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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 목

망막아세포종 째포추에 Rb- l 유천자 。1 업

I I. 연구의 홉척 및 중요생

Rb- l 유천짜 변생애 의한 Rb 단백질의 111 활성화가 망막아쩌포총 발생O1J 겹쟁척

언 역합융 하므로 이 빠1 유천차를 망막아셰포종 세포주애 in vitro

transfer 하여 총양발생을 억재학고차 한다.

II I. 연구의 내용 및 법뀌

1) 셰포추 구업 및 배양: Y-79 (AlCC No: HIB-18. 빼lman retinoblastn빼) 와

WERI-Rb- t (ATCC No: HTB-l69, Human retinoblastoma) 세포쭈훌 각각 RPMI

1640 빼지와 우태혈청에셔 빼양한다.

2) Viral vector(pLRbRNL) 훈비

3) packaging cell line 에 viral vector transfection 한다-

4) 망막아세포종 셰포주에 virus transφlctton

IV. 연구컬확 몇 활용에 때한 건의

Rb vector 률 ca-p 방법율 사용하여 packaging cell line 언 CRIP 에

transfection 시쳤으며 G-418 내생 clone 율 ring cloning 으로 selection

하였다. 모두 19 개의 clone 을 얻융 수 있었으며 각각율 때양시쳤다. 01 충
γ

high titer의 virus 률 쟁싼할 수 있는 clone 율 찾기 쩌하여 NIH3T3 ce 11 s 애

transduction 사켜 colony count 환 겸확 high(218) , middle (l27) , low(6) 의

결파촬 얻흘 수 았었다. 이 총 hi방1 ti ter 언 CRIPRb2-5(colony count 218) 의

앙총액율 망박아째포종 셰포주에 transduct1 on 시켰다.



SUMMARY

I. Project 1i t Ie

In vitro Rb- l gene transfer to retinoblastol뼈 cell lin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inactivation of Rb protein produced by mutation of Rb- l gene is a

critical step in the tumorigenesis of retinoblastoma. Therefore we tried

to inhibit the tumorigenicity by transferring the Rb- l gene to

retinoblastoma cell lines. With this result we can treat the

retinoblastoma patients who relapsed with conventional therapy or

bi lateral diseases.

II 1. Sco뼈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Prepare the retinoblast빼a cell lines(Y-79 and WERI-Rb- l) and subαl1ture

in the RPM1 1640 medium and fetal bovine serum

2) prepare the viral vector(pLRbRNL)

3) viral vector transfection to packaging cell line

4) virus transduction to retinoblastoma cell lines

IV. Results 없ld Proposal for Applications

After transfection of the Rb-vector to packaging cell line(CRIP) by Ca-P

precipitation method, we ∞uld select nineteen colonies of G-418 resistant

clol멍 by ring cloning. Each colony was transducted to NIH3T3 cells to

se leet the one ‘ihich produces high titer virus. After NIH3T3 cell

transduction, we could get 218 colony counts for high, 121 for middle, and

6 for low viral titer. With the supernatant of the hi휠1 viral titer

colony(CRIPRb2-5) , we cαlId transduct retinoblastoma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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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1 장 서 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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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아셰포종은 소아애 발생하는 안구내 총양중 가장 많은 빈도률 차지하는 악생

