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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요약>

목 적 : 암의 유전자 치료는 크게 interleukin-2와 같은 싸이토카인의 발현을 유도하여 종양

에 대한 면역성을 높이거나 면역계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면역치료요법, herpes simplex 

바이러스의 thymidine kinase와 같은 유전자의 암세포내로의 도입, antisense RNA를 이용한 

암유전자 발현의 억제, wild type p53과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도입 등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신경아세포종 세포주를 대상으로 HSV-tk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도록 재조합된 

retroviral 벡터로 형질 도입시킨 후, in vitro에서 thymidine kinase 유전자의 발현 여부에 

따른 신경아세포종 세포주의 ganciclovir에 대한 감수성 변화 여부를 관찰하여 herpes 

simplex 바이러스의 thymidine kinase유전자 발현을 이용한 신경아세포종 치료의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 ATCC에서 구한 Neuro 2a 세포주에 도입할 HSV-tk유전자를 retroviral 벡터에 삽입

하여 thymidine kinase 를 발현하는 재조합 retroviral vector plasmid를 만든 후, 

amphotropic 포장세포주인 PA317 세포에 형질 도입시켜 높은 역가의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producer 바이러스 포장세포주를 만든다.

2)생성된 retrovirus 입자들을 가지고 Neuro 2a 세포주를 감염시킨 후 G-418 500μg/ml 

농도하에서 2주간 배양하여 HSV-tk유전자가 도입된 세포를 선택한 후, 

3) 1×104개의 neuro 2a세포주를 96well 배양접시에 접종한 다음, 24시간 후 각각 0, 0.1, 

1.0, 10, 20μg/ml 농도의 ganciclovir가 포함된 배지에서 72시간 배양 후 살아있는 세포를 

MTT 법으로 측정하였다. 

결 과 : HSV-tk 유전자가 형질 도입된 신경아세포종 세포주에 0, 0.1, 1.0, 10, 20μg/ml 농

도의 ganciclovir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후 세포의 생존율은 각각 103±3.5%, 68±4.2%, 

54±3.8%, 17±2.6%, 13±3.1%였으나, 대조군에서는 100±4.5%, 97±5.6%, 104±3.5%, 

106±3.8%, 101±4.2%였다.

결 론 : HSV-tk 유전자가 형질도입된 신경아세포종 세포주는 대조군에 비해 ganciclovir에 

대한 예민도가 높았다. 이는 신경아세포종의 유전자치료에 이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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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9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사 학술연구비 

보조로 이루어졌음.

서     론

종양은 분자 생물학적으로 암유전자(oncogene)의 

활성화 혹은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의 비활성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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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the recombinant retroviral
vector(LNC/tk). LTR : long terminal repeats;
NEO : neomycin resistance gene; CMV:cyto-
megalovirus promoter; tk : thymidine kinase
gene.

있는 바1, 2) 기존의 수술,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와 더불어 유전자 치료는 종양의 치료율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최근 유전자 치료요법의 발전으로 외부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표적 세포에 장기간 발현을 유도할 수 있

게 되었고, 실제 임상 치료에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3, 4). 최초의 인체 유전자 치료는 1989

년에 adenosine deaminase(ADA)의 선천성 결함으로 

면역기능의 장애를 수반한 환자의 림프구에 ADA 유

전자를 형질 도입(transduction)에 성공함으로서 임상

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5). 현재 암을 치료하기 의해 

시도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는 암유전자의 발현을 무

력화 시키거나6),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7), 암세포의 약제에 대한 감수성을 변화시키는 방

법8), 그리고 싸이토카인 유전자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9, 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쥐의 신경아세포종 세포주를 

대상으로 herpes simplex 바이러스의 thymidine 

kinase 유전자(HSV-tk)가 발현할 수 있도록 재조합

된 retroviral vector(LNC/tk)로 형질 도입한 후, in 

vitro 에서 HSV-tk 유전자의 발현 여부에 따른 쥐 

신경아세포종 세포주의 ganciclovir(GCV)에 대한 감

수성 변화 여부를 관찰하여 HSV-tk 유전자 발현을 

이용한 신경아세포종 치료의 효용성을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  Neuro 2a 세포주의 배양

ATCC(American Tissue Culture Collection)로부

터 얻은 Neuro 2a 세포주를 10% 우태아 혈청

(GIBCO, Grand Island, NY, USA)을 함유하는 

Modified Eagles Meium(MEM, GIBCO)을 기본 배

양액으로 이용하여 5% CO2의 존재 하에 37℃ 항온 

배양기하에서 배양하였다. 

