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1A 및 E1B 돌연 변이 양상에 
따른 종양 선택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 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과 학 과

김   재   성



E1A 및 E1B 돌연 변이 양상에 
따른 종양 선택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 효과 비교

지도교수  김 주 항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12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과  학  과

김  재  성



김재성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년  12 월    일



감사의 

유전자 치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로 시작되었던 암

연구소에서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저는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것들이 바로 이곳에서 제가 뼈저리게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아닌가 가슴속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한 이 논문 한편의 완성보다 훨씬 더 많은 가르침

과 삶의 자세를 깨우쳐 주신 지도교수 김주항 교수님

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눈물 쏙 빠지도록 엄하게 가르치시면서도 뒤돌아서서 

가슴 졸이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니처럼, 윤채옥 교

수님은 제게 배우는 사람으로서 잃지 말아야 할 모습,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자세, 그리고 삶

을 가치있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간직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이 논문의 완성을 위해 꼼꼼

히 살펴주고 검토해주신 박전한 교수님, 김경섭 교수

님, 이현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

음 이곳에 와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희란 교수님, 최

진 교수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친한 형

같이 살펴주시고 이런저런 고민을 들어주신 손주혁 선



생님, 여러 가지 일로 귀찮게 할 때에도 웃으시며 자신

의 일처럼 도와주신 김태수 선생님, 박규현 선생님, 바

쁘신 와중에도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달려와서 도와주

신 김현희 선생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결해 

주시는 박근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

니다.

실험실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희로애락을 언제나 함

께 하며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준 은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향과 멀리 떨어진 타향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황경화 선생님, 호주에서 새로운 출

발을 시작하려는 숙씨,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으려

는 동현이, 다재다능한 대봉이, 매사 열심히 생활하는 

경주,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지 이, 항상 듬직한 

평환이, 마음씨 고운 태 이, 못난 선배지만 항상 존경

하고 제 일처럼 도와준 일규와 윤아, 이제 막 석사생활

을 시작하려는 이쁜 오준이와 민주, 인고의 생활을 거

쳐 이제 멋진 곳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민정이와 

아름이, 여러 가지 일로 귀찮게 해도 항상 밝게 웃어주

던 선 이, 제겐 모두 잊을 수 없는 고맙고 소중한 사

람들입니다. 모두들 멋지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며 

좋은 실험결과로 훌륭한 논문들 쓰시기 바랍니다. 바쁘

다는 핑계로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옆에 있어주지 못

해 미안한 재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활에 힘

들고 일에 지칠 때 항상 옆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해준 훈이와 철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늦게까지 공부하는 동생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으신 누님들과 매형들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형이랍시고 항상 양보하고 

배려해준 동생 재효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픈 허리와 무릎을 부여잡고 못난 아들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보내신 어머니, 홀로되신 당신의 편안한 생활보

다 힘들다고 짜증부리는 아들의 응석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끝까지 용기를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생을 자식들 잘 되길 바라며 평

생토록 일만 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 전에 

살아생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과 함께 

저의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저자 



- i -

<차  례>

국문요약․․․․․․․․․․․․․․․․․․․․․․․․․1

Ⅰ. 서론․․․․․․․․․․․․․․․․․․․․․․․․․3

II. 재료 및 방법 ․․․․․․․․․․․․․․․․․․․․․8

1. 대상 세포주 및 세포 배양․․․․․․․․․․․․․․8

2.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제작 및 생산․․․․․8

3.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생산․․․․․10

4.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유전체 분리와 PCR 분석․․․․․11

5. Immunoblotting 분석․․․․․․․․․․․․․․․․14

6.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 및 세포 살상능 검증․․․․․14

7. Plaque 형성 분석․․․․․․․․․․․․․․․․․․15

8. 전자현미경을 통해 살펴본 바이러스의 증식․․․․․․15

9.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산량 비교․․․․․․․․․․․․16

10. TUNEL assay를 이용한 세포고사 관찰․․․․․․․16

11. DNA 절편화 assay를 이용한 세포고사 관찰․․․․․17

12. Propidium iodide(PI) 염색을 통한 세포고사 관찰․․․17

13. Annexin V/PI 이중 염색을 통한 세포고사 관찰․․․18

14.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에 따른 세포고사 관찰

․․․․․․․․․․․․․․․․․․․․․․․․18

15. A549/Bcl2 세포주 제조․․․․․․․․․․․․․․19

16. MTT 분석에 의한 세포 생존율 검증․․․․․․․․19

17.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검증․․․․․20



- ii -

18.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생체 내 독성 검증․․․20

III. 결과 ․․․․․․․․․․․․․․․․․․․․․․․․21

1.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유전자 구성과 단백질 발

현 양상 조사․․․․․․․․․․․․․․․․․․․․21

2.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된 종양 세포에서의 

p53 단백질 발현 양상 검증․․․․․․․․․․․․․23

3.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검증

․․․․․․․․․․․․․․․․․․․․․․․․․․25

4. Plaque 크기에 따른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27

5.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의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

미경적 소견․․․․․․․․․․․․․․․․․․․․31

6.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감염시간에 따른 세포 살

상능 비교 검증․․․․․․․․․․․․․․․․․․․34

7. 바이러스 생산량 비교․․․․․․․․․․․․․․․․35

8.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사멸 기전 검증․․․․․․․37

가. TUNEL assay를 이용한 세포 사멸 검증․․․․․38

나. DNA 절편화 assay를 이용한 세포 사멸 검증․․․38

다. PI 염색과 유세포 분석을 통한 세포 사멸 검증․․41

라. Annexin V/PI 이중 염색과 유세포 분석을 통한 세포 

사멸 기전 검증․․․․․․․․․․․․․․․․․41

마.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에 따른 세포 사멸 

기전 검증․․․․․․․․․․․․․․․․․․․43

9. Bcl2를 과발현하는 세포주에서의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

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검증․․․․․․․․․․․46



- iii -

가.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검

증․․․․․․․․․․․․․․․․․․․․․․․47

나. 전자 현미경적 소견․․․․․․․․․․․․․․․47

다.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생산능 비교․․․49

10.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검

증․․․․․․․․․․․․․․․․․․․․․․․․52

11.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생체 내 독성 검증․․․54

12. E1B55 kDa 유전자의 결손에 따른 종양 선택적 살상능 

검증․․․․․․․․․․․․․․․․․․․․․․․57

13.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종양 세포 및 정상 세포 

살상능 비교 검증․․․․․․․․․․․․․․․․․60 

14.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종양 세포 선택적 살

상능 검증․․․․․․․․․․․․․․․․․․․․․64

15. MTT 분석에 따른 세포 생존율 비교 분석․․․․․․66

16.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세포 선택적 복제능 검

증․․․․․․․․․․․․․․․․․․․․․․․․68

17.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과 Ad-ΔB7 아데노바이러스

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비교 검증․․․․․․․․․70

IV. 고찰․․․․․․․․․․․․․․․․․․․․․․․․73

V. 결론 ․․․․․․․․․․․․․․․․․․․․․․․․79

참고문헌․․․․․․․․․․․․․․․․․․․․․․․․80

문요약․․․․․․․․․․․․․․․․․․․․․․․․88



- iv -

그림 차례

Figure 1.  Structure of five genetically engineered 

mutant adenoviruses․․․․․․․․․․․․․․․12

F igu r e  2 .  Ch a ra c t e r i z a t i on  o f  E 1B  mu t an t 

adenoviruses․․․․․․․․․․․․․․․․․․․22

Figure  3.  Detection of  the  E1A, E1B19 kDa,  or 

E1B55 kDa protein by Western blot analysis

․․․․․․․․․․․․․․․․․․․․․․․․․․24

Figure 4. Western blot analysis of p53 protein in 

U343 cells infected with E1 mutant adenoviruse

s․․․․․․․․․․․․․․․․․․․․․․․․․25

F igure  5 .  Cy topa th ic  e f f ec ts  o f  r ep l i c a t ing 

adenoviruses in vitro․․․․․․․․․․․․․․26

Figure 6. Plaque morphology of Ad-ΔE1, Ad-ΔE1B19, 

and Ad-wt on HEK293, Hep3B, and U343 cell

s․․․․․․․․․․․․․․․․․․․․․․․․․28

Figure  7.  Plaque  development  of  E1B  mutant 

adenoviruses․․․․․․․․․․․․․․․․․․․29

Figure 8. Measurement of plaque sizes․․․․․․․30

Figure 9. Morphology of A549 cells infected with 



- v -

Ad-ΔE1, Ad-ΔE1B19/55, Ad-ΔE1B19, Ad-ΔE1B55 

or Ad-wt․․․․․․․․․․․․․․․․․․․․․32

Figure 10. Electron micrographs of uninfected (A, D) 

and infected A549 cells with Ad-ΔE1B19 (B, E) 

