 세포/ 200 μl가 되게 분주

하였다. 분주된 세포가 들어있는 플레이트 w ell에 24시간 간격으로 MT T

(3- (4,5- dimethylthiazol- 2yl)- 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2 mg/ ml)

를 50 μl씩 첨가하여 4시간동안 37℃ 항온기에서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

하여 용액을 제거하고 150 μl의 DMSO (dim ethyl sulphoxide)를 첨가하

고 37℃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증식율을 측정하였다.9 5 분석 후 세포증식율이 가장 높았던 C6 세포를 1로

하였을 때 다른 세포들의 세포증식율을 C6의 세포증식율에 대한 상대치

로 표시하였다.

12. 동물모델

주령 5∼6주의 누드마우스 수컷을 한국화학연구소에서 구입하여 1∼2주

적응기간을 거친 후, 뇌암세포인 U251- N 1 × 107 개를 100 μl가 되게

하여 누드마우스의 복벽에 피하주사하였다. 종양의 크기가 지름 0.5∼0.8

cm에 이르렀을 때 농축된 293T / G/ GP/ LacZ 바이러스 (1 × 109/ ml)가 대

략 1 moi가 되도록 100 μl를 2일 연속해서 종양내로 주사하였다. 바이러

스 감염 2일 후 마우스의 복벽에서 종양을 적출하고 조직을 절단하고 동

결박편하였다. Orthotopic 종양모델로는 stereotactic surgery법을 이용하

여 W istar 랫트의 뇌 (right caudate - putamen )에 1 × 105개의 C6 세포 5

μl를 주사한 10일 후 1 × 107 tu/ μl의 293T / G/ GP/ LacZ 바이러스 5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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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양조직으로 주사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1주일 후 랫트의 뇌를 적출

하여 동결하였다.

13. 표본조직의 동결박편 및 염색

누드마우스 및 Wistar 랫트에서 적출한 조직을 4% paraformaldehyde

(pH 7.2 in PBS ) 용액에 조직의 크기에 따라 4℃에서 4∼8 시간 넣어 고

정시킨 후 sucrose 용액에서 4℃에서 overnight시켜 탈수시켰다. 탈수된

조직은 OCT compound로 동결박편하였다. 누드마우스의 U251- N 조직은

10 μm , Wist ar 랫트의 뇌조직은 50 μm의 두께로 절단하여 젤라틴이 코

팅된 슬라이드 글라스위에 부착하였다. LacZ 염색은 배양세포의 X- gal

염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후 hematoxylin and eosin (H&E ) 염색을

실시하였다.

14. FIV 플라즈미드 제조

세포독성이 없는 FIV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포장용 플라즈미드

와 벡터 플라즈미드를 재구성하여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는 플라즈미드를

만든 다음, 바이러스 생성정도를 transient transfection 방법으로 확인하였

다.

가. 포장용 플라즈미드 제조 - 기존의 포장용 플라즈미드 (CF 1△env )로부

터 gag·p ol 및 rev를 포함한 플라즈미드 construct s를 pcDNAZeo에

subcloning하였다 (F ig . 3).

(1) pcDNAZeo/ gag·pol의 제조

벡터인 pcDNA3.1Zeo를 Hind III로 처리한 후 탈인산화시켰으며, in sert

로서는 CF 1△env를 Hind III로 부분절단하여 428- 5705 bp에 해당하는 밴

드만을 분리하여 subcloning하였다.

(2) pcDNAZeo/ gag·pol·rev의 제조

벡터로서는 pcDNA3.1Zeo/ gag·pol을 Not I으로 처리하고 blunt ing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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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s of FIV packaging plasmids. (a) CF1△env, control
FIV plasmid (b) pcDNAZeo/gag ·pol ·rev, modified FIV plasmid deleted in
the highly conserved region of vif . (c) CF1△env△vif, modified FIV plasmid
containing mutagenized vif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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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탈인산화시켰으며 in sert로서 CF 1△env를 Pvu II로 처리하여

5958- 8643 bp에 해당하는 2.7 kb의 밴드를 얻어 blunting후 subcloning시

켰다.

(3) CF 1△env△vif의 제조

포장용 플라즈미드인 CF 1△env에서 v if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v if의 기능에 중요한 매우 잘 보존된 부위라

고 알려져 있는 5833∼5856 염기서열부위를 frame shift mutation시키기

위하여 N 말단에 위치한 Acc III site (5328)를 이용하였다. Acc III 처리

후 T 4 ligase fill- in and religation에 의해서 종결코돈이 생성되게 하였고,

종결이 유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conserved region은 fram e shift mutation

이 되게 하였다. 이의 확인을 위하여 클로닝 벡터인 pSP72와 CF 1△env

와 CF 1△env△vif를 Hind III 처리 후 포장용 플라즈미드에서 v if 부위가

포함된 1.7 kb 밴드를 용출한 후 pSP72와 ligation후 BamH I으로 확인하

였고, 염기서열분석으로 blunting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F ig . 4).

나. 벡터 플라즈미드 제조

(1) CT RZLb에 근거한 △RRE 형태의 벡터 플라즈미드 - 기존의 FIV

벡터로 사용된 CT RZLb에서 △gag와 RRE를 포함한 CMV/ LacZ 유전자

를 제거한 후 여기에 minimal CMV 프로모터/ LacZ 혹은 human EF - 1a

프로모터/ LacZ로 치환한 형태의 벡터를 고안하여 벡터에 남아있던 gag

유전자를 최대한 제거하였다 (F ig . 5).

(가) CT R△ZLb/ LacZ

CT RZLb에서 BstX I으로 처리하여 gag∼LacZ (6 kb )를 제거한 후, 나

머지 6.7 kb 밴드를 분리하여 blunting후 탈인산화시켰다 (CT R△ZLb). 이

플라즈미드에 LacZ 유전자를 다시 삽입시키기 위하여

pcDNA3.1Hygro/ LacZ를 Pme I 처리 후 LacZ 절편을 분리하여

subcloning 하였다.

- 21 -



Fig. 4. Sequence alignment between CF1△env (upper sequence) and CF 1△
env△vif (lower sequence). Nucleotide sequences of first-half of vif gene are
shown. Initiation codon of vif gene begins at 23th base in this diagram
(arrow). Identical nucleotides are indicated as vertical line. The rectangle
shows 4 bases addition in CF 1△env, resulting in the generation of stop
codon (underlined).

- 22 -



Fig. 5. Schematic diagrams of FIV transfer vector plasmids. (a) CTRZLb,
control plasmid encoding gag region frame-shifted 1.2 kb. (b) CTR
ZLb/RRECMVLacZ, modified plasmid containing gag region frame-shifted 121
bp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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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T R△ZLb/ CMV·LacZ

CT R△ZLb를 Afl II로 자른 다음 blunting 후 탈인산화시켰으며,

pcDNA3.1Hygro/ LacZ에서 Mfe I/ BamH I으로 자르고 blunting한 후

subcloning하였다.

(다) CT R△ZLb/ CMV·LacZ·BGHpA

CT RZLb에서 BstX I으로 처리하여 gag∼LacZ (6 kb )를 제거한 후, 나

머지 6.7 kb 밴드를 분리하여 blunting후 탈인산화시켰다. 이 플라즈미드

에 pcDNA3.1Hygro/ LacZ를 Mfe I/ Nae I 처리하여 4.4 kb 밴드를 분리하

여 blunting한 후 subcloning하였으며 방향성에 따라 forw ard와 rever se로

구분하였다.

(라) CT R△ZLb/ HuEF·LacZ

(가)를 Afl II로 자른 다음 blunting후 탈인산화한 후 pcdef3에서 human

EF (elongation factor ) 프로모터를 Nru I/ Xba I으로 자른 후 blunting하

여 subcloning하였다.

(마) CT R△ZLb/ HuEF·LacZ·BGHpA

CT RZLb에서 BstX I으로 처리하여 gag∼LacZ (6 kb )를 제거한 후, 나

머지 6.7 kb 밴드를 분리하여 blunting후 탈인산화시켰다. Insert는

pcDNAHygro/ LacZ에서 Nhe I/ Nae I 처리하여 3.6 kb 밴드를 분리한 후

blunting하여 CT R△ZLb/ LacZ- BGH pA를 제조하였다. 이것을 다시 Afl

II 처리하여 blunting 한 후 탈인산화시켰다. In sert는 pcdef3에서 human

EF 프로모터를 Nru I/ Xba I으로 처리하여 자른 후 blunt ing한 다음

subcloning시켰으며, 방향성에 따라 forward와 rever se로 구분하였다.

