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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Despite the advanced neurosurgical techniques and various multimodal therapeutic approach have been
developed for malignant gliomas, these can not save the patients from the tumors due to infiltrating behavior of glioma
cells. Here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treatment for the malignant gliomas with neural stem cell(HB1.F3)
transduced with suicidal gene using the tropism of stem cells.
Materials and Methods：E.coli cytosine deaminase(CD) is an enzyme that catalyzes the conversion of noncytotoxic 5FC to the cytotoxic and radiosensitizing drug 5-FU. Cytotoxic 5-FU and its toxic metabolites can readily diffuse into surrounding tumor cells giving CD. HB1.F3 were transduced with retroviral vectors expressing the E.coli CD. Rats were
implanted with U373MG, U251MG human glioblastoma(hGM) cell line and F3/CD were injected directly into the tumor mass 6 days later. The rats with tumors were injected IP 5-FC or saline daily for 7 days since 6 days after implantation of tumors.
Results：HB1.F3 which were injected into the contralateral hemisphere to the tumor implantation site migrated through
the corpus callosum to the tumor cells 3 days after hGM transplantation . The growth inhibition of 5-FU treated cells in
comparison to untreated controls was remarkable in vitro. The tumor mass in the rats with transplantation of F3/CD were
reduced markedly in size comparing to that with F3 after injection of 5-FC .
Conclusions：The human neural stem cells can trace to the glioma cells in the rat brain. 5-FC systemic treatment with
direct transplantation of F3/CD reduces tumor size. Our data indicates that suicide gene therapy using neural stem cells
would be promising as a new therapeutic approach for malignant glioma.
KEY WORDS：Suicide gene therapy·Malignant glioma·Neural stem cell·Cytosine deaminase·5-FU.

서

론

반구로 멀리 이동하여 종양을 적출하더라도 다시 재발함으
로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고해상도의

사람의 악성 신경교종은 종양이 자라면서 발생 부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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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주변 정상 뇌조직 세포로 침투하고 때로는 반대측 대뇌

(navigation system)등 최첨단 수술기계의 도입 등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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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종양제거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면역치료 및 유전자
치료 등의 보존 요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악성
신경교종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
술 후 평균 생존 기간이 일년을 넘지 못한다.
신경교종 치료에서의 가장 큰 장애는 신경교종의 주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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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의 침윤(invasion)으로 인하여 종양의 완전 적출이

함된 Dlubecco’
s modified Eagle medium(DMEM, Hy

불가능하며, 주변 정상 조직 내로 침윤된 종양세포를 감별

Clone) 배양액에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

하여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학으로서는 없다는 점

다. 배양된 세포는 2~3일에 한번 씩 계대배양 하였다.

이다. 아울러 뇌종양이 생겼을 경우 항암제를 혈관을 통하여

HB1.F3은 임신 15주된 태아의 대뇌조직에서 얻은 세포를

투여하였을 때 뇌에는 혈관-뇌 장벽(blood-brain barrier：

myc oncogene이 저장된 retroviral vector를 이용하여 im-

BBB)이 있어서 뇌 속으로 혈류나 삼투압에 의한 물질 이동

mortalized 시킨 신경줄기세포이다. HB1.F3도 신경교아세

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Aboody 등에 의해 신경줄기

포종과 같은 조건에서 배양하였고, 배양된 세포는 3일에 한번

세포(neural stem cell)가 종양이 있는 곳으로 추적 이동한

씩 배양액을 교체하였으며 7~9일에 한번 씩 계대배양 하였다.

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신경줄기세포의 종양을 향해 추적하
는 tropism을 이용하여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자살유전자를 종양내로 운송하는 vector로서 이용하여
악성 신경교종의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였다.3,5,6,8)
최근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 중 선택적으로 종
양세포만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22) 본 연구는 소위 자살 유전자로 불리는 prodrug-converting enzyme유전자를 종양세포 내에 주입한 후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종양세포를 죽이는“suicide strategy”
를
악성 신경교종 치료에 적용하였다.17,23)
저자들이 사용한 자살 유전자로는 대장균 사이토신탈아미
노효소(cytosine deaminase, CD)를 이용하였다. 이 CD유
전자는 항진균제인 5-fluorocytosine(5-FC)를 5-fluorouacil(5-FU)로 변환시켜 FUTP, FdUMP, FdUTP 등의
대사산물을 통해 DNA, RNA대사에 작용함으로써 종양세포
독성을 나타낸다.1,4,11,14)
본 연구는 상기 CD 유전자를 F3신경줄기세포에 도입(tra-