or Ad-wt (C, F) at 4 days post-infection․․․33

Figure 11. Cytotoxicity of E1B mutant adenoviruses 

in A549 cell lines․․․․․․․․․․․․․․․․35

Figure 12. Viral production assay․․․․․․․․․․36

Figure 13. Virus release after infection with Ad-Δ

E1B19/55, Ad-ΔE1B19, Ad-ΔE1B55 or Ad-wt․37

Figure 14. TUNEL staining in A549 cells․․․․․39

Figure 15. DNA fragmentation analysis․․․․․․40

Figure 16. FACS analysis․․․․․․․․․․․․․․42

Figure  17 .  Ana lys is  o f  Annexin  V-FITC/PI 

fluorescence․․․․․․․․․․․․․․․․․․․44

Figure 18. Measurement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45

Figure  19.  Cytotopathic  effects  of  E1B mutant 

adenoviruses in A549 and A549/Bcl2 cells․․․48

Figure 20.  Electron micrographs of Ads-infected 

A549 or A549/Bcl2 at 4 days post-infection․․50

Figure 21. Viral production assay of Ads-infected 



- vi -

A549 or A549/Bcl2․․․․․․․․․․․․․․․․51

Figure  22 .  Anti-tumor  e f fects  o f  repl icat ing 

adenoviruses against  Hep3B tumors in  male 

athymic nude mice․․․․․․․․․․․․․․․․53

Figure 23. Histological analysis (H&E staining) of 

Hep3B tumor bearing mice treated with Ad-Δ

E1B19 adenovirus․․․․․․․․․․․․․․․․55

Figure 24. Cancer cell-specific E1A expression of 

E1B55 kDa-deleted replication-competent Ads․58

Figure 25. p53-dependent cytopathic effects of Ad-Δ

E1B19/55 adenovirus․․․․․․․․․․․․․․․59

Figure 2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E1A-mutant 

adenoviruses․․․․․․․․․․․․․․․․․․․61

Figure  27.  Cytopathic  effects  of  E1A-mutant 

adenoviruses․․․․․․․․․․․․․․․․․․․63

Figure 28. Cancer cell-specific cytopathic effect of 

Ad-ΔB7․․․․․․․․․․․․․․․․․․․․․․65

Figure 29. Cancer cell-specific killing of Ad-ΔB7․67

Figure 30. Western blot analysis showing that Ad-Δ

B7 expresses fiber protein in cancer cells, but 

not in normal cells․․․․․․․․․․․․․․․․69

Figure 31. Anti-tumor effects of Ad-ΔB7 adenovirus 



- vii -

against C33A xenografts in male athymic nude 

mice․․․․․․․․․․․․․․․․․․․․․․․72



- viii -

표 차례

Table 1.  Nucleotide sequences of primer sets for 

E1A mutation․․․․․․․․․․․․․․․․․․13

Table 2.  The mean percentage of apoptotic cells 

induced by each treatment․․․․․․․․․․․39

Table 3. Blood analysis․․․․․․․․․․․․․․․56



- 1 -

국문요약

E1A 및 E1B 돌연 변이 양상에 따른 선택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 효과 비교

암 유전자 치료에 이용되던 초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치료 

유전자가 삽입된 형태의 증식 불가능 아데노바이러스로 일회성의 감

염으로 인한 제한적인 치료 효과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상 세포에서는 바이러스의 복제가 제한

되면서 종양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아데노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E1A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발

현하면서 E1B19 kDa 또는 E1B 55kDa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제거될 

때의 종양 살상 효과를 비교 검증하 다. 제작된 E1B 변이형 아데노

바이러스들(Ad-ΔE1B19/55, Ad-ΔE1B19, Ad-ΔE1B55)의 세포 살상 효

과는 E1B19 kDa 단백질의 발현이 결여될 때 증가하 으며, 감염된 

세포 내에서의 세포고사 유도 및 주변 종양 세포로의 확산 효과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 그리고 E1B55 kDa 유전자도 함께 결손된 Ad-Δ

E1B19/55는 증진된 종양 살상 효과 뿐 아니라 p53 단백질 의존적 복

제 기전에 따라 종양세포 선택적 살상능을 유도하 다. 또한, 종양 특

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E1A 유전자 부위 중 retinoblastoma 단백질(pRb)과의 결합에 관

여하는 CR1과 CR2 부위를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 혹은 결손시켜 

11 종류의 Ad-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Ad-E1Amt#1 ∼ #11)들을 

제작하 다. 종양 세포에서는 p53 단백질의 변이 뿐 아니라 pRb의 돌

연변이 혹은 pRb 관련 신호 기전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pRb와의 결합능이 상실된 아데노바이러스는 정상 세포에서는 바이러

스 복제에 관련된 세포 내 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복제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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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세포 주기가 왕성하게 작동되는 종양 세포에서는 활발하게 복

제되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11 

종류의 E1A 변이체 아데노바이러스들 중 종양 세포 살상능과 더불어 

정상 세포에서의 선택적인 복제 억제능이 가장 우수한 Ad-E1Amt#7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를 최종 선정하여, p53 의존적 복제 선택성과 

세포 살상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E1B19 kDa와 E1B55 kDa 유전자

를 결손시킨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최종적으로 제작하 다. Ad-

ΔB7 아데노바이러스는 종양 선택적 복제 및 살상 효과와 더불어 생체

내 실험에서도 높은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는 암세포에 대한 높은 선택적 세포 살상능을 보여, 

암 유전자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 암 유전자 치료, 선택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 

E1A, E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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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A 및 E1B 돌연 변이 양상에 따른 종양 선택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 효과 비교

<지도교수 김주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재  성

Ⅰ. 서론

아데노바이러스는 우수한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이며 높은 역

가로 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농축할 수 있을뿐더러 in vivo 에서도 유전

자 전달이 용이하다는 점이 보고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암을 대상으

로 하는 유전자 치료에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4
. 암은 유전자 요법으로 치료할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치료유전자의 발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

는 숙주의 면역반응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거나 오히려 잇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암 치료용 유전자 전달체로 각광을 받

고 있다
5
. 그러나 초기의 암 유전자 치료용 아데노바이러스는 증식 불

가능한 일 세대 바이러스로 이들을 유전자 전달체로 이용하는 경우, 

일차 감염세포 또는 일부 주변 세포들에서만 암세포에 대한 살상 효

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치료효과가 제한적이다
6,7
. 이러한 낮은 항종

양 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상 세포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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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어 세포살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종양 세포에서는 활발히 증식되

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

바이러스를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8,9
. 

McCormick 등은 아데노바이러스의 초기 발현 단백질인 E1B55 kDa 

유전자가 결손된 dl1520(ONYX-015)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여, p53 

유전자가 돌연변이 또는 결손된 종양 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식하

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10,11
. 현재 미

국에서는 두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dl1520을 이용한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13
. 종양억제 유전자로 널리 알려진 p53은 폐

암, 난소암, 유방암, 직장암, 두경부암 등 인체 종양의 50% 정도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14
, p53 단백질의 기능이 정상 형으로 밝혀진 

종양 세포에서도 mdm2의 과다발현
15,16
, p14

ARF
의 돌연 변이

17
, human 

papilloma 바이러스의 감염
18
 등으로 인하여 p53 단백질의 기능이 비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되어왔다. 아데노바이러

스가 정상세포를 감염하면, 감염된 세포는 종양 억제 단백질인 p53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이때 E1B55 kDa 단백질이 

p53 단백질에 결합하여 p53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19,20
, 이에 

따라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는 활발하게 증식하여 궁극적으로 감염세

포의 살상을 유도한다. 하지만 E1B55 kDa 유전자가 소실된 아데노바

이러스가 정상세포를 감염하면 이들 세포에 있는 p53의 비활성화를 

유도할 수 없어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지만, p53의 기능이 억제되

어 있는 여러 암세포들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궁극적으로 감염세포의 살상을 유도하게 되며, 나아가서 감염된 

종양 세포가 죽게 되면 용해된 암세포로부터 방출된 바이러스가 주위 

암세포로 확산 감염하게 된다
10,11
. 하지만 ONYX-015 아데노바이러스

의 종양 살상능은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보다 현저히 낮아, 임상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역가의 바이러스를 투여

해야 하고, 또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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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을 병행해야 하는 제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21,22
. 따라서 효과적인 

암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양 세포에 보다 선택적이고 

암세포 살상능이 증대된 벡터 시스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 초기에 발현되는 단백질들은 크게 

E1A와 E1B 단백질들로 나뉘고, E1B 단백질들은 E1B19 kDa와 

E1B55 kDa로 구성되어져 있다
23
. E1B55 kDa은 E4orf6 단백질과 함

께 종양억제 단백질인 p53과 결합하여 ubiquitin에 의한 분해를 유도

함으로써 p53의 기능을 억제하고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에 따른 세포 

내 방어기작을 억제한다
19,24
. E1B55 kDa은 p53을 불활성화 시키는 기

능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mRNA의 세포질로의 이동 및 아데노바이

러스의 구성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며, 숙주세포의 mRNA가 세포질

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숙주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부

가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25,26
. 따라서 E1B55 kDa의 기능이 소실된 증

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복제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암

세포 내에서의 제한적인 바이러스 복제로 저하된 세포 살상능을 유도

하고 이로 인한 항종양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8,9
.

아데노바이러스의 또 다른 E1B 단백질인 E1B19 kDa은 강력

한 세포고사(apoptosis) 억제제로서 Bcl-2와 염기서열 및 그 기능이 

유사하다
27
. E1B19 kDa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세포 내에서 유발되

는 세포고사를 억제하고, 성장 인자의 결핍,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제

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고사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28,29
. 그리고 

E1B19 kDa 유전자의 일부가 소실된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는 바

이러스 증식에 따른 세포괴사(necrosis) 뿐 아니라 세포고사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어 암세포 살상효능이 더욱 증가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

다
30
. 이상과 같은 E1B19 kDa 혹은 E1B55 kDa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결손된 아데노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된 바는 있

으나 이들 E1B 유전자들의 여러 조합에 따른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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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살상능 및 항암 효과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초기 발현 유전

자인 E1B의 구성 유전자들인 E1B19 kDa과 E1B55 kDa들을 여러 가

지로 조합하여 각 단백질들의 발현 유무에 따른 아데노바이러스의 생

산능과 세포 살상능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 다.

아데노바이러스 E1A는 감염 직후 가장 먼저 발현되는 단백질

로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이고,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pRb와 결합하

여 E2F-pRb 복합체로부터 E2F의 해리를 유도한다
31-34
. pRb로부터 해

리된 E2F는 아데노바이러스의 E2 promoter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세포주기의 진행을 주관하는 여러 유전자들의 전사도 촉진시

킨다
35
. 또한 E2F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주기 관여 단백질들은 감염된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들의 복제에도 관여한다
36
. pRb가 결합하는 

E1A의 두 부위는 CR1(conserved region 1)의 30-60 아미노산 서열과 

CR2(conserved region 2)의 120-127 아미노산 서열로서, 이들 중 어

느 한 부위라도 결손되면 E1A/Rb 복합체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33,34
. 이에 근거하여 Fueyo 등은 120-127 아미노산 서열을 

결손시킨 Δ24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여 Rb 유전자가 돌연 변이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37
. 대부분의 정상

적인 세포들은 세포주기 G1에서 S기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G1-S phase checkpoint 관련 신호 단백질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조

절되기 때문에 Go-G1기에서 세포주기가 정지되어 있으나, 많은 종류

의 암세포들은 Rb 유전자의 변이뿐만 아니라 Rb pathway, 즉 

p16/Rb/E2F 신호전달 경로 등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세포

주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세포 분열이 왕성해진다
38
. 따라서 Δ24 아데

노바이러스처럼 pRb와의 결합능이 상실된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

에 의해 Rb 유전자가 비활성화된 암세포가 감염되면, E1A-pRb의 결

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포는 S 세포 주기로 진행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 아데노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 이에 반하여 pRb



- 7 -

의 기능이 정상적인 세포 내에서는 pRb와의 결합능이 상실된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E1A가 pRb와 결합할 수 없어, S 세포주기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는 복제되지 않는다. 즉, pRb와

의 결합능이 상실된 형태의 E1A 유전자가 내재된 아데노바이러스는 

분화가 끝난 대부분의 정상 세포에서는 복제되지 않지만 pRb의 기능

이 상실되어 세포주기가 왕성하게 진행되는 종양 세포 내에서만 선택

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종양 세포 특이적 살상을 유도할 수 있

다. 