(2) 재도입된 RRE를 가지는 transfer 벡터의 제조

T ransfer vector인 CT RZLb에서 여분의 g ag 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먼저 CT RZLb를 BstX I 처리하여 gag와 LacZ (748- 6796)를 최대한 제거

한 후 blunting , 탈인산화시켰다. LacZ 를 재도입하기 위하여

pcDNA3.1Hygro/ LacZ를 Pme I로 절단한 후 LacZ 단편을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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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ation시켰다. 여기에 RRE와 CMV 프로모터를 재도입시키기 위하여

CT RZLb를 주형으로 PCR하였다. Sense primer는 5 ' - GGA/ AAA/ CCT

/ GGT / CAT/ GT A/ GC- 3 ' , antisense prim er는 5 ' - CGG/ T GT / CT T/ CT A

/ T GG/ AGG/ T C- 3 '으로 사용하였다. PCR은 94℃ 2 min 1 cycle, 94℃ 1

min, 55℃ 1 min, 72℃ 1 min으로 30 cycle, 72℃ 10 min 1 cycle 시행하

였다. PCR 생성물 (1.2 kb , 1826∼3034)을 T A 클로닝 벡터인 pCR2.1에

subcloning한 다음, 다시 EcoR I으로 자른 1.2 kb 밴드를 blunting하여

ligation시켜 gag 부위 (628∼1877) 중 628∼748만 남긴 형태의 transfer

플라즈미드를 제조하였다 (F ig . 5b ).

15. FIV의 생산

293T 세포를 tr ansfection 하루전에 10 cm 배양접시에 2 × 106개가 되

도록 분주하였다. 다음날 3가지 종류의 FIV 바이러스 생산용 플라즈미드

인 FIV 포장용 플라즈미드, F IV 벡터 플라즈미드, VSV - G 유전자를 가지

는 플라즈미드를 각각 12.5 μg , 7.5 μg , 5 μg이 되게 하여

cotransfection시켰다.9 6 DNA는 calcium phosphate transfection 방법으로

형질도입하였으며, tr ansfection 16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15 % 글리

세롤 shock을 주고 48시간이 지난 다음 배지를 수확하였다.

16. FIV의 역가 결정 및 농축

생산된 바이러스의 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transfection 하루 전에 12

well 플레이트에 293T 세포와 CRF K 세포를 각각 2 × 105개와 1 × 105

개를 분주하였다. 생산된 FIV를 연속적으로 희석시킨 후 4 μg/ ml의

polybrene 존재하에서 준비된 세포들에 감염시켰다. 감염 후 48시간이 경

과한 후 X- gal 염색된 세포를 계산하여 역가를 산정하였다.

바이러스의 농축을 위해서는 배양액으로부터 얻어진 FIV 용액을 SW 28

rotor (Beckman , Palo Alto, CA, USA )에서 50,000 × g 로 4℃에서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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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초원심분리하여 얻은 pellet을 10 mM의 MgCl2가 포함된 T BS로 현탁

시켜 농축 전과 후의 바이러스 역가를 293T 세포에서 X- gal 염색법으로

조사하였다.

17. FIV의 세포독성 효과

기존의 3 plasmids transient transfection에 의해 얻어진 바이러스의 역

가와 변형된 FIV 플라즈미드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역가를 비교하고, 기존

의 FIV에 의한 세포독성효과가 변형된 FIV의 감염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의 여부를 CRF K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조사하였다. 2.5 ×

104개의 세포가 포함된 48 w ell 플레이트에 FIV를 500 moi로 되게 감염시

킨 후, 1일과 2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trypan blue as say로 살아있는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18. 여러 가지 암세포에 대한 FIV 투여량이 형질도입율에 미치는 영향

CRF K 세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에 대하여 변형된 FIV에

의한 moi 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대상 바이러스로는 VSV- G 가성 레트

로바이러스로 하여 200 moi로 감염시켜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관찰하였다.

19. 다양한 암세포주의 세포주기 정지 및 PI (propidium iodide) 염색

암세포주를 세포주기중 G1/ S 시기에서 정지하기 위하여 DNA

polymerase α의 강력한 억제제로 알려진 aphidicolin을 20 μg/ ml로 전처

리하였다.9 7 전처리한 세포 및 aphidicolin을 전처리하지 않은 세포들을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와 FIV를 각각 200 m oi가 되게 감염시키고

2일 후 X- gal 염색을 시행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암세포주를 세포주기

G1 시기에서 정지시키고자 혈청이 제거된 배지에서 세포들을 24시간 배

양하고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와 FIV를 각각 200 m oi가 되게 감염

시키고 2일 후 X- gal 염색을 시행하였다. Aphidicolin처리와 혈청제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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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세포주기가 정지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PI 염색후 FACS 분석을

시행하였다. PI 염색을 위해서는 각 조사대상 세포들을 1∼2 × 106/ ml이

되게 ice- cold PBS로 현탁시킨 후, 1 ml씩 시험관에 옮겼다. 여기에 2 ml

의 메탄올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혼합하여 얼음위에서 최소한 30분이

상 방치하였다. 시험관을 300 ×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걷

어내고 500 μl의 PI 염색용액 (10 mg propidium iodide, 0.1 ml T riton

X- 100, 3.7 m g EDT A, 90 ml PBS )를 넣어준 후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여기에 500 μl의 thawed RNase 용액 (200 unit/ ml; 10 m g RNase, 5 ml

PBS )을 넣고 혼합한 후, 암상태로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FACS 분

석에 사용하였다.

20. 분화유도된 C2C12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마우스의 근원세포인 C2C12를 5% 말혈청이 포함된 배지에서 약 2주이

상 배양하여 분화된 형태의 근세포를 얻은 후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

스와 FIV를 각각 200 m oi가 되게 감염시키고 나서 2일 후 X- gal 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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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결 과

1. 서로 다른 막단백질을 가지는 MLV 레트로바이러스의 사람 암세포주

에 대한 유전자 형질도입율 비교

PA317 (amphotropic 막단백질), PG13 (gibbon ape leukemia viru s 막

단백질), Bing (amphotropic 막단백질), FLYRD18 (cat RD114 막단백질)

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포장세포주로부터 pBabepuro/ LacZ를 얻어 moi

가 10이 되는 바이러스를 4 μg/ ml의 polybrene과 함께 사람 암세포주에

감염시켰다. 그 결과 PG13/ LacZ 바이러스에 의한 형질도입율이 다른 바

이러스에 비하여 비교적 우수하였다. 즉, SK- Hep1, U251- N 또는

U87- MG에서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PA317/ LacZ, Bing/ LacZ 또는

FLYRD18/ LacZ에 비하여 높았으나, 다른 종류의 사람 암세포주들에 대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13%에서 거의 감염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암세포조직의 기원과 레트로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른 유전자 형질도입율의 차이에 대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

다 (F ig . 6a). 보다 높은 moi로 레트로바이러스를 사람 암세포주에 감염시

켰을 때 형질도입율이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ing/ LacZ 바이러

스를 여러 가지 moi로 세포에 감염시켰으나 바이러스의 투여량이 증가되

어도 50 m oi 이상에서는 형질도입된 세포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

았다 (F ig . 6b ).