종양이다. 이 종양운 5 쩨 이천얘 대부분이 진딴되어 명월을 갖게되며 일반척오로

치료에 찰 반웅하여 생존율이 높다. 그려나 이미 종양이 시신청을 처나 충추신경계

툴 챔뱀하거나 현신척안 전이가 있올 경우 혹윤 양얀에 동시에 발생펀 경우는 치료

가 불가능합 경우가 많다. 01 질환흘 40 %가 유천척요로 양안에 발쟁되는 경향이

었요나 gerll 1ir뼈 lIutation 이 。}나뎌라도 질뱅용 양안율 휠법할 수 있다. 이 질환

의 분자척 병안혼으로 염잭쩨 13q14 에 뀌치하는 Rb- l 유천차의 변생이 얄혀진 후

이 유천차률 분리하여 구초와 기능율 밝히고 이 유천짜 변껑이 발암화갱에 기여함도

압 수 와채 되었마 (Friend et al “ 1986; Gall te et a 1. ‘ 1991). 흑 °1 유천자의

4. 1-kb m삐'A transcr ipt 가 소설되거나 변생되어 있융옳 발견하였고 뎌우기 이 유천

자대의 소설도 찾율 수 었었다(Lee et a 1.. 1981) . 반면 얀혜의 발암기전에는 다수

의 유천척 변성아 판여하고 있융이 밟혀쳤으나 (Peto et a 1., 1990) , 유톡 망박아셰

포총애셔는 요직 하나의 유전쳐 변생만이 얄혀져있다(Stanbridge， 1992). 빠라셔 이

유천자폴 암세포에 이압하어 망막아애포총을 치료활 수 있윷것 으로 생각되어 야 실

협율 시작하였으며 혜근 nude mouse 의 안구. anterior chamber 애 야 유천자률 루업

환 암셰포의 생장이 억제되는 보고와(Madreperla et a 1., 1991). 실험적 뇌종양 모

탤의 치료로 retroviral producing cell 율 샤용하여 gene transfer 한 보고(Culver

et a1.. 1992)가 었어 뎌육 가능생이 높오리라 사료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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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 1 철 운영내용 및 방 법

1. 쩌포주 구입 몇 뼈양

Y-79(ATOC No: HTB-18, Human retinoblasto 빼) and WERI-R앙-l(ATCC No: H18-169,

Ihman retinoblastoma) 륨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에셔 구입하여 RP삐I

1640 배지와 우태혈챙으로 37° C, 5% c<k 배양기에셔 배양하였다.

2. Retroviral vector 훈비

빼olony murine Ie빼emia virus 의 gag, po I, env 유천자 대신 Rb cDNA 와

selectable marker 유천짜안 neomycin 내생유천자(Neo") 율 삽압하여 재조합한것이

다. 축 retrovirus 의 5 ’ LTR (Iong terminal repeat) 이 Rb cDNA 유천짜훌 promote

하고 Rous sarcoma virus promoter 는 Neol 유천짜훌 promote 하도혹 셜체되어 었다.

Neo· 유전차롤 획톡한 셰포는 neomycin analogue 언 G-418(genetici~ GIBCO-BRL샤)

얘 내성을 획흑하므로 이 륙껑을 이용하여 Rb 유천자 。l 업 후 G-418 얘 내생용 획혹

한 Rb 유천자가 이업 펀 셰포반 생존하므로 selection 아 가농하다.

3. Packaging cell line 에 viral vector transfection

Rb 유천짜블 째조합한 retrovirus 훌 포함하고 없는 plasmid 를 (pLRbRNL) packagi ng

cell line 인 CRIP 에 transfection 시키는대 Ca-P method 률 샤용한다.

가. CRIP cell 을 함유하는 10 em dish 4 깨를 훈비하여 약 2 주간 배양한다.

나 transfection 하기 3 시간천애 media change

다. 4 개 dish 당 2 ml 의 Ca-P-DNA 훌 훈비한다.

-2-



라· 10 x HBS soIn transfection Q water 와 NaOH 흘 섞에 2 ml 가 되게 한다.

마. 푸개의 시혐환 tube 훌 훈비하고 각각 a, b 라고 명명한다.

바· a 에는 phosphate soln 파 I x H8S 훌 넣 고 b 얘는 carrier DNA. plasmid DNA 빛

Q water 률 넣는다.

사· b 에 ca soln 윷 두번애 나누어 촬 섞이채 후업한다，

야· a 에 1 ml tut훌 로 air bubbling 하면셔 b 의 내용물옳 섞는다.

자. 상온애 20 불깐 둔다.

차· 1 며 I 씩 율 각각의 petri d. ish 애 낳용 후 10-12 시간 빼양한다.

~ Viral titer assay

가· NIH3T3 cell 옳 dish 당 1 X 1Os cell 여 되제 출비한다.

나. 상충액 1. 5 빼 l 얘 media 를 섞어 천부 2.5 ml 가 되깨 한다.

다· 4~ C 얘셔 5 분간 1000 rpm 으로 휠심분려한다.

라· 0.45 um filter 환 후 얼용애 보환한다.

마· 1:1000 polybrene 2.5 ~ 찍 루여한다.

바· NIH3T3 cell 외 m.edia 흘 쩨거하고 장총액과 polybrene mIxture 훌 후여한다.

사. 37o C, 2 시간 빼양한 후 7.5 .1 의 media 툴 추가한다.

아· 2 엘간 빼양한다.

자· trypsinize 하고 split 1:10 한 후 G-418 600 ug/ml media 로 se lection 한마.

차. 생창시헨 후 giemsa stain 하여 colony 촬 count 한다.