암 유전자 치료법에 이용되어지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는 

종양 특이적으로 세포를 살상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세포 살상이 효

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1B19 kDa, E1B55 kDa 유전자들의 선택적 소실에 따른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세포 살상 효과를 비교 검증하 으며, E1B 유

전자의 여러 조합에 따라 다르게 유도되어지는 세포사멸 기전을 조사

하 다. 또한 Rb 결합부위가 결손 및 치환된 11 종류의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제작하 으며, 이들 중 세포 살상능이 가장 우수

하고 암세포에 대한 특이성이 가장 높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선별하고, 

선별된 아데노바이러스로부터 E1B19 kDa와 E1B55 kDa 유전자를 결

손시켜 p53 의존적 복제 선택성과 세포 살상능을 증진시킨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최종적으로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p53 결합능 

뿐만 아니라 Rb 결합능이 함께 소실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가 Rb 

결합능 또는 p53 결합능이 각각 단독으로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변

이체에 비해 종양 선택적 살상능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 으

며, 나아가 암유전자 치료에의 유용성 여부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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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세포주 및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들은 인체 간암 세포주(SK-Hep1, 

Hep3B), 자궁암 세포주(C33A), 뇌암 세포주(U343, U251N),  폐암 세

포주(A549, H460), 정상 세포주(173WE, BJ, MRC5)와 아데노바이러

스 초기 발현 유전자인 E1 부위가 숙주유전체 내에 내재되어있는 

HEK293 세포주이며, 모두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에서 구입하 다. 모든 세포주들은 10%의 우태아혈청

(GIBCO, Grand Island, NY)을 포함하는 DMEM 배양액으로 

penicillin/streptomycin(GIBCO)을 첨가하여 5% CO2의 존재 하에 

37
o
C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Hep3B는 같은 조건하에 

MEM(GIBCO)으로 배양하 다.

2.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제작 및 생산

아데노바이러스의 E1B19 kDa과 E1B55 kDa 유전자가 모두 

결손된 아데노바이러스 셔틀벡터 pΔE1B19/55를 제작하기 위해 먼저 

E1A 유전자만을 포함시킬 수 있는 primer set를 제작해 아데노바이

러스 E1 셔틀벡터인 pXC1(Microbix, Ontario, Canada)을 주형 DNA

로 하여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수행하 으며, sense 

primer로 5'-TTATTGGATCCTTTGTCTAGGGCCGCGGG-3'와 

antisense primer로 

5'-CCAGGATCCAGATCTCCCCATTTAACACGCCATGC-3'을 사

용하 다. 생성된 PCR 산물을 BamHI으로 절단한 후 

pCA14(Microbix) BglII 부위에 cloning시켜 E1B19 kDa와 E1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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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제거된 아데노바이러스 E1 셔틀벡터인 pΔ

E1B19/55를 제작하 다
39
. E1B19 kDa 유전자의 염기서열 중 개시 코

돈이 제거되고 종료 코돈이 삽입된 pΔE1B19 kDa 셔틀 벡터를 제작

하기 위해서, 먼저 pXC1을 XbaI과 BamHI 제한효소로 절단시켜 얻어

진 1.3 kb DNA 절편을 pSP72 클로닝벡터에 삽입시킨 후 sense 

primer, 5‘'- 

GTTACATCTGACCTCCTGTAGGCTAGCGAGTGTTTGGAA

G-3' 와 antisense primer, 

5'-CTTCCAAACACTCGCTAGCCTACAGGAGGTCAGATGTAAC-

3'를 이용하여 site-directed mutagenesis(Stratagene, La Jolla, CA)를 

시행하 다. 제작된 primer 내에는 E1B19 kDa 유전자 개시 코돈이 

제거되고 종료 코돈이 삽입되었으며, 새로이 제작된 pSP72/pXC1/1.3 

kb/Δ19mt 플라즈미드는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돌연 변이 여부를 확인

하 다. 돌연 변이 시킨 pSP72/pXC1/1.3 kb/Δ19mt 플라즈미드를 

XbaI과 BamHI으로 다시 절단하고 pXC1 내에 재 삽입시켜 pΔE1B19 

E1 셔틀벡터를 제작하 다
39
. E1B55 kDa 유전자를 결손시키기 위해

서는 E1A와 E1B19 kDa을 증폭시킬 수 있는 primer set를 제작해 E1 

부위가 야생형인 pXC1을 주형 DNA로 하여 PCR을 수행하 다. 생성

된 PCR 산물은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상 343에서 2270을 

포함하 다. PCR을 위한 primer로는 말단에 BamHI 제한효소 인식부

위를 삽입시킨 5'-TTATTGGATCCTTTGTCTAGGGCCGCGGG-3'

를 sense primer와 BamHI과 BglII 인식부위 및 2253(C::T)와 

2262(G::T)의 치환으로 2개의 종결코돈을 삽입시킨 

5'-TCTTGGATCCAGATCTATACAGTTAAGCCACCTATACAAC-

3'을 antisense primer로 사용하 다. PCR 수행 후 수득된 1.9 kb 

DNA 절편을 BamHI으로 절단한 후 E1이 완전히 소실된 pCA14의 

BglII 부위에 삽입시켜 E1B55 kDa 유전자가 결손된 pΔE1B55 아데노

바이러스 셔틀벡터를 제작하 다
40
. 제작된 각각의 셔틀벡터를 X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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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BstBI 제한효소로 단일가닥이 된 아데노바이러

스 vmdl324Bst(S.B. Verca, University of Fribourg, Switzerland)와 

함께 대장균 BJ5183에서 동시 형질 전환시켜 유전자 상동 재조합

(homologous recombination)을 유도하 다
41
. BJ5183에서 획득한 재조

합된 플라즈미드 DNA는 다시 DH5α 대장균에 형질전환시켜 DNA를 

증폭시켰다. DH5α 대장균으로부터 상동 재조합된 플라즈미드 DNA를 

수득하고 HindIII 제한효소로 처리하여 각각의 재조합된 아데노바이

러스 유전체들을 선별하 다. 재조합된 아데노바이러스 플라즈미드들

을 각각 PacI으로 절단한 뒤 HEK293 세포주에 형질 전환하여 Ad-Δ

E1B19/55, Ad-ΔE1B19, 그리고 Ad-ΔE1B55 아데노바이러스들을 각각 

생산하 다. 대조군 바이러스인 증식 불능 아데노바이러스(Ad-ΔE1)와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Ad-wt)는 각각 E1 부위가 결손된 pCA14와 

E1 부위가 야생형인 pXC1을 셔틀벡터로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제

작하 다
40
. 

3.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생산

아데노바이러스의 E1A 유전자 염기서열 중 Rb 단백질과의 

결합에 관여하는 두 결합부위(88 ∼ 180 bp in CR1, 361 ∼ 381 bp 

in CR2)를 결손 또는 치환시키기 위하여, 먼저 야생형 아데노바이러

스 E1 셔틀벡터인 pXC1을 BamHI과 XbaI 제한효소로 E1 부위(9875 

∼ 1339 bp)를 절단하고, 절단된 E1A DNA를  pSP72 클로닝 벡터의 

BamHI/XbaI 부위에 subcloning하여 pSP72/XC-BX를 제작하 다. 제

작된 pSP72/XC-BX를 주형으로 하여 Site-directed mutagenesis를 

시행하여 Rb 결합부위를 결손 또는 치환된 열 한 종류의 E1A 변이 

플라즈미드를 제작하 다. 돌연 변이 유도에 사용된 primer set들은 

Table 1에 제시하 다. Rb 결합 부위가 결손 또는 치환된 총 11 종류

의 pSP72/XC-BX-mt 벡터들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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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돌연 변이된 부위들의 염기서열들을 확인하 다. 돌연 변이된 아

데노바이러스 E1 부위를 아데노바이러스 E1 셔틀벡터에 재도입하기 

위하여, 11 종류의 pSP72/XC-BX 돌연 변이체들을 각각 

BamHI/XbaI으로 처리하여 E1 부위를 잘라내고, 이를 다시 pXC1의 

BamHI/XbaI site에 도입하여 11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 E1 셔틀벡터

들(pXCmt#1 ∼ #11)을 각각 제작하 다. 제작된 11 종류의 pXC 돌연 

변이체들을 각각 XmnI으로 처리하여 선형화하고, 이를 BstBI 제한효

소로 처리한 아데노바이러스 플라즈미드(vmdl324Bst)와 함께 상동재

조합이 가능한 BJ5183 대장균에 동시 형질전환시켜 Rb 결합 부위가 

소실 또는 치환된 아데노바이러스 플라즈미드들(pAd-E1mt#1 ∼ #11)

을 제작하 다. 이들 11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 플라즈미드들은 PacI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선형화시키고, HEK293 세포주에 형질전환하여 

아데노바이러스를 생산하 다. 또한, Rb 결합 부위와 p53 결합 부위

가 동시에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 셔틀벡터들 중 pAd-E1mt#7를 ScaI/XbaI 제한효소로 

처리하여 약 2.2 kb 크기의 E1 부위를 잘라내고, 이를 E1B 부위가 완

전히 결손된 pΔE1B 벡터의 ScaI/XbaI 부위에 도입하여 pΔBmt#7 셔

틀벡터를 제작하 다. pΔBmt#7 셔틀벡터는 상기한 방법으로 

vmdl324Bst와 함께 상동재조합된 뒤, HEK293 세포주에 형질전환시

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생산하 다. 각각의 아데노바이러스는 

HEK293 세포주에서 증식시켜 limiting titeration assay 또는 plaque 

assay로 생산된 아데노바이러스의 역가(plaque forming unit; PFU)를 

산출하 다
42
.