2. 화학적 첨가제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의 변화

비교적 우수한 형질도입율을 보였던 PG13/ LacZ 바이러스를 polybrene,

protamine sulfate, DOT AP , DC- Chol 혹은 Lipofectamine과 같은 다가양

이온 혹은 양이온 리포솜 등의 여러 종류의 화학적 첨가제와 함께 5 moi

로 다양한 사람 암세포주에 감염시켰다. 그림 7에서 보듯이 protamine

sulfate가 혼합된 레트로바이러스만 제외하고 양이온 리포솜과 혼합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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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ransduction efficiency by a variety of retroviruses in
human cancer cell lines. Each value is the average of three independent duplicate
experiments. (a) Effect of retroviruses containing different emvelope proteins on
transduction efficiency. The cells were infected at 10 moi with PA317/LacZ,
Bing/LacZ, PG13/LacZ, or FLYRD18/LacZ, and transduction efficiency was
determined by X-gal staining. Transduction efficiency of PG13/LacZ was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retroviruses especially in SK-Hep1, U87-MG and U251-N.
(b) Effect of various mois in transduction efficiency. The transduction efficiency
of retrovirus at various mois was investigated by infecting the cells with
increasing mois of Bing/LaZ virus. Infection by higher moi didn't necessarily
increase the number of transduced cells by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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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various chemicals on transduction efficiency by PG13/LacZ
virus in human cancer cells. The cells were infected with 5 moi of
PG13/LacZ virus along with various chemicals, and the transduction efficiency
was determined by X-gal staining. Lipofectamine treatment greatly increased
the transduction efficiency, especially in SK-Hep 1 and U251-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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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바이러스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polybrene이 첨가된 레트로바이러

스와 유사하거나 향상된 형질도입율을 보였다. 이러한 형질도입율의 정도

는 Lipofectamine, DC- Chol/ DOPE, DOT AP의 순으로 우수한 효과를 나

타내었다. SK- Hep1과 U251- N에서의 형질도입율은 30% 내외로 다른 암

세포주들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SK - Hep1 세포에서는

Lipofect amine의 첨가가 polybrene을 첨가한 것 보다 약 5 배 정도 형질

도입율을 더 증가시켰다 (F ig . 8, T able 1). 마찬가지로 PA317/ LacZ,

Bing/ LacZ 또는 FLYRD18/ LacZ 레트로바이러스가 화학적 첨가제로 전처

리되었을 때에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data not shown ).

3. 바이러스 막단백질 차이에 따라 Lipofect amine이 유전자 형질도입에 미

치는 영향

GALV의 막단백질 수용체인 Pit - 1은 마우스 세포를 제외한 다양한 종

류의 종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6 ,3 1 Lipofect amine이

첨가된 PG13/ LacZ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막단백질에 대한 수용체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대상 세포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마우스

유래의 NIH3T 3 세포를 Lipofectamine과 복합체를 형성한 PG13/ LacZ 바

이러스로 감염시켰다. 그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293T 세포에 감염된 비율

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1/ 100 수준으로 극히 일부분의 세포만을 감염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 ig . 9). 오직 마우스 세포만을 감염시킬 수 있는

ecotropic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ψ2/ LacZ 바이러스는 Lipofectamine

이 첨가되어도 사람세포주인 293T 를 전혀 감염시키지 못하였다.

Lipofect amine이 첨가된 레트로바이러스가 목적세포막에 부착한 후 효율

적인 형질도입을 위해서 수용체에 의해 유도되는 endocytosis를 요구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ipofectamine과 ly sosomal neutralizing agent인

chloroquine을 함께 첨가한 PG13/ LacZ 바이러스로 사람 암세포주들을 감

염시켰다. 그림 10은 chloroquine 처리가 형질도입율을 증가시키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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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Effect of v ariou s chemical additiv es on transduction efficiency of
PG13/ LacZ retrovirus .

Chemical

additives
Cell liness

Protamine

Sulfate
DOT AP DC- Chol Lipofectamine

SK - Hep1 0.3±0.15 1.4±0.3 2.67±0.49 4.9±0.53

Hep 3B 0.3±0.15 1.0±0.25 2.5±1.00 3.3±1.00

U87- MG 0.1±0.04 1.0±0.16 1.5±0.41 2.5±0.23

U251- N 0.1±0.06 1.0±0.40 1.3±0.55 2.3±0.46

H - 460 0.2±0.05 1.0±0.30 1.6±0.39 2.7±0.28

MCF - 7 0.5±0.10 0.8±0.27 2.0±0.25 2.0±0.13

SNU - 1 1.0±0.50 2.0±1.00 3.0±1.00 3.0±1.00

YCC- 2 0.3±0.15 0.5±0.17 0.7±0.35 1.5±0.67

PG13/ LacZ viru s w as preincubated with DOT AP , DC- Chol/ DOPE or
Lipofect amine, respectively . Polybrene or protamine sulfate was direct ly
added to target cells w ith the retroviru s . T he cells w ere infected at 5
moi of PG13/ LacZ virus and transduction efficiency w as determined by
X- gal staining 2 days after infection . PG13/ LacZ viru s infection
complexed with cat ionic liposom es, but not with protamine sulfate
expressed improved or similar t ransduct ion efficiency compared to
polybrene treatm ent . Lipofectamine treatm ent particularly exhibited a
great enhancement on transduction efficiency , reaching to 4.9- fold
increase in SK - Hep1 to 1.5- fold increase in YCC- 2 cells . T he values
represent the relat ive fold- increase of transduction efficiency compared
to that by polybrene treatment and are the averages of three
independent duplicate experim en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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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서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형

질도입율

SK- Hep1, Hep3B, U87- MG, U251- N , H - 460, MCF - 7, YCC- 1 또는

HeLa 등을 PA317/ LacZ, PG13/ LacZ, Bing/ LacZ, FLYRD18/ LacZ와

293T/ G/ GP/ LacZ (VSV- G 막단백질)의 바이러스로 4 μg/ ml의 polybrene

존재하에서 10 moi로 감염시켰다. 감염 2일 후에 형질도입율을 X- gal 염

색으로 결정하였다. 293T / G/ GP/ LacZ 바이러스와 PG13/ LacZ 바이러스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질도입율을 나타냈으

며 293T/ G/ GP/ LacZ의 경우 특히 뇌암세포주에서 그 효과가 현저하였다

(F ig . 11a). 즉, U251- N과 U87- MG 세포에서 293T / G/ GP/ LacZ에 의한 형

질도입율은 각각 32.1 ± 2.4% 과 21.0 ± 2.8%였으나 H - 460, MCF - 7,

YCC- 1 또는 HeLa 세포주 등 몇 종류의 세포주에서는 293T/ G/ GP/ LacZ

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에서 5% 미만의 낮은 형질도입율을 나타

냈다.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의 투여량에 따른 유전자 형질도입율

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moi의 293T / G/ GP/ LacZ 바이러

스로 세포를 감염시켜 형질도입율을 조사하였다 (F ig . 11b ). Moi가 100이

될 때까지 moi 증가에 따라 형질도입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F ig .

11b ), Bing/ LacZ 바이러스의 경우는 m oi가 증가함에 따라 형질도입율 증

가가 뚜렷하지 않았다 (F ig . 6b ). 그러므로 상기한 결과들은 VSV- G 가

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뇌암 등 일부 사람세포에서 다른 바이러스에 비하여

형질도입율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5.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뇌암세포주 유전자 형질도입율 향상

VSV - G 막단백질을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는 MLV의 gag·p ol과

VSV - G 단백질을 생산하는 293T 유래 세포주인 293T / G/ GP에서 얻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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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nsduction efficiency of VSV-G pseudotyped retrovirus in various
human cancer cell lines. (a) Effect of different retroviral envelope proteins on
transduction efficiency. The cells were infected at 10 moi with PA317/LacZ,
PG13/LacZ, Bing/LacZ, FLYRD18/LacZ or 293T/G/GP/LacZ virus and the
transduction efficiency was determined by X-gal staining. 293T/G/GP/LacZ
and PG13/LacZ virus displayed higher transduction efficiency compared to the
other retroviruses. (b) Effect of various mois of 293T/G/GP/LacZ virus on
transduction efficiency. Transduction efficiency was investigated by infecting
the cells at indicated mois and by measuring the degree of X-gal staining.
The transduction efficiency up to 100 moi was enhanced by a substantial
proportion, particularly in U251-N, SK-Hep 1 and H-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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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역가는 2 × 107 transduction unit (tu )/ ml에 이르렀다. 이는 다른

포장세포주로부터 얻어지는 역가보다 2∼5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림

11은 여러 암세포들중 특히 뇌암세포주에서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

에 의한 형질도입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

러스가 특이적으로 뇌암세포주들에 대한 우수한 형질도입율을 유도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7가지 종류의 뇌암세포주에 293T / G/ GP/ LacZ 바이러