2 .  Herpes simplex virus의 thymidine
   kinase 유전자를 coding하는 재조합
   Retroviral vector의 제조

HSV-tk 유전자를 coding 하고 있는 pTK3로부터 

promoter 부위와 poly(A) signal 부위가 제거된 

DNA 절편을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합성한 뒤 T4 DNA polymerase와 T4 

polynucleotide kinase에 의해 양쪽 말단을 pho-

sphorylated blunt end로 만들고, HpaI으로 절단된 

retroviral vector에 삽입 시켰다(Fig. 1). 

3 .  Master retroviral packaging cell line,
   PA 317/LNC/TK의 제조

Amphotropic 포장 세포주(packaging cell line)인 

PA317 세포 5×105개를 직경 60mm배양 접시에 10%

우태아 혈청이 함유된 MEM 배양액으로 24시간 배양

한 뒤, calcium phosphate coprecipitation 방법으로 

형질 도입하였다. 2×transfection buffer(NaCl 3.2g, 

KCl 0.148g, Na2HPO4 0.02484g, Dextrose 0.4g, 

Hepes 2.0g dissolved in 150ml of dH2O) 0.25ml에 

5μg의 retroviral vector(LNC/tk)와 30μl의 2M 

CaCl2 H2O 용액이 포함된 총 0.25ml 의 DNA/CaCl2 

용액을 소량씩 천천이 혼합한 뒤 실온에서 30분 방치

하여 DNA/CaPO4 침전물을 형성시켰다. 이 DNA/ 

CaPO4 침전용액을 24시간 배양한 PA 317 세포에 첨

가한 후 세포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방치하고, 배양

액을 제거한 후 2×transfection buffer와 30% 

glycerol을 1:1로 혼합한 glycerol shock용액 1ml을 

세포 배양 접시에 투여한 후, 실온에 90초 동안 놓아 

두었다. Glycerol shock 용액을 제거하고, 배양액으로 

세포를 2-3회 씻어 준 후, 배양액을 넣고 다시 배양기

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G418(GIBCO)이 500μ

g/ml의 농도로 포함된 배지로 14일 동안 배양하여, 

retroviral vector(LNC/tk)에 의해 형질 도입된 세포

들을 선별하여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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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GCV concentration on HSV-tk
positive Neuro2a cells. The Neuro2a/LNC/tk
or Neuro2a/LNCX tumor cells were plated 
with medium and gradually increasing con-
centrations of GCV ranging from 0 to 20μ
g/ml(1×104/plate). Three days later, micro-
plates were stained for live tumor cells
with MTT and were enumerated(P＜0.05).

4 .  Retroviral 벡터에 의한 Neuro 2a 
   세포의 형질 도입

1×105개의 Neuro 2a 세포를 25ml 배양접시에 

10%우태아 혈청이 함유된 MEM배양액으로 24시간 

배양한 뒤, 1×106/ml의 retroviral 벡터(LNC/tk)로 

Neuro 2a세포를 형질 도입시킨 후 48시간 동안 배양

기에서 배양한 뒤, G418이 500μg/ml의 농도로 포함

된 배지로 14일 동안 배양하여, retroviral 벡터

(LNC/tk)에 의해 형질 도입된 Neuro 2a 세포들을 

선택하여 얻었다. 