2. MTT 분석
MTT 분석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는 실험방법이다.
U373MG, U251MG, U87MG 세포를 3×103개를 96
well 플레이트에 100μl씩 분주하여 DMEM 배지로 1일 동
안 배양하였다. 그리고 새 배지를 교체해준 후 5-fluorouracil(5-FU, Sigma chemical, Germany)를 0.2, 0.5, 1, 1.3,
2, 5, 10, 15μg/ml로 처리하고 3일 동안 배양하였다. 5FU를 처리하고 3일째 되는 날 새 배지로 교체해준 후 MTT
(3-[4,5-Dimethylthiazol -2-yl] -2,5-diphenyltetrazoliumbromide, sigma, 5mg/ml)용액을 10μl/well씩 투여
하고 4시간 동안 37℃에서 반응시켰다. 보라색 결정을 육안
으로 확인한 후 solubilization buffer(10% SDS buffer：
DMF solution, 1：1)를 100μl/well씩 분주하고 37℃ 인
큐베이터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well을 효소
면역검사법(ELISA) 플레이트 리더를 이용하여 570mm에
서 630m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sfection)시킨 후 사람 악성 신경교종(U373MG, U251MG,

3. 동물 종양 모델

U87MG)을 쥐의 대뇌반구에 이식 후 신경교종을 이식한 곳

배양되어진 사람 신경교아세포종세포를 헤마사이토메터를

과 동일 부위에 CD 유전자가 함유된 F3를 이식하고 인체에

이용하여 1×106세포를 계산하여 마리당 3μl씩 동물에게

독성이 없는 5-FC(10mg/ml)를 쥐의 복강 내에 주사하여

삽입할 준비를 하였다. 체중 230~250g 암컷 Sprague-Da-

종양세포의 성장 억제 현상을 관찰하였다.

wley rat(Sam：Tac(SD) BR, Korea)을 마취제(10% choral

이에 본 실험에서는 신경줄기세포가 종양세포를 추적하여

Hydrate, 400mg/kg)로 마취하고 stereotaxic frame에 쥐

이동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살유전자인 CD 유전

의 머리를 고정하였다. 쥐의 고정된 머리의 피부를 절개하고

자가 이입된 사람신경줄기세포(HB1.F3)를 종양부위에 이

bregma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bregma를 기준으로 AP(an-

식하여 5-FC를 주입하였을 때 동일한 부위에 있는 종양세

tero-posterior) +0.4mm, ML(lateral from the midline)

포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종양세포까지 죽여 효과적으

-3.1mm 되는 위치를 표시한 다음 드릴로 두개골을 제거하

25)

로 치료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자 하였다.

였다. 그리고 Hamilton syringe에 세포를 넣은 상태에서 DV
(depth from dura) -4.0mm 좌표를 잡은 후에 0.2μl/min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
사람에서 유래된 신경교아세포종(giloblastoma) U373MG,
U251MG, U87MG은 fetal bovine serum(FBS, HyClone)
10%와 penicillin streptomycin(GIBCO) 100 unit/ml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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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로 세포를 이식하였다.

4. 5-FC 약물 치료 모델
약물치료 모델은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그룹은 종
양세포만 이식한 모델이며, 둘째 그룹은 종양세포를 이식한
후 5일째 되는 날 HB1.F3/CD를 이식하고 하루 뒤 PBS를

안영민 등

매일 7일 동안 복강 주사한 모델이고, 셋째 그룹은 종양세

1)를 삽입하여 자살유전자가 삽입된 새로운 줄기세포주를

포를 이식한 후 5일째 되는 날 HB1.F3/CD를 이식하고 하

만들었다.