스를 감염시켰다 (F ig . 12a ). 그 결과 100 moi의 바이러스 감염시

U251- N , U343, U87- MG, T E671과 C6 세포에서의 형질도입율의 평균은

78.5 ± 4.7%에 달하였으며, U251- N에 대한 형질도입율은 85.0± 9.1%에

이르렀다. 반면 동일한 세포에서 Bing/ LacZ 바이러스는 9.2 ± 1.5%의 형

질도입율을 보였다 (F ig . 12b ).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VSV- G 가

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뇌암세포주들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우수한 형질도입

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6. Phosphatidylserine 함량과 세포 증식율이 VSV- G 가성 레트로바이러

스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에 미치는 영향

바이러스의 VSV - G 막단백질은 phosphatidylserine과 결합하는 것이 알

려져 있어, 각각의 세포를 대상으로 phosphatidylserine에 높은 친화성을

보이는 annexin V를 이용한 FACS 분석을 시행하였다. Annexin V는 강

력한 항응고제의 특성을 보이는 혈관 단백질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인지

질중 특히 phosphatidylserine에 높은 친화성을 보이는 물질이다.98 - 10 0 실

험결과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암세포에서 phosphat idylserine 함량은 다

양한 경향을 나타냈다 (F ig . 13, 14). C6, U251- N, T E671, U87- MG,

U343, YCC- 1, H - 460 또는 Daoy 등의 세포표면에 phosphatidylserine 발

현양이 높은 반면, HeLa , SK - Hep1, Hep3B, MCF - 7 또는 SH - SY5Y 등

에서는 phosphatidylserine의 발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able 2).

MLV 유래 레트로바이러스들은 바이러스 감염 후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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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urface expression of phosphatidylserine on various cancer cells.
Cells with staining annexin V-FITC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y for the
content of phosphatidylserine. To estimate the level of phosphatidylserine in
various cancer cells, cells were dissociated, resuspended in binding buffer and
then incubated with 5 ml of FITC-labeled annexin V at room temperature for
10 min in the dark. FACS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 The relative phosphatidylserine level wa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equation. Relative phosphatidylserine level =
level of FITC-positive cells in the sample / level of FITC-positive Daoy cells.
The histograms shown are representatives, and the percent values shown were
the percentage of cells wih FITC. U251-N and Daoy cells showed higher
level of phosphatidylserine, whereas SH-SY5Y and MCF-7 expressed lower
level of phosphatidyls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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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rrelation of transduction efficiency with cell growth rate and
phosphatidylserine level. Transduction efficiency of each cell line by VSV-G
pseudotyped retrovirus at 10 moi is indicated parenthesis. The contents of
phosphatidylserine were estimated as described in Fig. 13. To calculate the
relative cell growth, 1 x 103 cells were inoculated into 48-well culture plates,
harvested and counted at 48 h intervals. The relative cell growth rate wa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equation. Relative cell growth rate = doubling
time of C6 cells / doubling time of test cells. Both the cell growth rate and
phosphatidylserine expression level are major determinants of the transduction
efficiency of VSV-G pseudotyped MLV-based retr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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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the relative growth rates and phosphatidylserine levels on
the transduction efficiency of VSV-G pseudotyped retroviru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S; phosphaidylserine
**TE; transduc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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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전자 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2 2 ,2 3

trypan blue exclu sion 및 MT T assay로 세포증식율을 측정하였다 (F ig .

14, T able 2). 실험결과 Daoy , Hep3B, YCC- 1, HeLa 또는 SH - SY5Y 등

에서는 세포 증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면에 H - 460과 C6,

U251- N 또는 SK- Hep1 등은 C6 세포에 대한 세포증식율을 1로 하였을

때 상대적 증식율이 0.75 이상으로 빨리 분열하는 세포로 나타났다.

MCF - 7, T E671, U87- MG 또는 U343 등은 중간 정도의 증식율을 나타냈

다. 그림 6a에서 나타났던 PG13/ LacZ 등의 바이러스가 SK- Hep1 이나

U251- N 등에서 높은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보여준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세포증식율이 빠른 세포주에서 형질도입율도 높게 나타남을 시사한

다. Phosphatidylserine 함량 및 세포증식율이 유전자 형질도입율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은 도표를 만들어 본 결과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전달효율은

phosphatidylserine 함량이 많을수록, 세포증식율이 빠를수록 유전자 형질

도입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세포들의

대부분이 뇌암세포주들임을 알 수 있었다.

7.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에 양이온 리

포솜이 미치는 영향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에 대한 화학적

첨가제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바이러스를 5 moi가 되게 하여

polybrene, protamine sulfate 또는 양이온 리포솜들과 함께 세포에 감염

시켰다. 293T / G/ GP/ LacZ는 양이온 첨가제없이도 효율적으로 실험대상 세

포주들을 감염시켰으나 PG13/ LacZ 바이러스는 polybrene 혹은 리포솜같

은 화학적 첨가제들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였다 (F ig . 15). Lipofectamine의

경우 PG13/ LacZ 바이러스에서의 유전자 전달효율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켰으나 (F ig . 7, T able 1), 같은 농도에서 293T / G/ GP/ LacZ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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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cationic chemical additives on transduction efficiency of VSV-G
pseudotyped retrovirus. The values are the averages of three independent duplicate
experiments. (a) Effect of chemical additives on transduction efficiency of
293T/G/GP/LacZ virus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PG13/LacZ or
293T/G/GP/LacZ virus at 5 moi was preincubated with no agent, DOTAP,
DC-Chol/DOPE, and Lipofectamine, respectively. Polybrene or protamine sulfate
was directly added to the target cells with indicated viruses at 5 moi.
Transduction efficiency was determined by X-gal staining 2 days after infection.
293T/G/GP/LacZ virus efficiently transduced the brain tumor cells in the absence
of cationic additives, whereas chemical additives were essential in PG 13/LacZ or
other retrovirus. (b) Relative transduction efficiency of PG13/LacZ or
293T/G/GP/LacZ virus complexed with Lipofectamine. The values indicate the
ratio of transduction efficiency of Lipofectamine / transduction efficiency in the
absence of chemical additives. A consistent decrease in the transduction efficiency
in most concentrations of Lipofectamine was observed in the cells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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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오히려 감소시켰다 (F ig . 15a). 즉, PG13/ LacZ의 경우 레트로바이러

스와 리포솜 농도의 비율은 1 × 농도 (재료 및 방법 6 참조)가 최적이었

으며,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PG13/ LacZ 바이러스에 비하여 SK - Hep1,

U251- N 또는 U87- MG에서 각각 124 ± 16 배, 126 ± 8 배, 28 ± 2 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293T/ G/ GP/ LacZ 레트로바이러스에서는

Lipofect amine을 처리하였을 때 전달효율이 증가되는 정도는 원래 사용한

농도의 1/ 10에서만 U87- MG와 U251- N 세포에서 1.8 ± 0.4 배, 1.4 ±

0.1 배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농도에서는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전달효율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F ig . 15b ). 이와 비슷한 경향이 다른 양이온 리포솜인 DC- Chol/ DOPE 혹

은 DOT AP을 처리한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F ig . 16). 결과적으로 여러 가

지 종류의 양이온 리포솜은 293T / G/ GP/ LacZ 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도

입율을 향상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8.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전달된 유전자 발현의 지속여부 결정

바이러스를 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세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VSV - G 가

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감염 초 2일무렵에 최고에 도달한 후 한 달이 지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β- galactosidase 활성을 보였으나,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시에는 1주일까지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활성보다 높았지만 그 이

후 급격히 감소하여 한 달이 지난 후에는 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 ig . 17). 그리고 pcDNAHygro/ LacZ에 의한 transfection의 경우에는 바

이러스의 감염에 비해 transfection 초기에만 약 1/ 20 수준의 활성을 보이

다가 1주일 이후에는 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9. In v ivo에서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전달효율

VSV - G 레트로바이러스인 293T / G/ GP/ LacZ 바이러스가 in v ivo에서도

효율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6∼7 주령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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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 of DC-Chol/DOPE on transduction efficiency of VSV-G
pseudotyped retrovirus. PG13/LacZ (a) or 293T/G/GP/LacZ (b) virus at 5 moi
was incubated with DC-Chol/DOPE prior to infection. Transduction efficiency
was then determined by X-gal staining 2 days after infection. The values
indicate the ratio of relative transduction efficiency of DC-Chol/DOPE /
transduction efficiency in the absence of chemical additives. The values are
the averages of three independent du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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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누드 마우스의 복벽에 1 × 107개의 U251- N 세포를 이식시켜 종양의