4.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유전체 분리와 PCR 분석

간암 세포주인 Hep3B에 Ad-ΔE1, Ad-ΔE1B19/55, Ad-Δ

E1B19, Ad-ΔE1B55, 그리고 Ad-wt 아데노바이러스를 10 multiplicity 



- 12 -

Figure 1. Structure of five genetically engineered mutant 

adenoviruses.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ree E1B mutant 

adenoviruses, Ad-ΔE1B19/55, Ad-ΔE1B19, and Ad-ΔE1B55, along 

with Ad-ΔE1 and Ad-wt. Ad-ΔE1 has the whole E1 region 

deleted; Ad-ΔE1B19/55 contains E1A, but is E1B19 kDa and E1B55 

kDa deleted; Ad-ΔE1B19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55 kDa, 

but is E1B19 kDa translation initiation codon mutated; Ad-ΔE1B55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19 kDa, but is E1B55 kDa 

deleted; Ad-wt has the whole E1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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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cleotide sequences of primer sets for E1A mutation.

of infection(MOI)으로 각각 감염시키고 48시간 후 genomic isolation 

kit(Qiagen, Santa Clarita, CA)로 바이러스 유전체를 회수하 다. 수

득한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체를 주형으로 하고 E1A, E1B19 kDa, 그리

고 E1B55 kDa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primer set(E1A: 

sense 5'-GATCGAAGAGGTACTGGCTGATA-3', antisense 

5'-CCACAGGTCCTCATATAGCAAAG-3'; E1B19 kDa: sense 

5'-ATCTGACCTCATGGAGGCTTGG-3', antisense 

5'-GCGGACGGAAGACAACAGTAGC-3'; E1B55 kDa: sense 

5'-GATAGATACGGAGGATAGGGTGG-3', antisense 

5'-TGGAGTTACCCTCAGACAGGATA-3')들을 이용하여 PCR을 수

행한 뒤, 각각의 E1A, E1B19 kDa, E1B55 kDa에 대한 PCR 생성물들

을 섞어서 하나의 agarose well에 loading하여 전기 동하 다.

Primer names Primer sequences

CR1 (E::G)
sense  5'-CCACCTACCCTTCACGGACTGTATGATTTAGAC-3'

antisense  5'-GTCTAAATCATACAGTCCGTGAAGGGTAGGTGG-3'

CR2 (△7 a.a)
sense  5'-CTTGTACCGGAGGTGATCGGCTTTCCACCCAGTGACG-3'

antisense  5'-TCACTGGGTGGAAAGCCGATCACCTCCGGTACAAG-3'

CR1 (△30 a.a)
sense  5'-ATCGAAGAGGTACTGGCTGCGGTTTCGCAGATTTTTC-3'

antisense  5'-AAATCTGCGAAACCGCAGCCAGTACCTCTTCGAT-3'

CR2 (7 Gly)

sense
 5'-GTACCGGAGGTGATCGGTGGTGGCGGAGGCGGGGGTGG-

    CTTTCCACCCAG-3'

antisense
 5'-CTGGGTGGAAAGCCACCCCCGCCTCCGCCACCACCGATC-

    ACCTCCGGTAC-3'

CR2 (C::G)
sense  5'-GTGATCGATCTTACCGGCCACGAGGCTGGC-3'

antisense  5'-GCCAGCCTCGTGGCCGGTAAGATCGATC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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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munoblotting 분석

각각의 아데노바이러스들을 10 ∼ 100 MOI의 역가로 암세포

와 정상세포에 감염시키고 48시간 후 감염된 세포를 회수하여 lysis 

buffer(50 mM HEPES containing 0.15 M NaCl, 0.5% Nonidet P-40 

and protease inhibitor: 0.1 mM PMSF)로 세포를 용해시키고 

SDS-PAGE(sodium-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수행하 다. 전기 동 후 gel에 있는 단백질들을 

PVDF membrane에 electro-transfer한 뒤 E1A(sc-430; Stratagene), 

E1B19 kDa(DP17; Oncogene, Uniondale, NY), E1B55 kDa(T. 

Dobner, University of Rosensburg, Germany), p53(pAb 1801; 

NeoMarkers, Fremont, CA), β-actin(Sigma, St. Louis, MO),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파이버(2A6; NeoMarkers)를 특이적으로 인지하는 항

체들을 각각 일차 항체로 반응시키고 HRP(horse radish peroxidase)

가 결합된 goat anti rabbit IgG(sc-2004;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또는 goat anti mouse IgG(sc-2005; Santa Cruz Biotech)

를 다시 반응시킨 후 ECL(enhanced chemiluminscence: sc-2048; 

Santa Cruz Biotech) 방법으로 X-선 필름에 감광시켜 membrane 상

의 단백질과 항체와의 결합여부를 조사하고 각 단백질의 발현양상을 

확인하 다.

6.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 및 세포 살상능 검증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및 정상 세포에 대한 세포 살상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체 간암 세포주(Hep3B), 뇌암 세포주(U343, 

U251N), 폐암 세포주(A549, H460), 자궁암 세포주(C33A), 그리고 E1 

단백질이 다량 발현되는 HEK293 세포주는 0.1 ∼ 10 MOI의 아데노

바이러스로, 그리고 인체 정상 세포주(173WE, BJ, MRC5)는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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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의 아데노바이러스로 각각 감염시켰다. 감염시킨 바이러스들 중 

어느 한 바이러스가 가장 낮은 역가에서 감염세포를 거의 사멸시킨 

시점에 모든 배지를 제거하고 0.5% crystal violet(50% methanol)으로 

잔존한 세포들을 고정시키고 염색한 후 세포 살상 정도를 비교 분석

하 다.

7. Plaque 형성 분석

HEK293, Hep3B, 그리고 U343 세포주를 6-well plate에 각각 

70 ∼ 90% confluency로 seeding하고 각각의 아데노바이러스들을 1 

× 10
2
 PFU/㎖의 농도로 2시간 동안 감염시켰다. 37℃의 2 × 

DMEM(10%의 우태아 혈청과 항생제 penicillin/streptomycin 포함)와 

42℃의 1.4% agarose를 1:1로 섞은 agarose-DMEM 혼합액을 바이러

스가 제거된 감염된 세포표면 위에 첨가하 다. 상온에서 약 5분 동

안 고체화시킨 후 37℃, 5% CO2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 

시간별로 형성된 plaque의 크기를 확인하고, agarose overlay 위에 1 

㎖의 10% TCA(trichloro acetic acid)를 첨가하고 30분 뒤에 agarose 

overlay를 제거하 으며, 0.5% crystal violet(50% methanol)으로 잔존

한 세포들을 고정시키고 염색하 다.

8. 전자현미경을 통해 살펴본 바이러스의 증식

인체 폐암 세포주인 A549와 Bcl2를 높게 발현하는 A549/Bcl2

를 75T flask에 90% confluency로 seeding하고 각각의 바이러스들을 

10 MOI로 감염시켰다. 이틀 후 모든 세포들을 획득하여 원심분리하

고 phosphate-buffered saline(PBS)으로 2회 세척하 다. 감염된 세포

들을 2% glutaraldehyde에 2시간 동안 고정시킨 뒤 0.1 M 

cacodylate-HCl(pH 7.4)에 용해시킨 1% OsO4에 1시간 동안 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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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본을 에탄올로 탈수한 뒤 Epon에 포매하고 절편을 만들어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9.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산량 비교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종양 세포내 바이러스 생산

량을 비교하기 위해 24-well plate에 2 × 10
4
개의 A549 또는

A549/Bcl2 폐암 세포주를 분주하고 24시간 후 각각의 아데노바이러스

들을 10 MOI로 감염시켰다. 감염 시간에 따른 바이러스의 총 생산량

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바이러스 감염 후 1, 3, 5, 7일에 세포와 배지

를 각각 회수하 다. 감염된 세포는 3 번의 얼림과 녹임을 반복하여 

바이러스를 방출시켰으며, 배지와 세포내의 바이러스의 역가는 

HEK293 세포주에서 limiting titeration assay를 수행하여 산출하 다.

10. TUNEL assay를 이용한 세포고사 관찰

A549 세포주(2 × 10
4
)를 chamber slide에 분주하고 각각의 바

이러스들을 10 MOI로 감염시키고 2일 후 배지를 제거한 뒤 

ApopTag Kit(Intergen, Purchase, NY)을 이용해 제조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TUNEL assay를 수행하 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camptothecin-11(CPT)을 1 μM로 2일 동안 처리된 세포를 사용하

다. 발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roxidase와 결합된 avidin을 사용하

여 diaminobenzine(DAB; DAKO, Carpinteria, CA)과 반응시킨 후 세

포들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면 증류수로 3회 세척

하 다. 세포질을 관찰하기 위해 0.5% methyl green으로 다시 10분간 

염색하고 세척한 후 xylene에 슬라이드를 완전히 적시고 

Permount(SP15-500; Fisher scientific, Fair Lawn, NJ)로 mount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현미경 상에서 네 곳 이상의 부위를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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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여 전체 세포들 중 염색된 세포의 비율을 산출하 다.