루 뒤 5-FC를 매일 7일 동안 복강 주사한 모델이다.
동물 종양 모델을 만든 후 5일째 되는 날에 종양세포를
6

in vitro 실험으로 줄기세포 HB1.F3와 HB1.F3/CD 세포
주를 가지고 각각 5-FC와 5-FU를 처리하여 세포고사를

이식한 동일한 부위에 HB1.F3/CD를 1×10 세포를 마리당

MTT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Fig. 2). 자살유전자가 이입되

3μl씩 준비하여 2그룹, 3그룹에게 이식하였다. 3그룹에게만

지 않은 HB1.F3 세포주에서 5-FU를 처리한 것은 세포고

신경줄기세포 이식한 다음 날부터 5-FC(F7129, saline에

사가 일어났고 대조군과 5-FC를 처리한 것은 세포고사가

10mg/ml로 녹임, Sigma chemical, Germany)을 매일 7일

일어나지 않았다. 자살유전자가 이입된 HB1.F3/CD 세포주

동안 500mg/kg로 복강 주사하였다. 7일 동안 5-FC를 주

에서는 대조군에서만 세포고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5-FC

사한 3그룹과 5-FC를 주사하지 않은 1그룹, 2그룹을 같은

와 5-FU를 처리한 것에는 세포의 고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날에 모두 perfusion을 하였다. 뇌 속의 피를 모두 뺀 후 4%

수 있었다.

파라포름알데하이드에 하루정도 고정한 뒤 30% sucrose

Fig. 2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HB1.F3/CD 세포주에서 5-

용액에 넣어서 down 시켰다. 동결절편을 만들어서 30μm로

FC를 처리한 것은 세포고사로 인해 살아있는 세포가 없음을

coronal 방향으로 잘라서 gelatin 코팅이 된 슬라이드에 붙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살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F3

여서 -20℃에 저장하였다.

세포주는 5-FC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세포고사가 일

5. Hematoxylin & Eosin(H&E) 염색
슬라이드에 올린 조직을 상온에서 말린 다음 흐르는 물에
5분정도 두었다. Harris’hematoxylin(sigma)에서 1분정
도 염색을 한 뒤 다시 흐르는 물에 5분정도 세정하고, acid
ethanol(70% 에탄올, HCl 0.5%)에 3번 담그는 작업을 하
였다. 흐르는 물에 10분 세정한 다음 ammoniated H2O(3

어나지 않았으며, 반면에 자살유전자가 이입된 F3/CD 세포
주에서는 CD 유전자에 의해 5-FC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세포고사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CD 유전자에 의해서 5-FC는 5-FU로 바뀌
어서 세포고사를 유도하여 줄기세포 자신도 모두 세포고사
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 증류수, 5% NH4OH)에 30초 반응시키고, 흐르는 물에

2. HB1.F3가 종양부위로 이동하는 특성 확인

2분 세정한 후 eosin(sigma)에서 20초간 반응 시켰다. 깨

in vivo 실험으로 사람에게서 유래된 신경교종세포를 이

끗한 물에 세정한 다음 에탄올 70%, 95%, 100%에 차례대

식하여 종양모델을 만든 후에 반대쪽 뇌에 신경줄기세포인

로 탈수과정을 거친 후에 비수용성 봉입제로 봉입하였다.

HB1.F3/lacZ를 이식하여 이동하는 것을 LacZ 염색 실험방
법으로 이동되는 신경줄기세포를 관찰하였다.

6. LacZ 염색
이 염색법은 β-galactosidase를 이용하여 LacZ를 염색

먼저 동물모델에 종양세포(U373MG)를 이식한 후 같은

하는 방법이다. -20℃에 저장한 슬라이드에 올린 조직을

5’LTR

상온에서 말린 다음 Dako pen으로 조직의 둘레를 그렸다.

Y+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5분씩 3차례 세정의
과정을 하고 X-gal(5-bromo-4-chloro-3-indolyl β-

Amp-r

D-galactoside) 용액(2mmol/L MgCl2, 35mmol/L potassium ferrocyanide, 35mmol/L potassium ferricyanide
in PBS)을 37℃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PBS로 5분씩 3
차례 헹굼을 거친 후에 Eosin에 20초간 염색한 후 물에 세

CD

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탈수와 투명과정을 거친 후 비수
용성 봉입제로 봉입하였다.

결

Sapl(5134)

과

1. CD 유전자에 대한 활동성 측정
HB1.F3 세포주에 retrovirus를 이용하여 CD 유전자(Fig.

3LTR
Clal(4181)

Hindill(3518)
Cpol(3643)
Sacll(3741)
Puro-r

Xhol(2985)
Hpal(2993)
EcoRI(2997)

Fig. 1. The human stem cell F3/CD cell lin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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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cells

F3/C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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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μg
5F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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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3/CD cells

Fig. 3. Migration and tropism of neural stem cell(F3/lacZ) for glioma U373MG. Three days after U373 transplantation, F3/lacZ implanted into contralateral hemisphere to the tumor implantation
site and sacrificed on day 4. Tumor tissue sections were stained
for 5-bromo-4-chloro-3-indolyl β-D-galactoside(X-gal) and eosin.
HB1. F3, the neural stem cells could trace through the corpus callosum to the tumor cell in the contralateral brain.