크기가 80∼100 mm 3에 도달했을 때 100 μl의 농축된 293T/ G/ GP/ LacZ

(1 × 109 tu/ ml)를 이틀에 걸쳐 주사하고 2∼3일 후 암조직을 회수하고

동결박편한 표본으로 X- gal 염색을 시행하였다. 293T / G/ GP/ LacZ 바이러

스에 의한 생체내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 ig . 18a). 누드마우스의 복벽에 형성된 사람유래 종양에서 유전자가 효

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으로는 W istar 랫트에 syngenic한

C6 세포를 1 × 105 개 (5 μl)를 이식하고 10일 후 293T/ G/ GP/ LacZ 바

이러스 5 μl (1 × 107 tu/ μl)를 종양부위에 주사하였다. 바이러스를 주

사한지 7일이 지난 후 뇌를 적출하여 동결박편한 조직표본으로 X- gal 및

H&E 염색으로 확인한 결과 암세포 부위에만 특이적으로 LacZ 발현이 유

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효율도 평균 10%에 도달하였다 (F ig .

18b ). 이것은 종양내 직접주사로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가 효율적

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0. FIV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

MLV 유래 레트로바이러스가 비분열세포 및 분화세포에 대하여 감염능

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V 벡터를 생산하였다. 즉, F IV 포장

용 플라즈미드 (CF 1△env )와 외래 유전자를 실어나르는 플라즈미드

(CT RZLb ) 및 VSV - G 발현 플라즈미드 (pMDG)를 cotransfect ion하여 바

이러스 supernatant를 얻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FIV를 최소 10배만

농축하여 200 m oi의 바이러스로 감염시킨 경우에도 CRF K, MCF - 7 세포

등에서 세포독성 효과가 뚜렷하였다 (F ig . 19)

11. 형질 개선된 FIV 벡터의 제조

기존 FIV에서 나타나는 세포독성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포장용 플라

즈미드와 transfer 벡터의 기본골격을 변형하였다. 먼저 CF 1△env의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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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ytotoxic effect of FIV-derived retrovirus in CRFK (a) or MCF-7
(b) cells. The cells were infected with concentrated FIV at 200 moi, and
followed by X-gal staining 2 days after infection. In fact, CRFK and MCF-7
cells were found to be highly susceptible to FIV, which resulted in rapid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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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ol과 rev 부위를 떼어내어 발현용 벡터인 pcDNAZeo로 옮겨 v if의 유

전자가 결실된 포장용 플라즈미드를 제작한 다음 기존의 transfer 벡터를

사용하여 FIV를 얻은 경우, 역가는 원래의 1/ 10 수준에 불과하였다 (F ig .

20). 이러한 결과는 플라즈미드 제작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포장용 플라즈미드를 제작할 때 v if의 기능에 중

요하고 염기서열이 잘 보존된 부위라고 알려진 5833∼5856 염기부분이 제

거된 형태로 pcDNAZeo에 subcloning되면서 불가피하게 rev의 exon 1을

일부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splicing acceptor 2 (SA2) 부위가10 1 결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T RZLb에서 RRE가 제거된 모든 종류의 transfer

벡터에서 원래 역가의 1/ 5 이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F ig . 21). 이는

transfer 벡터의 프로모터 혹은 gene cas sett e의 방향을 달리 제작하면서

RRE가 소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포장용 플라즈미드인 CF 1△env에서 v if의 유전자서열이 잘

보존된 부위라고 알려져 있는 염기서열 5838∼5856 부위가 발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Acc III 효소처리 후 T 4 ligase fill- in and religation

하여 바로 다음의 염기에서 종결코돈이 생성되게 하였다. 또한 v if의 발현

이 일부분 종결되지 않더라도 conserved region은 frame shift mutation이

되게 하였다 (F ig . 4). 두 번째로 t ransfer 벡터에서는 CT RZLb에서 여분

의 gag 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BstX I 처리하여 gag와 LacZ

(748- 6796)를 최대한 제거한 후 여기에 LacZ 유전자를 재도입시켰으며

여기에 다시 RRE 와 CMV 프로모터를 재도입시켰다 (F ig . 5). 이와 같은

벡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포장용 플라즈미드 (CF 1△env )로부터 v if를 돌연

변이 형태로 만들었을 때 바이러스의 역가는 293T 에서 오히려 증가하였

으며, tr ansfer 벡터 (CT RZLb )에서 △gag 부위중 N 말단부위 일부만 남

기고 전부 제거하여도 바이러스 역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

포에 대한 독성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F ig . 22). 또한 고양이유래 세포에

서 FIV 바이러스의 생산은 v if의 발현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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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Effect of various transfer vectors with control packaging plasmid
(CF 1△env) or modified packaging plasmid (pcDNAZeo/gag·pol·rev) on
viral production. After 3 plasmids (packaging plasmid, transfer vector,
VSV-G-expressing plasmid) cotransfection for 2 days, the viral supernatant
was harvested. 293T (a) or CRFK (b) cells were infected with viruses
described above and the titer was determined by X-gal staining. CMVLacZpA
and EFLacZpA vector used here encoded LacZ as reverse-oriented gene
cassette. Significant decrease of viral titers was observed in all construct
when the pcDNAZeo/gag.pol.rev was employed as packaging plasmid. The
mean value of viral titers from three independent transfection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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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ytotoxic effect of various types of FIV vectors. Each cell line
(a;CRFK, b;MCF-7, C;H-460, d;U251-N) was infected with various types of
FIV concentrated by ultracentrifugation. Four types of viruses were produced
by 3-plasmids cotransfection and concentrated to 500 moi for viral infection.
After viral infection, each cell line was harvested and counted for viable cell
by trypan blue exclusion assay on 0, 1 or 2 days. Cytotoxic effect was
observed in cell lines tested in the order of CRFK>MCF-7>U251-N>H-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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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2 따라서 293T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CRF K 세포에서 FIV의 역가가

대조군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v if의 발현이 제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F ig . 21).

12. 개선된 형태의 FIV에 의한 세포독성 감소효과

기존의 FIV를 농축하였을 때 가장 세포독성 효과가 컸던 CRF K,

MCF - 7, H - 460, U251- N 세포 등을 대상으로 포장용 플라즈미드로서

CF 1△env , CF 1△env△vif, transfer 벡터로서 CT RZLb , CT R△

ZLb/ RRECMVLacZ를 각각 조합하여 4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의 FIV 바

이러스를 획득하였다. 이들을 각각 초원심분리를 통하여 농축한 후 500

moi의 바이러스를 4가지 종류의 세포에 감염시키고 1일과 2일 후에 살아

있는 세포를 측정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CRF K와 MCF - 7 세포에서 기존

의 플라즈미드들을 사용했을 때 세포독성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U251- N, H - 460 순이었다. 그리고 세포독성에는 양쪽 모두

관여하는데 특히 v if가 포함된 포장용 플라즈미드에서 더 많이 영향을 끼

쳤다 (F ig . 22). 경과 관찰을 오래동안 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시간이 경

과할수록 VSV - G 단백질에 의한 합포체 (syncytium ) 효과가 나타나기 때

문에 단기간의 세포독성 효과만을 관찰하였다. 더불어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정하여 세포독성 효과가 상당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F IV를 20배 농

축시키고 세포에 감염시켜 X- gal 염색을 한 경우도 상기 개선된 FIV 벡

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형질도입율도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F ig . 23).

13. FIV의 투여량에 따른 유전자 형질도입율

변형한 FIV 벡터를 moi별로 처리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CRF K 세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암세포주를 감염시킨 결과,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 (293T / G/ GP/ LacZ)에 비해서는 1/ 3∼1/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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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낮은 형질도입율을 보여 주었다 (F ig . 24). 그러나 재조합 CF 1△env

△vif와 CT R△ZLb/ RRECMVLacZ에 의해 얻어진 FIV를 20배 이상 농축

(≒ 1 × 108 tu/ ml)하여 U251- N과 CRF K 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세포독

성 효과없이 50% 이상 감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 ig . 23).