11. DNA 절편화 assay를 이용한 세포고사 관찰

U343 뇌암 세포주(1 × 10
6
)를 25T 플라스크에 분주하고 24시

간 후 아데노바이러스들을 10 MOI로 감염시키고 양성 대조군으로 

CPT를 1 μM로 처리하 다. 바이러스 감염 후 72시간 경에 감염된 

세포들을 회수하여 PBS로 2회 세척하고 600 μl의 lysis buffer(20 

mM EDTA(pH 8.0), 5 mM Tris(pH 7.5), 0.5% Triton X-100)를 첨

가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용해된 세포들을 4℃에서 5 ∼ 10분마다 

계속적으로 살짝 tapping 해주었다.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분절된 DNA를 포함하는 상층액을 취하여 1 μl의 RNase 

A(10 mg/㎖)를 첨가하고 37℃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proteinase K(20 mg/㎖)를 2 μl 첨가하고 56℃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phenol:chloroform:isoamylalcohol(25:24:1) 용액 600 μl를 첨가하여 

5분간 잘 섞은 후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 

500 μl를 취하고 300 μl의 isopropanol과 80 μl의 3 M sodium 

acetate(pH 5.2)를 가하여 2시간 동안 DNA를 침전시켰다. 원심분리하

여 수득한 DNA를 70% ethanol로 1회 세척하고, 자연건조 시킨 후 

50 μl의 TE buffer(Tris-EDTA, pH 7.4)에 녹이고, 10 μl를 취하여 

1.5% agarose gel에 전기 동하여 UV-illuminator에서 절편화된 

DNA들을 확인하 다.

12. Propidium iodide(PI) 염색을 통한 세포고사 관찰

A549 폐암 세포주(1 × 10
6
)를 25T 플라스크에 분주하고 24시

간 경에 아데노바이러스를 10 MOI로 감염시켰다. 양성 대조군으로 1 

μM CPT와 음성 대조군으로는 PBS를 처리하 으며 24, 48, 72, 9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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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후 감염된 세포들을 회수하여 PBS로 2회 세척하 다. 70% 에탄올

로 4℃에서 24시간 이상 고정시킨 후 PI(50 ㎍/㎖)와 RNase A가 혼

합된 용액을 500 ㎕넣고 4℃에서 15분간 반응시킨 뒤 유세포 분석을 

시행하 다.

13. Annexin V/PI 이중 염색을 통한 세포고사 관찰

U343 뇌암 세포주(1 × 10
6
)를 25T 플라스크에 분주하고 10 

MOI의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양성 대조군으로는 CPT(1 μM)

를 처리하 다. 바이러스 감염 후 8일경에 감염된 세포들을 회수하여 

1 × binding buffer로 세척한 후 ApoAlert Annexin V-FITC 

apoptosis kit(Clontech, Polo Alto, CA)를 이용하여 유세포 분석을 시

행하 다.

14.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에 따른 세포고사 관찰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에 따른 세포고사가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poAlert 

mitochondrial membrane sensor kit(Clontech, Polo Alto, CA)를 이용

하여 조사하 다. A549 또는 Hep3B 세포주를 각각 1 × 10
6
개씩 25T 

플라스크에 분주하고 24시간 경에 아데노바이러스를 10 MOI로 감염

시켰다. 바이러스 감염 후  4일경에 세포들을 회수하고 상기한 kit에

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mitochondria membrane potential(MMP)의 

변화를 유세포 분석을 통해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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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549/Bcl2 세포주 제조

Retrovirus 벡터인 pBabe-puro 플라즈미드에 Bcl2 유전자를 

삽입하여 pBabe-puro/Bcl2를 제작하 다. Retroviral packaging 세포

주인 293GPG를 100 mm 배양 plate에 분주하고 다음날 

pBabe-puro/Bcl2를 CaPO4와 혼합하여 transfection시켰다. 

Transfection 시킨 다음날부터 생성된 retrovirus 상등액을 매일 회수

하여 -70℃에 보관하 다. 25T 배양 flask에 A549 세포주를 70% 

confluency로 분주하고 다음날부터 retrovirus 상등액을 첨가하여 12

시간 배양한 다음 정상적인 DMEM 배지로 바꾸어 배양하 다. 이러

한 과정을 세 번 반복한 다음 1.0 μg/ml의 puromycin이 포함된 배지

에서 1차 선별과정을 거친 후 puromycin에 저항성이 있는 세포들을 

150 mm 배양 plate로 옮겨 배양하 다. 배양 plate에 형성된 세포 콜

로니를 각각 회수하여 Bcl2 단백질을 고 발현하는 A549/Bcl2 세포주

를 선별하 다.

16. MTT 분석에 의한 세포 생존율 검증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에 따른 세포 살상능을 정량화하기 위

해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2 mg/㎖) assay를 수행하 다. 암 세포주와 정상 세포주들

을 24-well plate에 각각 30∼80% confluency로 분주하고 24시간 후 

아데노바이러스로 각각 감염시켰다. 바이러스 감염 후 일정 시간 간

격으로 200 μl의 MTT 용액을 plate well에 첨가하여 4시간 동안 3

7℃에서 반응시킨 후 상층 액을 제거하 다. 상층액이 제거된 plate 

well에 1 ㎖의 DMSO(dimethyl sulphoxide)를 첨가하고 37℃ 에서 10

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상대적 생

존율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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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검증

생후 7 ∼ 8주된 누드마우스의 복벽에 1 × 10
7
개의 Hep3B 또

는 C33A를 피하 주사하 다. 종양의 용적이 약 70 ∼ 80 mm
3
 정도 

되었을 때, 아데노바이러스(5 × 10
7
 ∼ 5 × 10

8
)를 이틀 간격으로 세 

번 종양 내에 직접 투여한 후 2 ∼ 3일 간격으로 종양의 크기를 측정

하 다. 음성 대조군으로는 UV stratalinker(Stratagene)로 120,000 

microjoules, 3회 조사한 Ad-ΔE1(UV-inactivated Ad) 또는 PBS를 종

양내 투여하 다. 종양의 용적은 caliper로 종양의 단축과 장축을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 다.

종양의 용적(mm
3
)= (단축 mm)

2
 × 장축 mm × 0.523

18.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생체 내 독성 검증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생체 내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바이러스가 투여된 마우스의 여러 기관들 및 혈액을 채취하여 독성검

사를 시행하 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세 번째 투여하고 일주일 후 마

우스로부터 간, 신장, 폐 등을 적출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한 뒤, 4 μ

m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hematoxylin과 eosin(H&E)으로 

염색하여 조직의 상태를 관찰하 다. 또한 마우스로부터 혈액을 채취

하여 혈청 내 SGOT, SGPT, alkaline phosphatase(ALP), total 

bilirubin(T-bili), albumin(ALB), BUN, creatinine(CREA), glucose 등

과 Ca, Na, K, Cl, 등의 전해질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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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유전자 구성과 단백질 

발현 양상 조사

E1B19 kDa과 E1B55 kDa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조합된 3 종

류의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B19/55, Ad-ΔE1B19, 그리

고 Ad-ΔE1B55를 제작한 후(Fig. 1), 이들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유전체 

내 E1 유전자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E1A, E1B19 kDa, 그리고 

E1B55 kDa 유전자들에 대한 특정 primer set을 각각 이용하여 PCR

을 수행하 으며, 이들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현되는 E1 단백질들

의 발현 양상을 검증하기 위해 immunoblotting을 시행하 다. 먼저 

간암 세포주인 Hep3B에 상기한 세 종류의 E1B 아데노바이러스들과 

음성 대조군인 Ad-ΔE1, 그리고 양성 대조군인 Ad-wt을 각각 10 

MOI로 감염시킨 후 세포로부터 바이러스 유전체를 회수하 다. 회수

된 바이러스 유전체를 주형 DNA로 하여 각각의 특이 primer set들로 

PCR를 수행하여 증폭된 DNA 산물의 존재 여부와 크기를 분석하

다(Fig. 2). 음성 대조군인 Ad-ΔE1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PCR 산물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으며, Ad-ΔE1B19/55의 경우는 E1B19 kDa과 

E1B55 kDa 유전자들이 소실되어 있어 E1A 특이 산물(479 bp)만이 

생성되었다. Ad-ΔE1B55로 감염된 세포에서는E1A(479 bp)와 E1B19 

kDa(429 bp) 유전자에 대한 PCR 산물들이 생성되었지만, E1B55 kDa 

유전자의 소실로 E1B55 kDa에 대한 특정 primer set에 의해서는 

PCR 산물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E1B19 kDa의 유전자는 

존재하나 개시 코돈의 제거 및 종결 코돈이 삽입된 Ad-ΔE1B19와 양

성 대조군인 Ad-wt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E1A(479 bp), E1B19 

kDa(429 bp), 그리고 E1B55 kDa(338 bp)에 대한 특이 PCR 산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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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racterization of E1B mutant adenoviruses. A. The E1 

region specific primer sets corresponding to E1A, E1B19 kDa, and 

E1B55 kDa are shown below the diagram of E1 region of 

adenovirus genome, and each expected size of PCR products is 479 

bp, 429 bp and 338 bp, respectively. B. PCR product analysis of 

E1B mutant adenoviruses. Left, Marker (GIBCO), 1 kb DNA 

ladder. The presence of each PCR product verified the presence of 

the gene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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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생성되었다(Fig. 2B). 

이들 각각의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성을 단백질 수준에

서 검증하기 위하여, 상기한 다섯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각각 감염

된 U343 뇌암 세포주로부터 모든 단백질들을 회수하여 E1A, E1B19 

kDa 및 E1B55 kDa 단백질들의 발현 양상을 immunoblotting을 시행

하여 확인하 다(Fig. 3). E1A 단백질은 E1 전체 부위가 소실된 음성

대조군인 Ad-ΔE1을 제외한 4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들에 의해 감염

된 세포 모두에서 발현되었다. Ad-ΔE1B55와 Ad-wt에 의해 감염된 

세포에서는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었으나, E1B19 kDa 유전자가 

소실된 Ad-ΔE1B19/55와 E1B19 kDa 유전자의 개시코돈이 돌연변이 

되어 있는 Ad-ΔE1B19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E1B19 kDa 단백질이 전

혀 발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1B55 kDa 단백질은 

Ad-ΔE1B19와 Ad-wt로 감염된 세포에서만 높게 발현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음성대조군인 Ad-ΔE1로 감염된 세포에서도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

은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유전자 구성 및 이에 따른 단백질 발현 양상

은 제작한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2.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된 종양 세포에서의 

p53 단백질 발현 양상 검증

Ad-ΔE1B19/55, Ad-ΔE1B19, Ad-ΔE1B55 및 Ad-wt 아데노바

이러스로 감염된 종양 세포 내에서의 p53 단백질 발현양상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U343 뇌암 세포주를 각각의 바이러스들로 각각 감염시

키고 E1B55 kDa 단백질의 발현 유무에 따른 세포 내 p53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비교 검증하 다. 일반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으

로 인해 E1A 단백질이 발현되면 세포주기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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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tection of the E1A, E1B19 kDa, or E1B55 kDa protein 

by Western blot analysis. Twenty-four hours after infection, total 

protein from U343 cells infected with Ad-ΔE1, Ad-ΔE1B19/55, Ad-

ΔE1B19, Ad-ΔE1B55, or Ad-wt at a dose of 10 MOI were analyzed 

with anti-E1A, anti-E1B19 kDa, or anti-E1B55 kDa antibod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고, 이에 따른 방어기전으로 p53 단백질이 과다하게 발현된다. 그러나 

E1B55 kDa 단백질이 발현되면, 활성화된 p53 단백질과 결합해 p53을 

비활성화 시킨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Ad-ΔE1B19/55 또는 Ad-ΔE1B55 바이러스

는 감염된 세포 내에서 E1B55 kDa 단백질을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E1A 발현에 따른 p53 단백질의 과발현이 유도되어짐을 확인하 다. 