Cytotoxicity of 5-FU for human glioblastoma cell line

F

G

H

Fig. 2. Cytotoxic effect of F3 and F3/CD in vitro. The cell death
of human stem cell HB1 F3 and HB1 F3/CD was assessed by
toxic 5 FU converted from 5-FC. Transduced cells decreased
after 5-FC treatment(B, G), but the F3 did not decrease after 5FC treatment(A, D). Both transduced F3/CD cells(E) and
nontrasduced F3/CD cells(F) died after 5-FU treatment.

Control

Treatment

U251MG

U87MG

부위에 이식된 것을 확인하고 종양의 크기가 일정하게 자라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동물모델에 종양세포를 이식
한 후 5일이 지난 것을 종양동물모델로 사용하였다.

U373MG

종양동물모델에 신경줄기세포 HB1.F3/lacZ를 종양을 이
식한 반대쪽에 이식하여 종양세포를 추적하는 것을 실험한
결과, HB1.F3/lacZ가 corpus callosum을 따라서 이동하여
종양부위에 LacZ 발현이 되는 것은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하지만, 종양이 없는 동물모델에서 HB1.F3/lacZ를 이식하
여 보았을 때는 그대로 이식한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결과적으로 종양동물모델에서도 신경줄기세포인 HB1.F3/
lacZ는 종양세포를 인식하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Co-culture F3/CD and human glioblastoma cell lines. 5-FU
has strong cytotoxic effect against malignant human glioblastoma cells(U251, U87 and U373).

었는지 관찰하였다.
그룹별로 실험을 한 뒤 13일째 세 그룹의 실험동물을 희
생시킨 뒤 조직을 H&E 염색방법으로 종양의 크기를 비교
해 보았다(Fig. 4). a는 1그룹이고 b는 PBS를 주입한 종양
모델 1그룹이고, c, d, e는 3그룹이다. 결과는 그림에서도 비

3. 종양동물모델에서의 HB1.F3/CD 이식 후 5-FC를 주입
하여 종양의 크기 관찰

교가 되듯이 1그룹과 2그룹의 종양의 크기는 한쪽 뇌를 종

종양모델에 HB1.F3/CD를 동일한 부위에 이식하고 다음

를 100%로 보았을 때 3그룹은 종양의 크기가 33% 밖에

날 5-FC를 7일동안 복강주사 하였을 때 종양의 크기가 줄

자라지 않았다(Fig. 5). 결과적으로 종양부위에 신경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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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차지하고 있지만 3그룹은 종양이 1그룹 종양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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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동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26)
또한 줄기세포는 뇌-혈관 장벽(Brain-Blood Barrier：
A

B

BBB)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C

D

Tumor mass(%)

즉 동물실험 마우스에서 꼬리정맥에 이식하여도 세포들을
통과하여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뇌 속의 종양 내까지 도달

100
90
80
70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3,6) 또 중추신경계(central
nerver system, CNS)에 있는 줄기세포에 의하여 손상된

60

뇌가 자가 치료된다는 보고도 있다.3) 즉, 줄기세포는 중추신

50
40
30
20
10
0

E

경계의 질병에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암유전자 치료 중 자살 유전자(suicide gene)를 이용하여
NONE

5-FU with
F3/CD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종류로는 단순포진바이러스 타

Fig. 5. Comparison to tumor mass size in rat models with 5-FC treatment. After U373(1×106/ml) transplantation, F3/CD or F3(1 ×
106/ml), the human neural stem cell were transplanted at the
same hemisphere on day 6 and injected 5-FC(500mg/kg) daily
for 7 days. These brains were taken 14 days after tumor transplantation. A, B：control(n=6) C, D, E：5-FC treatment (n=9). The
tumor mass with F3/CD transplantation was reduced 30% in the
size comparing to F3 transplantation.

이미딘카이네이스(thymidine kinase, TK)와 대장균 사이
토신탈아미노효소(cytosine deaminase, CD)가 있다.21,25,31)
TK는 전구약물로 항바이러스약제인 ganciclovir(GCV)를
이용하여 세포의 DNA합성을 억제시키고, CD는 전구약물로
항진균제인 5-Fluorocytosine(5-FC)을 5-Fluorouracil
(5-FU)로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변환시킨다.4,5,14,16)
TK와 대장균 CD는 스스로는 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사
람 몸속에는 관여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25)

포가 CD 유전자에 의해 5-FC가 5-FU로 변환하여 종양

두 가지 모두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약물이 독성을 나타내

세포를 세포고사 유도를 했다고 관찰되어진다.