5 . HSV-tk유전자가 도입된 신경아세포종 세포주의
   ganciclovir에 대한 sensitivity의 측정

HSV-tk 유전자의 발현이 신경아세포종 세포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HSV-tk 유전자가 도

입되지 않은 대조군 신경아세포종 세포(Neuro 2a/ 

LNCX)들과 HSV-tk 유전자가 도입된 신경아세포종 

세포(Neuro 2a/LNC/tk)들을 96well 배양접시에 1× 

104개씩 접종한 뒤, 24시간 후 각각 다른 농도의 (0, 

0.1, 1.0, 10, 20μg/ml) ganciclovir(Cymevene․, 

Roche Ltd, Basel, Switzerland)를 포함하는 배지에

서 배양한 다음, 3일 후 MTT assay법으로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결     과

HSV-tk 유전자가 형질도입된 신경아세포종세포주

에 0, 0.1, 1.0, 10, 20μg/ml 농도의 ganciclovir(GCV)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배양한 결과 세포의 생존율은 103± 

3.5%, 68±4.2%, 54±3.8%, 17±2.6%, 13±3.1%로 GCV

의 용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세포 생존율은 크게 감소하

였다(P<0.05). 그러나, HSV-tk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

은 신경아세포종 세포주에서는 각각의 GCV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은 100±4.5%, 97±5.6%, 104±3.5%, 106± 

3.8%, 101±4.2%의 생존율을 보였다(P<0.05)(Fig. 2).

고     찰

암의 유전자 치료에는 크게 interleukin-2 또는 

tumor necrosis factor-α와 같은 싸이토카인의 발현을 

유도하여 종양 세포에 대한 면역성을 높이거나 면역세

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면역치료요법9, 10), herpes 

simplex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지는 thymidine kinase의 

존재하에서만 항바이러스 제제인 ganciclovir가 세포 

살상능을 나타내는 것을 이용하여 thymidine kinase를 

암세포내로의 도입하여 선택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치

료법8), antisense RNA를 이용한 암유전자 발현의 억제
6), wild-type p53와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도입 등7)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를 암세포 내로 도

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화학적방법(calcium- 

phosphate coprecipitation), 2) 물리적방법(micro-

injection, electroporation, fusion-liposomes), 3) viral 

vector (retrovirus, adenovirus, herpes simplex 

virus, adeno- associated virus)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11). 이중에서 화학적, 물리적 방법은 유전자를 도입

시키는 효율성이 낮아12)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데 어려

움이 많아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법이 널

리 이용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내로 들어가서 그들 

자신의 유전물질을 옮기는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retrovirus13)

와 adenovirus14), adenovirus associated virus 등15)이 

있다. Retroviral 벡터는 세포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포에만 유전자가 전달되고16) 장기간 발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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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이러스의 역가가 낮아(105- 

107/ml) 인체내에서 retroviral 벡터를 효율적으로 암세

포내에 전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에 adenovirus는 병원성이 적은 바이러스로서 수용체

(receptor) 매개성 세포내이입(endocytosis)의 기전으로 

세포내로 들어가 염색체 밖에 머물면서 발현하기 때문에 

in vivo치료에 적합하며, 또한 바이러스의 역가가 높다는

(109/ml) 장점이 있다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바이러스 벡터인 LNC/tk는 

Moloney murine leukemia virus(MoMLV)로 부터 유

래한 retroviral 벡터이다. 이 벡터는 cytomegalovirus 

(CMV) promoter로부터 전사되는 HSV-tk 유전자 및 

바이러스의 long terminal repeats (LTR)로 부터 전사

되는 bacterial neomycin resistance 유전자를 갖고 있

다(LTR-NeoR-CMV-tk- LTR). 이벡터는 gag 시작 

코돈(codon)을 정지(stop) 코돈으로 치환하고, 바이러

스 복제에 필요한 sequence를 제거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였으며, 벡터가 포장된 생성세포로부터 helper 바이러

스의 생성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HSV-tk는 

negative 선택 표지자로서, HSV-tk에 형질 도입된 세

포가 GCV에 노출되면, GCV는 HSV-tk에 의한 인산화

의 기질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이 약물은 triphosphate 

형태로 바뀌게되며 결국 DNA 중합효소를 억제하고 

DNA에 결합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한다18). 