14. 세포주기 정지후 바이러스의 형질도입율

Aphidicolin으로 세포를 G1/ S 시기로 정지시킨 경우 조사한 모든 세포

에서 MLV 유래 VSV - G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세포주

기를 정지시키기 전의 1/ 1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VSV- G를 막단백질

로 가지는 FIV의 경우에는 형질도입율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90%를

유지하였다 (F ig . 25, T able 3). G1/ S 시기에서의 주기정지 확인은 PI 염

색으로 확인하였다 (data not shown ). 또한 세포주기가 정지되었을 때도

FIV에 의한 형질도입율에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재확인하고자, 각종 세포

들을 혈청성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MLV 유래 레

트로바이러스와 FIV로 감염시켰을 때에도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aphidicolin 처리시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F ig . 26).

15. 분화된 세포에 대한 바이러스의 형질도입율

FIV의 유전자 도입율이 세포의 분화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

하기 위하여 근원세포인 C2C12 세포를 5% 말혈청이 포함된 배지에서 배

양하여 분화시킨 후 분화전의 유전자 형질도입율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세포주기 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LV 유래 VSV- G 레트로바이러스

는 200 m oi 감염시 분화전에는 50% 이상의 형질도입율을 보였으나 분화

후에는 5%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VSV - G를 막단백질로 하는 FIV의

경우에는 분화전에 10% 미만의 다소 낮은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보였으

나, 분화후에는 5% 내외로 형질도입율의 감소가 MLV 유래 레트로바이러

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F ig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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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Effect of increasing mois of MLV-based retrovirus and modified FIV
on transduction efficiency. Transduction efficiency of 293T/G/GP/LacZ and
modified FIV/LacZ was investigated by infecting the cells at indicated mois,
and followed by measuring the degree of X-gal staining. Except to CRFK
cells, the transduction efficiency of FIV was not significantly enhanced in
proportion to increasing moi of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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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Effect of aphidicolin treatment (20 μg/ ml) 24 h prior to

infection on the transduction efficiency with MLV - based retrovirus or

FIV .

viru s

cell

293T / G/ GP/ LacZ (200 moi) FIV/ LacZ (200 moi)

control aphidicolin control aphidicolin

U251- N 82.5±3.5 4.5±0.7 26.5±0.7 23.3±0.4

U87- MG 27.5±3.5 3.3±0.4 10.5±0.7 8.5±0.7

Hep3B 7.5±0.7 0.8±0.4 2.8±0.4 3.3±0.4

MCF - 7 4.5±0.7 0.1±0.05 4.5±0.7 3.3±0.4

YCC- 1 0.2±0.1 0 0.5±0.1 4.5±0.7

HeLa 9.5±0.7 0.8±0.4 2.3±0.4 1.3±0.4

CRF K 65.0±7.1 0.8±0.4 50.0±14.1 65.0±7.1

293T 22.5±3.5 0.2±0.1 17.5±3.5 12.5±3.5

C6 85±7.1 5.7±0.8 7.5±0.7 6.4±2.3

T he values are the means±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 ent s .

T he cells were infect ed at 200 moi, and transduction efficiency was

determined by X- gal st aining 2 days after infect 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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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ffect of serum starvation on the transduction efficiency by VSV-G
pseudotyped retrovirus or modified FIV in various cell types. G1 arrest was
induced by serum starvation for 24 h prior to infection. The cells were
infected and evaluated as described in Fig. 25. Transduction efficiency of FIV
after serum starvation was not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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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Transduction efficiency in differentiated C2C12 cells by VSV-G
pseudotyped retrovirus or modified FIV . Differentiation of C2C12 was induced
by substitution 10% FBS to 5% horse serum in the media for 2 weeks. The
cells were infected with virus at 200 moi and X-gal staining was performed
2 days after infection. Transduction efficiency of VSV-G retrovirus was
sharply decreased in differentiated cells, whereas that of FIV was similar
between in dividing cells and in differenti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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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로 다른 포장세포주에서 생산된 여러 레트로바이

러스들과 양이온성 리포솜들을 포함한 화학적 첨가제의 효과를 서로 조합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암세포주에 대한 MLV형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 도입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GALV 막단백질을 가지는 레

트로바이러스가 다른 레트로바이러스에 비하여 사람 암세포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염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 ig . 6). 이는 사람 암세포주

들에는 GALV 막단백질과 결합하는 Pit - 1 수용체가 amphotropic 혹은

RD114 막단백질에 대한 수용체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목적세포막에 적당한 수용체의 발현수준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사실은

PG13/ LacZ 레트로바이러스가 Lipofectamine 첨가 후에도 마우스 유래

NIH3T 3 세포를 거의 감염시킬 수 없다는 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F ig .

9). 즉 Lipofectamine에 의한 형질도입율 증가효과도 결국 수용체에 대한

바이러스의 결합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 0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prot amine sulfate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양이온 리포솜들을 사용한 결과 Lipofect amine이 첨가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보여주었으며 (F ig . 7),

PG13/ LacZ의 경우 SK- Hep1 혹은 U251- N에서 형질도입율은

Lipofect amine 첨가시 30∼35%에 이르렀다 (F ig . 8). 리포솜중에서도

Lipofect amine에 의해서 형질도입율이 가장 크게 개선되는 이유로는 리포

솜 한 분자당 양이온 비율이 DOT AP이나 DC- Chol/ DOPE 등에서 경우

1+/ mole인 것에 비해서 Lipofectamine은 3+/ mole로 세포막과 바이러스 막

의 음이온을 더 잘 중성화시킴으로써 바이러스가 목적세포막에 부착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0 2 - 10 5 그러나 PG13/ LacZ

바이러스를 양이온 리포솜인 Lipofect amine을 첨가한 후 NIH3T 3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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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시켰을 때 리포솜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다른 양이온 리포솜인

DC- Chol/ DOPE 혹은 DOT AP이 첨가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 Hodgson과 Solaiman 102은 DOT AMA (N - [1- (2,3- dioleyloxy )propyl]-

N,N ,N- triethylamm onium chloride)로 전처리된 MLV - E ecotropic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체세포를 거의 감염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으며, Porter

등4 4도 또한 리포솜으로 처리한 레트로바이러스가 부적당한 목적세포에는

낮은 형질도입율을 보여주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면 양

이온 리포솜에 의한 형질도입율 증가는 바이러스막과 수용체간의 상호작

용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암시한다.

레트로바이러스와 관련있는 연구들에서 바이러스 도입이 세포막에서의

직접적인 융합기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106 - 108 최근에 이르러서야 더욱

지지받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chloroquine처리가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

자 형질도입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F ig . 10).

Chloroquine은 endosome을 중성화하여 endocytosis에 의해 포획된 외래

물질들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표적기관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10 2 결과적으로 레트로바이러스의 감

염에는 바이러스의 적당한 막단백질과 목적세포막에 있는 특이적 수용체

의 결합이 요구되며 양이온 리포솜에 의한 전하중성화가 형질도입율을 증

가시키는데 중요한 기작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Lipofectamine에 의해서

특정 암세포에서 기대이상으로 형질도입율이 증가된다는 사실은 적당한

레트로바이러스벡터와 양이온 리포솜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이용한다면

특정 세포의 형질도입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Miller와 Chen은 10A 1 MLV가 바이러스 도입에 Pit - 1과 Pit - 2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10 9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는 특별

한 수용체를 요구하지 않고서도 목적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4 7 ,52 ,53 본 실험결과 VSV - G 막단백질을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는

GALV 막단백질을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보다 우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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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다른 보고 예 등과 유사하다. 즉,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사람 암세포주를 효율적으로 감염시켰다.4 0 ,1 10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특히 뇌암세포주에서

높았는데 Daoy와 SH - SY5Y를 제외한 나머지 뇌암세포들에서 LacZ 유전

자 전달효율을 X- gal 염색으로 확인한 결과 10 moi에서 27.4 ± 3.0% 이

었으며 100 moi에서는 78.5 ± 4.7%에 이르렀다 (F ig . 12a ). 그리고 다른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와는 달리 moi가 100에 도달하기까지 형질도입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F ig . 12b ). 그 이유는 VSV- G의 주된 수용체가