그러나 E1B55 kDa 단백질을 발현하는 Ad-ΔE1B19 또는 Ad-wt으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E1B55 kDa이 p53 단백질과 결합하여 p53을 분해

하기 때문에 p53의 발현이 매우 낮게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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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estern blot analysis of p53 protein in U343 cells 

infected with E1 mutant adenoviruses. Cells on 6-well plates were 

infected with E1 mutant adenoviruses at an MOI of 10. At 48 

hours post-infection, cell lysates were subject to immunoblot 

analysis with an antibody recognizing p53 protein.

3.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검증

E1B19 kDa과 E1B55 kDa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조합된 3 종

류의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종양 세포 살상능을 비교 검증하

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암 세포주들에 감염시켜 세포살상 정도를 관

찰하 다. 사용된 인체 암 세포주들로서는 간암 세포주(SK-Hep1, 

Hep3B), 뇌암 세포주(U343, U251N), 그리고 폐암 세포주(A549)들이

며, 이들을 각각 10, 5, 2, 1, 0.5, 0.2, 그리고 0.1의 MOI로 감염시켰다. 

Fig. 5에서 보듯이 음성 대조군인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Ad-ΔE1)

으로 감염된 암세포들에서는 세포 살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E1 단백질들이 발현되는 HEK293 세포주에서는 E1A와 E1B 단백질

들의 발현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살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모든 종양 세포들에서, 투여된 바이러스의 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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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ytopathic effects of replicating adenoviruses in vitro. 

Monolayers of cells were infected with different viruses, as 

indicated.  Replication incompetent adenovirus, Ad-ΔE1 and wild 

type adenovirus Ad-wt served as controls. When cells infected 

with any kind of adenoviruses were completely lysed, cells 

remaining on the plate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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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Ad-ΔE1B19의 세포 살상능이 야생형 바이러스에 비해 약 

5 ∼ 10배 정도 높았으며, 또한 Ad-ΔE1B19/55와 Ad-ΔE1B55에 비해

서도 약 10 ∼ 100배 이상의 높은 효율로 세포들을 사멸시키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암세포주들에

서, E1B19 kDa 유전자가 결손된 Ad-ΔE1B19/55의 세포 살상능이 

Ad-ΔE1B55에 비해 약 2 ∼ 10 정도 높았다.

4. Plaque 크기에 따른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과 세포살상, 그리고 주변세포로 바이

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고체배지에서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과 이에 따른 세포살상으로 형성되는 plaque의 

진행속도를 관찰하 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제에 필요한 E1 

단백질이 제공되어지는 HEK293 세포주에서는 각 바이러스들의 E1 

유전자의 구성과는 무관하게 Ad-ΔE1, Ad-ΔE1B19, 그리고 Ad-wt들

이 모두 같은 크기의 plaque를 형성하 다. 그러나 Hep3B와 U343 암

세포를 대상으로 감염시켰을 때에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는 plaque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반면, Ad-ΔE1B19는 

Ad-wt보다 크기가 현저하게 큰 plaque를 형성하 으며 같은 역가의 

바이러스를 첨가하 음에도 보다 많은 개수의 plaque를 형성하 다. 

또한,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plaque 크기에 따른 세포 살상

능을 감염 시간에 따라 비교해 보기 위하여, Hep3B와 U343 세포주에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Hep3B는 4, 6, 9, 11일경, 그리고 U343

은 9, 11, 13, 16일경에 agarose overlay를 제거하고 염색하 다(Fig. 

7). Ad-ΔE1B19/55 또는 Ad-ΔE1B55로 감염시킨 Hep3B과 U343 세포

들에서는 Ad-ΔE1B19와 Ad-wt에 비해 작은 크기의 plaque들이 형성

되었으며 또한 plaque이 가시적으로 검출되는 시기도 훨씬 늦었다. 

Ad-ΔE1B19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Fig. 6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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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laque morphology of Ad-ΔE1, Ad-ΔE1B19, and Ad-wt 

on HEK293, Hep3B, and U343 cells. After 2 hours adsorption 

period, plates were overlaid with agarose-DMEM and incubated. At 

9 days(HEK293, Hep3B) or 13 days(U343) post-infection, the 

agarose overlay was removed. Then, the cells were stained with 

crystal violet, and plates were photographed. Ad-ΔE1B19 lacking 

E1B19 kDa mutant adenovirus developed bigger and more number 

of plaques than Ad-wt. Non-replicating adenovirus, Ad-ΔE1, did 

not developed any plaque except on E1 complementing cell line, 

HEK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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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laque development of E1B mutant adenoviruses. Hep3B 

or U343 cells was infected with Ad-ΔE1, Ad-ΔE1B19/55, Ad-Δ

E1B19, Ad-ΔE1B55, or Ad-wt. After 2 hours of adsorption period, 

plates were overlaid with agarose-DMEM and incubated. At 

indicated days, the agarose-DMEM overlay was removed, and the 

cells were stained with crystal v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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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plaque들이 형성되었으며, Hep3B 세포에 형성된 Ad-ΔE1B19와 

Ad-wt의 plaque의 크기를 측정해 보았을 때 Ad-ΔE1B19에 의해 유

도되는 plaque의 크기(1.46 ± 0.86 mm)가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되는 plaque의 크기(0.49 ± 0.46 mm)에 비해 월등하게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이러한 결과는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보다 

Ad-ΔE1B19 바이러스가 종양 세포내에서의 복제능은 물론 주변 종양 

세포로 확산되어 나가는 효율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8. Measurement of plaque sizes. Hep3B cells infected with 

Ad-ΔE1B19 or Ad-wt were overlaid with agarose-DMEM and 

incubated. At 9 days after infection, the agarose overlay was 

remove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and then the sizes of each 

plaque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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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의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

미경적 소견

Plaque의 광학 현미경 소견에서, Ad-ΔE1B55 또는 Ad-wt 감

염에 의해 사멸되어지는 세포들은 배양 기구 바닥으로부터 둥 게 형

성되어져 떨어져 나가는 전형적인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세포사 형

태를 보 으나, Ad-ΔE1B19/55 또는 Ad-ΔE1B19로 감염된 세포들은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고 세포막이 찢겨진 형태로 사멸되어 가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9). 따라서 이러한 다른 양상의 세포사를 보다 면

히 관찰하기 위하여, Ad-ΔE1B19 또는 Ad-wt로 감염된 A549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Fig.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은 A549의 핵이나 세포 내 다른 소기관들은 정상적인 모

양을 갖추고 있었고, Ad-wt으로 감염된 세포의 경우도 세포 내 소기

관들이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핵 내에 고루 퍼져 있는 

바이러스 입자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포막이나 핵막 

역시 감염시키지 않은 세포처럼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아

데노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세포 구조를 보 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Ad-ΔE1B19로 감염된 세포는 세포 내 소기관들의 형

태를 구별하기 힘들었으며, 세포막이나 핵막 또한 심하게 찢겨져 있

는 세포괴사(necrosis)의 전형적인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 으나 염색

질(chromatine)들이 덩어리지면서 핵막 쪽으로 심하게 리는 세포고

사의 특징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세포고사의 또 다른 특

징인 세포막의 쭈그러짐 현상(membrane blebbing)이나 세포고사체

(apoptotic body)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Ad-wt으로 감염된 세포에서

도 염색질이 덩어리져 핵막 쪽으로 이동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

나 아주 낮은 빈도 고, 비정상적으로 핵이 비대해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염색질은 핵막 내에서 고루 퍼져 거의 정상적

인 핵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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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orphology of A549 cells infected with Ad-ΔE1, Ad-Δ

E1B19/55, Ad-ΔE1B19, Ad-ΔE1B55 or Ad-wt. Infections were 

performed at an MOI of 10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Micrographs of infected cells were taken at 4 days post-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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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lectron micrographs of uninfected (A, D) and infected 

A549 cells with Ad-ΔE1B19 (B, E) or Ad-wt (C, F) at 4 days 

post-infection. Cells were infected at an MOI of 10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presentative low power (× 4,400) (A, B, 

C) and high power (× 12,000) (D, E, F) image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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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감염시간에 따른 세포 살

상능 비교 검증

광학 현미경 및 전자 현미경 소견에서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 Ad-ΔE1B19/55와 Ad-ΔE1B19 바이러스로 감염된 경우

의 세포사멸 형태, 즉 세포막 및 세포 소기관의 형태가 현저하게 달

라지는 현상을 관찰하 다. 따라서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세포 살상

능이 바이러스 투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세포 사멸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

출하 다. Trypan blue 염색 시약은 살아있는 세포 내부로는 투입되

지 않기 때문에 밝은 빛을 띠면서 둥근 형태의 세포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반면, 죽은 세포는 생체막 등의 손실로 인하여 외부 물질의 

선택적인 투과가 일어나지 않아 남색으로 염색되게 된다. 즉, trypan 

blue 염색법은 세포의 생사를 구분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시험

법이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ΔE1B55와 Ad-wt의 감염 시

간에 따른 세포 살상 정도는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d-ΔE1로 감염

시킨 경우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매우 느리게 진행된 반면,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 Ad-ΔE1B19/55 바이러스는 감염 5일 후

부터 생존한 세포가 현저히 감소하다가 7일경에는 모든 세포가 사멸

되었다. 또한 oncolytic assay에서 가장 높은 사멸효과를 보인 Ad-Δ

E1B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감염 후 5일경에 모든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학 현미경 및 전자 현미경 실험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ΔE1B19/55와 Ad-ΔE1B19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시간에 따른 세포 살상능이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는 Ad-Δ

E1B55와 Ad-wt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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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ytotoxicity of E1B mutant adenoviruses in A549 cell 

lines. Cells were infected at an MOI of 10. At 1, 3, 5, 7 days 

post-infection, cells were harvested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trypan blue exclusion experiment.