NeoR 유전자는 positive 선택 표지자로 이용하는데, 세

균의 NeoR유전자는 neomycin anlogue인 G418의 독

작용으로부터 NeoR 유전자를 표현하는 세포를 보호하

는 neomycin phosphotrasferase II(NPT II)를 coding

하는 유전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HSV-tk 유전자가 형질 도입된 신경

아세포종 세포주는 인체에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GCV 농도인 10-20μg/ml 에서 83% 이상에서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Ram 등19)이 백서 

뇌종양세포주인 9L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에서 

GCV의 농도를 증가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괴

사를 일으켰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그러나, in vitro 상

에서의 우수한 성장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in vivo 상

에서의 성장억제 효과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retrovirus를 종괴내에 국소적으로 주사할때에 

retrovirus 액이 종양세포와 부분적으로만 접하게되어 

국소 감염에 의한 감염 효율의 저하때문으로 생각된다. 

Freeman20), Colombo 등21)은 종괴의 10% 정도만 

HSV-tk에 형질도입되어도 나머지 90%의 종괴에서 괴

사가 일어난다는 `bystander 효과`를 보고하여 반드시 

모든 암세포에 형질도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in vivo에서 retrovirus를 이용한 형질도입은 

adenovirus에 비해 형질도입 효율이 낮기 때문에 

thymidine kinase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는 adenoviral 

vector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은 유전자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전자를 필요한 기관에 안정,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문제와 치료 효과를 얻을만한 충분한 유전

자 발현을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유전자 전달을 위한 더

욱 간편하고 직접 투여가 가능한 벡터의 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또한 유전자 치료의 부작용으로 insertional 

mutagenesis 나 helper virus의 감염에 의한 암 유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 이용하려면 보다 안전한 

포장세포주의 개발 및 복재가 불가능한 retrovirus를 철

저히 검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HSV-tk 유전자 도입 및 발현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암으로는 간암4), 뇌종양19), 흑색

종 등22)이 있다. 신경아세포종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

하는 악성종양으로 1세 이상에서 발병한 제4기 신경

아세포종은 기존의 약물치료, 방사선치료로 5년 생존

율이 10% 이하밖에 되지않으며23), 고용량 항암약물 

치료 후 골수이식을 시행하여도 생존율은 20-40%24)

에 불과하여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Katsanis 등25)은 쥐에 신경아세포종 세포를 주

입하여 종양을 형성하도록 한 뒤 interleukin 2 유전

자를 retroviral 벡터를 이용하여 피하 주입한 경우 

interleukin 2를 주지 않은 쥐보다 생존율이 월등하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interleukin 2와 thymidine 

kinase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를 시도함으로서 신경아

세포종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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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GCV on Neuroblastoma Cell Line Expressed by

HSV-TK Gene with Retroviral Vector 

 Hyun Sang Cho, M.D., Chuhl Joo Lyu, M.D., Yeun Soo Kim, Ph.D* 

Tae Soo Kim, M.D. and Byung Soo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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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Gene transfer with vectors derived from murine retroviruses is 

restricted to cells which are proliferating and synthesizing DNA at the time of infection. 

Accordingly, selective introduction of genes encoding for susceptibility to otherwise 

nontoxic drugs(suicide genes) into proliferating tumor may be used to treat cancer. We 

investigated the efficacy of in vitro transduction of neuroblastoma cell with the herpes 

simplex-thymidine kinase(HSV-tk) gene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the antiviral drug 

ganciclovir.

Methods : The LNC/tK vector was transfered in vitro into mouse Neuro 2a cell 

lines(ATCC) and the transduced cell lines were selected in G-418, 500μg/ml, for 14 days. 

One×104 cells were cultured in 96 well culture plates in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ganciclovir for 72 hours. The sesitivity to ganciclivir of these HSV-tk transduced, G-418 

selected cells was measured with MTT assay

Results : The survival of HSV-tk transduced 1×104 neuro 2a cell lines is 103±3.5%, 

68±4.2%, 54±3.8%, 17±2.6%, 13±3.1% at the concentration of 0, 0.1, 1.0, 10, 20μg/ml 

ganciclovir, respectively. And the survival of HSV-tk not transduced 1×104 neuro 2a cell 

lines is 100±4.5%, 97±5.6%, 104±3.5%, 106±3.8%, 101±4.2%.

Conclusion : We concluded that in vitro transduction of neuroblastoma cell with the 

herpes simplex-thymidine kinase gene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the antiviral drug 

ganciclovir is ver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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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ovirus, HSV-tk, Neurobla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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