세포막에 널리 존재하는 인지질 성분 중 phosphatidylserine인데,5 0 다른

레트로바이러스에서 m oi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 결합이 포화되는 양상

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풍부한 세포막의 인지질로 인하여 VSV - G 레트로

바이러스에서는 phosphatidylserine이 쉽게 포화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다.11 1 그러나 여러 가지 레트로바이러스에서 매우 낮은 형질도입율을 보

였던 YCC- 1, Hep 3B 및 HeLa 세포 등을 포함한 몇몇 암세포주에서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여전히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 ig . 11). 따라서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수용체의 발현양이나 그 외 다른 요소들이 형질도입율을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특히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는 분열하

고 있는 세포들에만 유전자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22 ,2 3 VSV - G 바이

러스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세포의 증식율과

phosphatidylserine함량이 관계할 것으로 생각되어 각 사람 암세포주에서

이들 특성을 조사하였다. 세포의 증식율은 trypan blue exclu sion assay와

MT T assay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phosphatidylserine의 함량은

annexin V가 phosphatidylserine과 같은 음전하를 띤 인지질에 우선적으

로 결합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annexin V - FIT C를 사용한 FACS 분석

을 통하여 phosphatidylserine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뇌암세포주중

SH - SY5Y와 Daoy (22.4 ± 5.0%)를 제외한 나머지 뇌암세포주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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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에서는 다른 암세포주에 비해서 매우 빠른 세포성장율 (상대적 세포

증식율: 1 ∼ 0.65)과 높은 phosphatidylserine 함량 (상대적 함량: 0.8 ∼

0.5)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세포증식율과 phosphat idylserine의 함량이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의 형질도입율을 결정하는 주된 결정인자일

것이라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F ig . 14). 그러

나 실험대상 세포주중 phosphatidylserine 함량은 0.75 이상이었으며 세포

증식율도 0.95로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진 H - 460의 경우 10 moi에서 형질

도입율이 3.0 ± 0.7 % 로 낮았다. 이처럼 H - 460 세포가 빠른 세포증식율

과 높은 phosphatidylserine 함량에도 불구하고 형질도입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 실험결과로는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숙주세포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요소들이 MLV - 유래 레트로바이러스의 형질도입

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양이온 리포솜과 바이러스간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virosom e이 세포에 대한 형질도입율을 증가시킨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40 ,44 - 4 6 그러나 다양한 암세포에서 여러 가지 막

단백질들을 가지는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형질도입율을 각기 다른

종류의 양이온 리포솜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특히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양이온 리포솜

등에 의존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사람 뇌암세포주에서 polybrene,

protamine sulfate 및 양이온 리포솜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결과 (F ig .

15), 특이하게도 293T / G/ GP/ LacZ 바이러스는 다른 레트로바이러스와는

달리 양이온 화학적 첨가제 없이도 효과적으로 유전자 전달을 할 수 있으

며, 오히려 양이온 리포솜의 양이 증가할수록 유전자 전달 효과가 현저히

저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urn 등5 3이 MDCK (Madin - Darby canine

kidney )과 같은 정상세포에서 VSV- G 가성 HIV - 1 벡터감염시 어떠한 다

가양이온 물질도 첨가하지 않으면 전달효율이 100배 정도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Bailey 등1 12이 DEAE - dextran 첨가시 VSV 바이러스의 유전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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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율이 BHK (Baby ham ster kidney ) 세포에서 4배정도 증가되었다는 보

고와는 상치한다. 하지만 Costello 등113이 최근에 VSV - G 가성 HIV- 1 벡

터가 사람 T 림프구에서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polybrene 첨가시 2배

정도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Lipofectamine이 바

이러스의 유전자 전달효율을 1.4∼1.7배 증가시킨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

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는 in v ivo 실험에서

세포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화학적 첨가물없이도 단독으로 효

과적인 유전자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VSV - G를 막단백질로 가지는 FIV에서도

polybrene이나 Lipofectamine 등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최대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또다른 장점들로는 초원심분리와

사람 혈청에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5 2 ,53 ,114 레트로바이러스의 혈

청민감도는 포장세포주의 기원에 크게 영향받는데, 포장세포주가 마우스

세포인 경우에는 사람 혈청에 쉽게 비활성화되지만, 293 세포와 같은 사

람세포를 포장세포주로 한 경우에는 사람 혈청에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18 예상했던대로 사람 세포주인 293T 유래

293T/ G/ GP/ LacZ 바이러스는 37℃에서 3시간동안 사람의 혈청과 반응시

켰을 때 잔여 감염능은 초기 감염능의 60 ± 10%로 유지되는 것에 비하

여 PA317/ LacZ 바이러스는 5 ± 1%에 불과하였다 (data not shown ). 또

한 293T / G/ GP/ LacZ 바이러스의 경우 초원심분리하여 농축하고 그것을

농축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바이러스의 역가는 거의 손실되지 않은 채

로 농축되었다. 이에 따라 1 ∼ 2 × 107 tu/ ml의 역가로 수확된 바이러스

를 2차례에 걸친 초원심분리로 500 배정도 농축하면 그의 역가는 1 ×

1010 tu/ ml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초기의 감염능에 비하여 10 ± 5% 내외

로만 전체 역가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ata not shown ).

이러한 VSV- G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성은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를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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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vo에서 유전자 전달체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25 ,115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및 플라즈미드를 감염 혹은 transfection 시키고 나서 도

입된 유전자의 발현 지속정도를 관찰한 결과,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19 - 2 1

본 실험에서도 레트로바이러스는 β- galactosidase 발현양이 오랫동안 안

정적으로 지속되었으나,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시 장기적으로 발현이 유지

되지는 못함을 확인하였다 (F ig . 17). 더구나 in v ivo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를 사용하는 경우 숙주에 의한 면역반응이 유도되어 도입된 유전자가 쉽

게 제거되는 단점이 있다.1 16 ,1 17 한편 DNA transfection시에는 초기발현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보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발현 자체가 상당히

일시적이었다.118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암세포에 대한 in v ivo 모델에서는

분열세포에만 감염되고 발현양 및 지속성도 우수한 레트로바이러스가 상

대적으로 우수한 벡터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VSV - G 레트로바이러

스가 in v ivo에서도 사람 암세포에 효율적으로 감염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뇌암세포주인 U251- N 세포를 누드마우스의 복벽에 심거나 혹은

C6 세포를 Wistar 랫트의 뇌속에 심은 동물모델에서 농축한

293T/ G/ GP/ LacZ 바이러스를 주사한 후 유전자 전달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모델체계 모두에서 약 10% 내외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을 볼

수 있었는데 (F ig . 18), 이는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를 종양조직내로 직

접 주사하는 경우 부분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유전자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Galipeau 등1 15은 치료용 유전자로서 thymidine

kinase를 가지는 가성 레트로바이러스가 C6 신경교 종양모델에서 GCV

(gancyclovir )에 매우 민감해진다는 보고를 하였다. 본 실험결과와

Galipeau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VSV - G 가성 막단백질을 가지

는 MLV에 기초한 레트로바이러스가 in v ivo에서 암 유전자치료 특히, 뇌

암에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 IV에 기초한 유전자 전달체의 장점은 안정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되고

비분열세포에도 감염되며 또한 HIV에 기초한 벡터에 비해서 안전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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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FIV 체계에 의해 생산된 FIV 바이러스는 낮은 역가와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F ig . 1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IV 플라즈미드의 유전자 일부를 돌연변이시키거나 제거

하여 바이러스의 역가는 감소되지 않으면서 세포독성도 유발하지 않는 벡

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포장용 플라즈미드에서는 v if 유전자가 잘 보존

된 부위라고 알려진 부위 (5833∼5856)를 제거한 형태로 pcDNAZeo에

subcloning하였으나, T om onaga 등10 1 보고와 유사하게 rev의 exon 1 전사

를 일부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SA2 부위가 결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rev 유전자가 전혀 없는 pCDNAZeo/ gag·pol에서는 바이

러스가 거의 생산되지 않았으며 SA2가 소실된 pcDNAZeo/ gag·pol·rev

플라즈미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바이러스는 만들어지나 대조군에 비해서

역가가 5∼20% 수준에 불과하였다 (F ig .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V