7. 바이러스 생산량 비교

앞의 여러 실험들에 의해서 밝혀진 Ad-ΔE1B19 아데노바이러

스의 높은 세포 살상능이 감염 세포내에서의 더 높은 바이러스 생산

량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549 세포주를 아데노바이러스로 감

염시키고 1일, 3일, 5일, 그리고 7일 후에 감염된 세포와 배양액을 각

각 회수하여 바이러스의 역가를 산출하 다(Fig. 12). Ad-ΔE1B19 바

이러스로 감염된 세포와 배양액에서의 바이러스 역가가 가장 높게 검

출되었으며, Ad-ΔE1B19/55의 생산량은 Ad-ΔE1B19와 Ad-wt에 비해

서는 낮았지만 Ad-ΔE1B55에 비해서는 높았다. 또한, 전체 바이러스 

생산량 중 세포 밖으로 방출된 바이러스의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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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Viral production assay. Monolayers of A549 cells were 

infected with adenoviruses at an MOI of 10. The virus present in 

cell and supernatant was extracted at the indicated days 

post-infection, and viral titers were determined by limiting 

titeration assay.

Ad-ΔE1B55 또는 Ad-wt으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바이러스 총 생산량 

중 세포 밖으로 방출된 바이러스의 비율이 10% 미만인 반면,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 Ad-ΔE1B19 또는 Ad-ΔE1B19/55 바이

러스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감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방출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감염 7일경에는 바이러스 총 

생산량 중 약 80%의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방출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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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Virus release after infection with Ad-ΔE1B19/55, Ad-

ΔE1B19, Ad-ΔE1B55 or Ad-wt. The ratio of infectious particles in 

supernatant over total viral production (supernatant + cell pellet) 

was plotted.

8.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사멸 기전 검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후 E1A 단백질이 숙주세포 내에서 발현

되면, p53이 활성화되어 세포성장 중지(G0-G1 arrest) 또는 세포고사

(apoptosis)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아데노바이러스는 E1B19 kDa 

단백질을 발현하여 Bax나 Caspase 같은 세포고사를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유도하는 단백질들과 결합하거나 이들 단백질들을 유도하는 

기전을 방해해 세포고사를 억제하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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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B19/55, Ad-ΔE1B19, Ad-ΔE1B55 그리고 Ad-wt이 실제로 E1B 

19kDa 단백질 의존적으로 세포고사를 억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가. TUNEL assay를 이용한 세포 사멸 검증

A549 세포주를 10 MOI의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2일 

후 TUNEL assay를 시행하여 세포 내 DNA 절편화를 관찰하 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세포고사 유도화학물질인 CPT를 1 μM 처리

한 경우에는, 전체 세포의 약 26% 세포들이 갈색으로 염색되었다. 

Ad-wt에 의해 감염된 경우는 약 5% 미만의 세포들이 진한 갈색으로 

염색된 반면, Ad-ΔE1B19의 경우는 47% 정도의 세포들이 진한 갈색

으로 염색되어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을 때 보다 높은 빈

도로 세포고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Table 

2). Ad-ΔE1B19/55의 경우는 Ad-ΔE1B19보다는 낮은 빈도(20%)로 염

색되었지만, Ad-wt과 Ad-ΔE1B55(6%)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빈도의 

세포고사를 유도하 다.

나. DNA 절편화 assay를 이용한 세포 사멸 검증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을 U343 뇌암 세포주에 감염시

키고 2일 뒤에 감염된 세포의 유전체를 분리하여 agarose gel 전기

동한 결과, E1B19 kDa이 결손된 Ad-ΔE1B19/55와 Ad-ΔE1B19 아데

노바이러스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세포고사의 또 다른 일반적 특징인 

히스톤 단위로 분절화된 DNA 조각들, 즉 DNA 절편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 또는 

E1B19 kDa을 발현하는 Ad-ΔE1B55와 Ad-wt로 감염된 세포에서는 

DNA 분절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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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UNEL staining in A549 cells. At 4 days after 

treatment without (untreated) or with 1 μM of CPT, Ad-Δ

E1B19/55, Ad-ΔE1B19, Ad-ΔE1B55 or Ad-wt at an MOI of 2, 

apoptotic cells were detected by labeling with DAB using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counter-stained with methyl green). 

Brown staining indicates positive staining for DNA strand 

breakage, and arrows indicate positive staining. Representative 

fields of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are shown. Original 

magnifications were × 100 and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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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an percentage of apoptotic cells induced by each 

treatment. The number of brown stained cells per 400 cells was 

counted.

Figure 15. DNA fragmentation analysis. U343 cells were treated 

without (lane 2) or with CPT at a final concentration of 1 μM 

(lane 3). Cells were also treated with E1B mutant adenoviruses 

along with Ad-ΔE1 and Ad-wt as controls (lane 4 ∼ 8). The cells 

were harvested at 2 days post-treatment and the formation of 

DNA ladder was monitored by electrophoresis on 1.5% agarose gel.

Apoptotic cell ratio (%)

Untreated < 1.0

CPT (1 μM)  25.8

Ad-ΔE1B19/5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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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I 염색과 유세포 분석을 통한 세포 사멸 검증

세포고사의 또 다른 일반적 특징은 DNA가 무작위적으로 절

편화되어 나타나는 subG1 세포군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일반

적인 세포배양 조건에서는 G1, S, 그리고 G2/M기에 해당되는 세포군

들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지만, 세포고사가 진행 중인 세포들은 염

색체들이 작은 절편으로 나뉘어져 subG1 peak가 증가된다. Fig. 16에

서 볼 수 있듯이,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세포에서는 4일이 경과되어

도 subG1 세포군들이 약 2.2.%로 매우 낮게 유지된 반면에, CPT를 

처리한 경우에는 CPT 처리 후 2일경부터 subG1 세포군의 비율이 증

가하여 4일경에는 전체 세포의 약 93% 이상이 subG1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d-ΔE1B19/55나 Ad-ΔE1B19로 감염된 경우

에는 CPT를 처리한 것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 후 2일경부터 subG1 

세포군들이 증가하여 4일경에는 subG1 세포군이 각각  53.5%나 

67.5%로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E1B19 kDa 단백질을 발현하는 2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들(Ad-ΔE1B55, Ad-wt)로 감염된 경우에는, 바

이러스 감염 후 4일이 경과하여도 각각 2.9%, 3.2%의 낮은 비율로 

subG1 세포군들이 유지되었다.

라. Annexin V/PI 이중 염색과 유세포 분석을 통한 세포 

사멸 기전 검증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종양 세포의 세포고사 진행정도를 

Annexin V와 PI 이중 염색법으로도 확인하 다. 일반적으로 세포고

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세포막 안쪽에 주로 존재하는 

phosphatidylserine(PS)은 세포막 밖으로 유출되게 되는데, Annexin 

V는 세포고사 초기에 세포막 밖으로 유출되어 나온 PS를 검출할 수 

있는 반면에 PI는 세포사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세포막의 파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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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FACS analysis. A549 cells were infected with Ad-ΔE1, 

Ad-ΔE1B19/55, Ad-ΔE1B19, Ad-ΔE1B55, Ad-wt at an MOI of 10 

or treated with CPT. At 24, 48, 72, or 96 hours post-infection, 

cells were harvested and stained with PI. The stained cells were 

analyzed in a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The values in each 

panel represent the % of sub G1 population. Data shown are 

representative fluorescence higstogram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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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가 세포내로 들어가 핵내에 있는 chromatin과 결합할 수 있어 세포

괴사(necrosis)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nnexin V에 음성

반응(-), PI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Annexin V
-
/PI

-
)는 건강한 

세포를 의미하며, Annexin-V
+
/PI

-
는 세포고사가 일어난 세포, 그리고 

PI
+
 세포는 세포괴사가 일어난 세포를 의미한다. Fig. 17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고사 유도물질인 CPT를 처리한 경우에는 약 76.0%의 세

포들(Annexin V
+
/PI

-
)이 세포고사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 으며, Ad-Δ

E1B19/55 또는 Ad-ΔE1B19 바이러스로 감염된 경우에도 각각 79.9%

와 83.6%의 높은 빈도로 세포고사가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Ad-ΔE1B55 또는 Ad-wt로 감염된 경우에는 각각 

15.5%와 16.0%의 세포들에서만 세포고사가 유도되었고, 세포괴사나 

세포고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강한 세포군(Annexin V
-
/PI

-
)의 비율이 

각각 58.5%, 40.5%로 높게 유지됨을 확인하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에서 진행한 몇 가지 세포고사 분석을 통하여, 세포고사 억제제의 기

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E1B19 kDa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각 바이러

스들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세포사의 진행경로가 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Ad-ΔE1B19 아데노바이러스는 암세포 내에서 자가 증

식하여 암세포를 살상할 뿐만 아니라 세포고사를 함께 유도함으로써 

보다 빠른 살상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마.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에 따른 세포 사멸 