는 물질로 변화하여 세포를 죽이다는 점은 같고, 그 자신뿐
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세포까지 독성을 나타내어 암세포

고

찰

를 죽인다는 bystander 효과가 있지만 TK 유전자는 그 기
능이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7,24,25)

본 연구는 자살유전자가 이입된 사람줄기세포를 종양동물

5-FU는 1957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유방암, 위암, 직

모델에 이식하고 약물을 주입해줌으로서 종양의 크기를 비

장암에도 치료제로 사용하고, 방사선에 예민한 반응을 하여

교 관찰하는 것이다.

현재 임상에서도 사용하고 있다.10,18) 5-FU는 상기 기술한

실험에 사용된 자살유전자가 이입되는 사람줄기세포(F3)

다양한 암에 대하여 탁월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으나 독성

는 임신 15주된 태아의 대뇌조직에서 얻은 세포를 myc on-

이 강해 뇌 암에 사용할 경우 BBB를 통과 하기위해서는 소

cogene이 저장된 retroviral vector를 이용하여 immorta-

화기 암에 사용하는 수십 배의 용량을 전신에 투여하기 때

2,7,15)

최

문에 인체 특히 골수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뇌종양의

근의 연구에서 사람 뇌에 이식된 신경줄기세포는 이식 후에

치료에는 흔히 사용 할 수가 없는 약제이다. 그러나 5-FU

도 스스로 분화할 수 있다는 보고와 함께 종양을 인식하여

의 전구약물인 5-FC는 세포에 독성이 없기 때문에 전신적

lized 시킨 신경줄기세포로서 자가분화가 가능하다.

6,27)

추적 이동한다고 밝혀졌다.

으로 투여해도 개체에 미치는 독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

종양세포가 증식할 때 분비되는 epidermal growth factor

다.9) CD 유전자에 의해 5-FC에서 변환되어진 5-FU는 다

(EGF)에 신경줄기세포가 반응하여 이동한다는 연구결과도

시 세포내 효소들에 의해 5-fluorouridine 5'-triphsphate

발표되었고, 줄기세포에는 CXCR4라는 chemokine 수용체

(5-FUTP)와 5-fluoro-2'-deoxy uridine 5'-monoph-

가 존재하는데 종양세포에서 분비되는 stromal-derived fa-

osphate(5-FdUMP)로 바뀌어서 결국 세포의 RNA 및 DNA

ctor 1α(SDF-1α)에 접착함으로서 신경줄기세포가 뇌종

합성을 억제시켜 세포를 죽이게 된다.19,20,28,29)

양세포를 추적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30,32) 최근에

연구의 가설로 신경줄기세포(HB1.F3)에 자살유전자(CD)

발표된 연구결과로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를 이입하여 종양모델에 이식하고 전구약물인 5-FC를 주

(VEGF)에 의하여 강하게 신경줄기세포가 종양세포로 추적

입하면 종양세포가 뇌에서 자라지 못하고 세포고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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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생각한다.8,28) 자살유전자가 이입된 신경줄기세

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조군과 PBS를

포(HB1.F3/CD)가 종양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입된 5-

주입한 그룹은 한쪽 뇌를 차지할 만큼 종양이 크게 자라는

7,11,12,13)

FC가 5-FU로 변화하여 종양세포를 죽인다는 것이다.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5-FC를 주입한 그룹은 대조군에

하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자살유전자가 이입된 신경

비해 33%밖에 자라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줄기세포는 약물에 의해 함께 죽음으로서 뇌에 남아있지 않

약물만으로도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

다. 그리고 종양을 이식한 모델에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하고

가 이것을 임상에 적용한다면 수술하기 힘든 종양을 제거할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종양부위로 이동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남아있

보이지만, 정확한 연구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는 종양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포고사를 직접

종양세포는 2가지 type이 있다. p53을 야생형과 돌연변
이형으로 첫 번째 야생형인 종양세포는 apoptosis로 유도되

적으로 유도하는 물질을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 위해서는 DNA에 손상이 되면 p53이 활동하게 되고 그
것이 BAX, Fas, 또는 tumor-necrosis-facto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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