아· (colony count/vo l. of su뿜rnatant) x 10/4 C viral titer(cfu/ml)

5. 망막아쩨포총 셰포추에 viral titer 가 가창 놓은 colony 의 상총액으로

transduction 시 헨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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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 쩔

1. 훈영컬과

운영결과 및 고촬

7t. Rb vector (F i g. 1) 를 Ca-P 방법을 사용하여 packaging cell line 인 CRIP 에

transfection 시쳤으며 G-418 내생 clone 흩 ring cloning 방법요로 selection

하었다. 여 결파 모푸 19 채의 colony 률 얻윷 수 없었다 (Fig. 2, 3, 4).

나. 0\ 충 high titer 의 virus 블 생산하는 COlony 툴 찾기 뀌학여 NIH3T3 cells 얘

transduction 시켜 colony count 한 결확 high (218). middle(127) , low(6) 의 셰

colony 툴 얻을 수 았었다 lFig. 5).

다. hi양1 titer 안 colony forming unit 218 의 상총액으효 망막아쩨포총 셰포주에

transduction 시쳤다.

2 고활

다른 악생 종양확 비요하연 얼차생 얀구내 총양운 드물다. 또환 가창 혼환 얀구

내 총양을 uvea1 me1anema 와 망막아세포종요호 알혀져 있다. 야 충 uveal melanoma

는 대부분이 생안에셔 보고되나 망학야쩨포총윤 오직 신쟁아나 소아얘셔 보고펀다.

이 총양은 망막애셔 71 원하며 망막째포는 2-3 셰가 되면 완천히 분화하여 밥막야쩨

포총운 older children 이 나 생 안얘셔 는 발생되 지 않기 때푼이다 (Horsthemka, t992) .

망막아셰포종의 발쟁화 염썩체 13q14 애 뀌치하는 Rb 유천짜의 변생이 황현 었용이

보고되고 (Friend at a1.. 1966; Gaille at al.• 1991) 이 유펀짜가 반률어내는 110

kd nuclear phosphoprotein 아 셰포충식올 억채하는 기놓이 ~읍이 밟혀졌다(Sager，

1989). 측 Rb 유천짜는 총양억제 유천쳐로 작용하지반 야 유천자씩의 다용 총양억째

유천자는 밟혀지지 않고 없다 (Stanbridge ， \992). 이려한 사실윤 인간종양의 발생기

천애 다튼 얘려가지 종양억채 안차가 착용하고 있는 multistep or multi-hit

carcinogenesis 학셜 (Pe to et a I., 1990) 에는 적용되 쳐 앓는 현상이 다. 따라셔 。1

Rb 유천차륨 망막야세포총 세포주얘 °1 압하여 종양발생울 억쩌하여 풍국척으로 종양

이 발생펀 환자얘채 치료잭 웅용을 활 수 었으리라 사료펀다. Huang 풍윤(빼18ng et
-4-



a 1.. 1988) 망박아세포총 쩨포추인 WERI-Rb27 파 osteosarcoma 째포추인 58os-2 에

Rb 유천자툴 루여하여 이 유천자의 기능율 환활하였다. 우션 °1률은 쭈깨왜

amphotropic retro~irus 흘 만훌었는대 하나는 Rous sarcoma virus promoter 의 죠절

을 받는 neomycin 내생 유천차와 maloney murine leukemia virus 의 long terminal

repeat 의 조철옳 받는 Rb cDNA 훌 re∞mbinant 시켄 곳파 다른 하나는 control 로

Rb cDNA 대신 Lux 롤 때치시헨것이다. 때조군과 111 쿄하여 Rb 유·천자가 이업펀 셰포

쭈얘셔 6 빼 많윤 soft agar colony 률 형생하었요며 cell viability test 장 Lux 는

nude mouse 애셔 5/5, 212 의 종양발쟁옳 보였으나 Rb 훌 루여안 경우 0/5, 0/2 로

총양발생을 환활활 수 없었다. 흑 Rb gene 운 enc1ogeneous Rb 유천자가 불활생화 되

어 있는 쩨포주폴에셔 종양합쟁율 억쩨시키는 것용 환활할 수 았었다. 포환

빠adreperla 둥용 (Madreper la et a I., 1991) retrovi ra1 transduction 으로 Rb

expression 융 획확한 방막아세포총 세포의 tumorigenici ty 률 환찰하였다. 이 총양

째포륭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t mouse 의 얀구. anter i or chamber 얘 추입