의 RNA 전사를 조절하는 splicing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v if 유전

자만을 특이적으로 돌연변이시키고자 하였다. F IV의 v if 유전자 작용이 억

제되고 있음은 FIV의 숙주세포인 고양이의 신장 상피세포 CRF K에 변경

시킨 포장용 플라즈미드를 사용하여 변경전보다 변경 후 293T 세포보다

상대적으로 감염율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F ig . 20, 21). 이는 FIV의 v if가 고양이세포에 감염되어지는데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76 또한 고양이에서 보여주는 감염능 상실이 고양이세포에

특이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이 저하된 것에 기인한다는 보고와 일치한

다.73 ,74 ,7 8 ,8 2 그리고 transfer 벡터에서 RRE 부위가 제거된 형태로 고안된

벡터에서는 바이러스의 생산이 1/ 3∼1/ 4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F ig . 20),

이것 역시 RRE가 없는 벡터가 있는 벡터보다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되

었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8 2 한편 transfer 벡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RRE를 포함시키면서 transfer 벡터의 불필요한 △gag의 1.2 kb

를 앞쪽의 121 bp만 남겨놓고 제거하였다. Johnston 등8 2은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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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 packaging signal (ψ) 이 gag의 처음 350 bp까지 포함된다고 하였

으나 상기 tr ansfer 벡터는 Johnson 등이 보고한 packaging signal 중 일

부가 제거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역가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F ig . 22). 이상적인 벡터시스템은 최소한의 cis - acting

sequence를 가지게 하여 상동재조합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바이

러스 입자를 얻을 때 불필요한 바이러스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함으

로써 숙주가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므로, gag 부위를 1.1 bp 이

상 제거하여 RCR이 나올 확률과 면역반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

를 더욱 감소시켰으므로 이상 본 연구를 통해 개선된 FIV 벡터체계는 기

존의 것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이라 생각된다.119 또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FIV와 변경시키기 전의 FIV를 이용한 세포독성 실험결과 세포에 독성을

끼치는 주된 부분은 v if 유전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 ig . 22).

이런 결과는 v if - defective HIV - 1 바이러스가 어떤 세포에도 독성을 유발

하지 않고 복제된다는 보고7 6나 렌티바이러스의 v if 유전자가 in v ivo에서

세포독성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7 8와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

그러나 변형된 FIV는 동일한 VSV - G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moi를 증가시켰을 때 CRF K를 제외한 다른 세포주에서는

VSV - G 레트로바이러스에 비하여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

았는데, 이는 FIV 바이러스가 도입되고 유전자가 발현하기까지 필요로 하

는 cellular factor (s )가 원래의 숙주인 고양이 세포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phidicolin으로 세포를 G1/ S시기에서 정

지시킨 경우 VSV- G 레트로바이러스는 형질도입율이 1/ 10 수준으로 감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IV에서는 감소되는 현상이 미약하였으며, Hep 3B

나 YCC- 1에서는 오히려 세포주기 정지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 able 3, F ig . 25). 마찬가지로 혈청성분을 제거하여 세포를 배양하여 G1

주기에서 정지시키거나 (F ig . 26), 혹은 분화유도한 경우에서도 (F ig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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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세포분열중인 경우 레트로바이러

스의 형질도입율이 FIV보다 우수하지만 비분열세포나 분화세포인 경우

절대적인 형질도입율에 있어서도 FIV의 형질도입율이 우수함을 보여 주

었다. 이는 FIV가 비분열세포나 분화세포에서는 기존의 레트로바이러스보

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형질도입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바이러스 벡터와 화

학적 첨가제를 선택하면 보다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뇌암세포에서는 어떤 화학적 첨가물도 필요하지

않은 VSV - G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에 치료용 유전자를 도입하여 in v ivo

에서 유전자치료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FIV 벡터의 경우 비분열세포 등을 대상으로 in v ivo에서의 적용가

능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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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의 사람 암세포주에 대한 유전자 형질도

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MLV나 FIV에 기초한 구조 단백질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막단백질을 가지는 가성 레트로바이러스들을 제조하고 FIV 벡터의 변형

을 유도하여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게 되었다.

첫째, 사람 암세포주에서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도입율은 암세포

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포장세포주 및 화학적 첨가제를 선택함으로써 더

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VSV - G 막단백질을 가지는 가성 레트로바

이러스를 이용하면 기존의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지는 낮은 역가, 낮은 형

질 도입율, 사람혈청 성분에 의한 비활성화 등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

었으며, 화학적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전자 형

질도입율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VSV - G 막단백질을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형질도

입율을 주로 결정하는 것은 표적세포막에 있는 phosphatidylserine 함량과

세포증식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는 특히 뇌암세포에 높은 유전자 형질도입

율을 보였다.

넷째, v if 유전자의 변형으로 세포독성을 제거한 FIV 벡터는 독성효과가

제거된 만큼 유전자 형질도입율이 증가하였으며, 비분열세포와 분화된 세

포에 대하여 VSV - G 레트로바이러스보다 상대적으로 유전자 형질도입율

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바이러스 벡

터와 화학적 첨가제를 선택하면 보다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VSV - G 가성 레트로바이러스 및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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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 벡터를 이용한 생체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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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J i n Song

B rain K orea 21 P roj ect f or M edical S ciences

T 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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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troviral vector constructed from murine leukemia viru s (MLV )

can only expres s transgenes in the cells undergoing mitosis , indicating

the suitability as a delivery vehicle for cancer gene therapy . How ever ,

the retroviral vector , one of the most popular gene transfer vehicle,

has recently experienced the limited usage due to it s poor transduction

efficiency in a variety of human cells . T o overcome this drawback, w e

attempted to enhance the transduction efficiency by employing a

variety of retroviral packaging cell lines and addit ive chemicals . F or

the complementation of low transduction efficiency of retroviru s to

nondividng cells , we also explored the potential of FIV vector by

modifying the packaging and transfer construct s . T o evaluate the

transduction efficiency , we constructed a pBabepuro/ LacZ encoding

LacZ as a report er gene driven by the MLV LT R. Various kinds of

retroviru ses w ere produced by transfect ing pBabepuro/ LacZ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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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ackaging cell lines , such as PA317, PG13, FLYRD18, Bing or

293T/ G/ GP . F or the generat ion of VSV - G pseudotyped FIV , 3 plasmids

(packaging plasmid, transfer vector , VSV - G gene containing plasmid)

were cotransfect ed into 293T cells . T he addition of cationic chemicals

exert ed the most st riking effect on the transduction efficiency with

PG13- derived retroviru s . Especially , the transduction efficiency in

SK - Hep1 or U251- N was substantially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Lipofect amine during the viral infection . 293T / G/ GP/ LacZ viru s , a

VSV - G pseudotyped retroviru s , w as superior in transduction efficiency

in most cancer cells , particularly in brain tumor cells , compared to that

of other retroviru ses , such as PA317- , PG13 or Bing - derived. In

addition , VSV - G retroviru s could efficiently transduce human cancer

cells regardles s of the absence of chemical additives . T ransduction

efficiency of VSV - G retroviru s w as m ainly influenced by cell growth

rat e and phosphatidylserine expres sion level on the plasma m embrane

of target cells , which indicating both the relative growth rate and

phosphatidylserine level w ere major determinant s of transduction

efficiency . Based on these result s , w e chose the VSV - G pseudotyped

retroviru s to evaluate the transduction efficiency in brain tumor m odel.

An average of 10% gene expres sion w as rout inely obtained exclu sively

in tum or mass when the concentrated viru s w as directly administrated

to pre- est ablished brain tumors in anim al models . Modified FIV vector

of v if gene mutated with prem ature termination was proven to be

much less cytopathic to target cells and relatively superi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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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duction efficiency to MLV - derived retroviru s in nondividing or

differentiated cells . T aken together , these result s suggested that the

transduction efficiency of retroviru s in human cancer cells can be

cert ainly improved when an appropriat e viral vector or chemical

additive is chosen .

Key W ords : retroviru s , t ransduct ion efficiency , packaging cell line,

VSV - G, FIV vector , phosphatidylserine, Lipofectamine, brain tumor ,

nondividing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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