학였요며 그 결확 Rb expressing 망막아세포총 제포는 총양올 형성하지 뭇하였으나

Rb-negative 얀 WERI-Rb27 윤 급촉히 종양읍 형생하였다， 족 Rb 유천자 불활생화가

망막아세포종의 생장에 결청척엄올 시사하였다. 여 71 애 근처를 두고 생안의 종양안

prostate carcin얘a 세포추얘 retrovirus-mediated gene transfer 로 Rb expression

을 회복시헨 결파 °1 세포주의 빼양상에셔는 생창숙도가 변하지 않었요냐 nUde 훌ice

얘셔 종양옳 형생하자 뭇하였마 (Bookste i n et a i., 1990) . 이려한 결화에 근거하얘

망막아세포총 셰포주안 WERI-RB- l $} Y-19 흘 대상으로 Rb cDNA recombi ned

retroviral vector 툴 사용한 in vivo gene transfer 롤 시도하였다. 그러나

retrovirus 가 안천하고 modification 어 가붕하여 I홈 lper virus 를 생생하지 못학고

noninfectiαIS 학께 활 수 얼으나 이 유천자가 stem cell 얘 integration 하지 훗하

고 결국 그 sequence 가 사라지거나 insertional mutagenesis 가 율 수 있다는 것이

다. 이현 문쩨점들이 해결되어야 유천자 치료의 효율운 충진될 수 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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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 론

결론 및 건의사황

가. 안깐의 망막아세포종 세포추언 WERI-Rb-1 확 Y-79 훌 사용하억 RPMI 1640 배치

와 10 %우태혈청에서 뼈양시혔다.

나. retrovi ra 1 vector 는 Mo lony murine Ie뻐뼈ia virus 의 gag, po 1, env 유천자

대신 Rb cDNA 와 selectable marker 유천짜언 neomycin 내성유천짜 (Neo
R

) 을 상입하

여 쩨쪼합한것 °1 다. 휴 retrovirus 의 5 ’ LTR(long terminal repeat) 이 Rb cDNA 유

천자활 pro휠ote 하고 Rous sarcoma virus promoter 는 Neo- 유천자훌 promote 하도혹

셜체하였다. NeoR 유천차륨 획륙한 셰포는 neomycin analogue 언 G-418(geneticiπ

GIBCO-BRL사) 얘 내생윷 획폭하므로 이 륙성율 야용하여 Rb 유천~t 이업 후 G-418

애 내생을 획득한 Rb 유천짜가 °1 업 펀 셰포만 생존하므로 selection 아 가능하다.

다. packaging cell line 인 CRIP 에 째초합펀 retroviral vector 롤 transfection

시켜 target.cell 율 transduct ion 시킬 retrovitus 훌 쟁산하였다.

라. 가장 많윤 virus titer 률 얻기 해하여 각 ∞lony 에셔 얻윤 virus 톨 함유하는

상충액요로 NIH3T3 cells 을 transduction 시켜 high(218). middle(127), low(6) 의

컬화률 얻을 수 있었다‘

마. 이 VIruS 를 사용하여 target ce 11s 언 망딱아쩌포종 세포주툴 transduction 시

쳤으며 결화를 기다려는 충。l 다.

2. 건의사항

t!!포률 맴양략코 적절 한 vector 를 준비하며 이 vector 를 transfection 시 키고 궁극

척으로 target cells 얘 transduction 시키기 뀌하여는 많운 시간화 갱표한 71 슐이

요구펀다. 우엇보다 쩨포혜양시 오염율 방지하기 쩌하여는 각차의 clean bench 가

철때척..Q..로 휠요하다. 이려한 얘견을 반쭉시켜 째대로펀 실험을 진행시키고 제때얘

결확흘 딸표하기 엮한 획소빨익 얀혁보층휴 ?훼펼섹 절설쩍 요구펀약코 생각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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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viral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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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troviral vector used for Rb gene transfer to retinoblasto빼a

lines. LTR indicates long terminal repeat, RSV, RαIS sarcolla vi rus,
neomycin, amp, ampici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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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Rb vector was transfected to packaging cell line(CRIP). After selection
with G-418 contaIned m때 ia， 19 colonIes were is이ated by ring clonIng method.
One of them which had Rb and Neo genes survived and showed CRIP cell ‘
grow i ng (x40).

fig. 3 same 8S fig.2(xl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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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CRIP cells p∞fly transfected with Rb and Neo genes are progress1ng to
die ‘

Fig.5 NIH3T3 cells tranducted with retrovirus recombined Rb and Neo genes to
select the high titer producIng colony. A. high(218) , B. middle (l 27) , C,

low(6) , α contro 1(0). (colony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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