기전 검증

세포고사가 진행되면 세포질의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가 생기며
43
 이를 감지할 수 있는 ApoAlert mitochondrial 

membrane kit로 염색하여 세포고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Hep3B 

와 A549 세포주를 Ad-ΔE1B19 또는 Ad-wt로 각각 감염시키고 감염

시간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를 관찰하 다(Fi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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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nalysis of Annexin V-FITC/PI fluorescence. Cells 

were infected with Ad-ΔE1B19/55, Ad-ΔE1B19, Ad-ΔE1B55, or 

Ad-wt, or treated with CPT (1 μM). Cell pellets were resuspended 

in 100 μl binding buffer and then reacted with Annexin V-FITC 

and PI (5 μl each), respectively, at room temperature. The stained 

cells were then analyzed in a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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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Measurement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Hep3B or A549 cells were infected with Ad-ΔE1B19 or Ad-wt, an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was measured using ApoAlert 

mitochondrial membrane sensor kit (Clontech). In apoptotic cells,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s are altered, and MitoSensor 

cannot accumulate in the mitochondria. It remains as monomers in 

the cytoplasm, and fluoresces green. But, mitochondria containing 

MitoSensor aggregates are detectable in the PI channel. Thus, 

apoptotic cells were detected in the FITC channel as Mito Sensor 

mon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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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ΔE1B19로 감염된 Hep3B와 A549 세포주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이 점점 증가하 다. Ad-wt로 감염

된 Hep3B 세포주에서는 감염 초기에는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가 Ad-ΔE1B19에 의해 감염된 경우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감염 후 4일 경에는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가 크게 증가하

여 Ad-ΔE1B19로 감염되었을 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potential 변화

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Ad-wt을 A549에 감염시킨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Ad-wt 아데노바이러스를 p53 관련 신호전달 기전이 정상

적인 세포주(A549)에 감염시킨 경우에는 Ad-wt에 의해 발현되는 

E1B 19kDa의 세포고사 억제 기능으로 세포고사로 진행되는 것이 저

해되어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지만, p53이 

돌연변이 된 세포주(Hep3B)에 감염시킨 경우에는 p53 비의존적으로 

세포고사가 유도되어 미토콘드리아 막의 potential 변화가 감염후기에 

크게 증가하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 E1B 19kDa이 선

택적으로 결손된 Ad-ΔE1B19 아데노바이러스를 종양 세포에 감염시

킬 경우에는 p53 관련 신호전달체계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관계없이 

세포고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9. Bcl2를 과발현하는 세포주에서의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

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검증

앞서 진행된 일련의 실험들을 통하여, E1B19 kDa 발현이 억

제된 아데노바이러스들(Ad-ΔE1B19/55와 Ad-ΔE1B19)의 우수한 암세

포 살상능과 세포고사 유도, 그리고 주변 세포로의 보다 빠른 확산에 

따른 세포 살상능 증대 효과를 검증하 다. 이러한 E1B19 kDa 결손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증대된 세포 살상능 효과 및 세포고사 유도 현상

이 E1B19 kDa 단백질의 결손에 따른 효과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 47 -

E1B19 kDa와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Bcl2 단백질을 

과발현하는 세포주에 E1B19 kDa 결손 아데노바이러스들을 감염시켜 

이들의 증대된 세포살상능이 상쇄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가.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능 비교 검

증

A549 세포주와 Bcl2가 과발현되는 A549/Bcl2 세포주에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을 각각 감염시키고, 세포 살상능을 비교하

다. Fig. 19에서 볼 수 있듯이, A549 세포주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Ad-ΔE1B19/55의 세포 살상능이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

능과 거의 유사한 반면, Ad-ΔE1B55의 세포 살상능은 야생형에 비해 

약 5 배 정도 낮았다. 그리고 Ad-ΔE1B19는 Ad-wt 보다 약 20 배 이

상의 높은 세포 살상을 유도하 다. 그러나 Bcl2를 과발현하는 

A549/Bcl2 세포주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E1B19 kDa을 발현하지 않는 

Ad-ΔE1B19/55와 Ad-ΔE1B19의 세포 살상능이 크게 낮아져 Ad-Δ

E1B55의 세포 살상능과 거의 유사하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1B19 

kDa을 발현하는 두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Ad-ΔE1B55, Ad-wt)의 세

포 살상능은 A549에서의 살상능과 거의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E1B19 kDa를 발현하지 않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증대된 세포 살

상능이  Bcl2의 발현으로 인해 완전히 상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전자 현미경적 소견

Fig. 9와 Fig. 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ΔE1B19 또는 

Ad-wt로 감염된 A549 세포는 세포 사멸 모양이 확연히 달라지며 특

히 세포막이 완전히 찢겨진 형태로 사멸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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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ytotopathic effects of E1B mutant adenoviruses in 

A549 and A549/Bcl2 cells. Monolayers of cells were infected at an 

MOI of 0.1 to 10 with different adenoviruses, as indicated above 

the columns. Replication incompetent adenovirus, Ad-ΔE1, served 

as a negative control. When cells infected with any kind of 

adenoviruses were completely lysed, the remaining cells on the 

plate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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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Bcl2를 과발현하는 세포를 Ad-Δ

E1B19/55 또는 Ad-ΔE1B19로 감염시킨 경우 세포막 및 세포내 소기

관들의 형태가 변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Fig. 20A에서 볼 수 있듯이, Ad-ΔE1B19/55 또는 Ad-ΔE1B19로 

감염된 A549 세포주는 바이러스의 조립(assembly)이 핵 내에서 진행

되면서 세포막 및 세포 소기관이 심하게 찢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반면, Ad-wt로 감염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왕성히 복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막에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아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 다. 그러나 A549/Bcl2 세포주에 각

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경우(Fig. 20B)에는 세포 소기관의 변화나 

세포막의 손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특히 E1B19 kDa이 결손된 

아데노바이러스와 Ad-wt로 감염시킨 경우에 모두 비슷한 세포 형태

를 나타내었다
44,45
. 

다.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생산능 비교

Fig. 12와 Fig. 1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1B19 kDa 및 

E1B55 kDa의 유무에 따라 아데노바이러스의 총 생산량이 달라지고, 

또한 E1B19 kDa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을 때 세포 외부로 방출되는 

바이러스의 비율이 훨씬 증가함을 관찰하 다. 따라서 E1B19 kDa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Bcl2를 과발현하는 세포에서는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총 생산량 및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바이러스의 

비율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549와 A549/Bcl2 세포주를 각

각의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세포 내와 세포 밖으로 방출된 바

이러스의 역가를 산출하 다(Fig. 21) A549 세포주를 Ad-ΔE1B55 또

는 Ad-ΔE1B19/55로 감염시키고 7일 후 각각 3.2 × 10
5
 PFU와 8.0 × 

10
7
 PFU의 바이러스가 생산되어 Ad-ΔE1B19/55의 총 바이러스 생산

량이 약 200배 이상 높은 반면, A549/Bcl2 세포주를 감염시킨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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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Electron micrographs of Ads-infected A549 or 

A549/Bcl2 at 4 days post-infection. Cells were infected at an MOI 

of 10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Original 

magnifications were × 7,800 and ×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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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Viral production assay of Ads-infected A549 or 

A549/Bcl2. Monolayers of cells were infected with adenoviruses as 

indicated in a square box at an MOI of 10. Each virus present in 

cell and supernatant was extracted at the indicated days 

post-infection, and viral titers were determined by limiting 

titeration assay.

는 두 바이러스 모두 5.1 × 105 PFU의 바이러스를 생산하여 바이러

스 총 생산량이 동일하 다. 또한, Ad-ΔE1B19 또는 Ad-wt을 A549 

세포주에 감염시킨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후 7일에 각각 8.0 × 108 

PFU와 6.3 × 106 PFU의 바이러스가 생산되어 Ad-ΔE1B19 총 바이러

스 생산량이 약 120배 이상 높은 반면, A549/Bcl2 세포주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각각 6.8 × 106 PFU와 8.0 × 106 PFU의 바이러스가 생산되

어 바이러스 총 생산량이 거의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

로, A549 세포주를 E1B19 kDa을 발현하지 않는 두 종류의 바이러스

(Ad-ΔE1B19/55, Ad-ΔE1B19)로 감염시킨 경우에 세포 밖으로 방출되

는 바이러스의 비율이 E1B19 kDa을 발현하는 바이러스(Ad-ΔE1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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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wt)를 감염시킨 경우에 비해 약 200 - 2,000배 이상 증가하지만, 

A549/Bcl2 세포주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바이러

스의 비율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10.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검

증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Ad-ΔE1B19/55, Ad-ΔE1B19, 

Ad-ΔE1B55, 또는 Ad-wt)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Hep3B 세포주(1 × 10
7
)를 누드마우스의 복부 피하에 주사한 후 

종양의 크기가 약 70 ∼ 80 mm
3
로 성장하 을 때 아데노바이러스를 

5 × 10
8
 PFU의 역가로 이틀 간격으로 3회 종양 내로 투여한 후 종양

의 성장을 관찰하 다(Fig. 22). UV로 불활성화된 아데노바이러스를 

주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투여 후 35일경에 종양의 크기가 약 6000 

mm
3 
이상으로 종양이 급격히 성장한 반면,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

스를 각각 투여한 경우에는 종양의 성장이 크게 억제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Ad-ΔE1B19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경우의 항종양 

효과가 가장 우수하 으며, E1B19 kDa와 E1B55 kDa 유전자가 결손

된 Ad-ΔE1B19/55 바이러스의 항종양 효과가 E1B55 kDa만 결손된 

바이러스인 Ad-ΔE1B55보다 높았다. 특히, Ad-ΔE1B19와 Ad-Δ

E1B19/55 아데노바이러스를 각각 투여한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10-17일 경에 6 마리의 생쥐들 중 각각 2마리(Ad-ΔE1B19)와 1마리

(Ad-ΔE1B19/55)의 생쥐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

고, 2달이 지나도 종양의 재성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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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nti-tumor effects of replicating adenoviruses against 

Hep3B tumors in male athymic nude mice. Tumors were 

established by subcutaneous implantation of 1 × 107 cells and 

allowed to grow to an average size of 60 ∼ 70 mm3. Animals 

with established tumors were randomized into four treatment 

groups of six animals each and treatment was initiated (day 1). 

Each group received intratumoral injection of adenovirus (5 × 108 

PFU of adenovirus in 50 μl of PBS) on days 1, 3, and 5 (vertical 

arrows). Tumor growth was monitored on a 2- to 3-day interval 

by measuring the short length (w) and long length (L) of the 

tumor. Tumor volume was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formula: volume = 0.523 x L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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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생체 내 독성 검증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종양 내에 직접 주사 하 을 때 

생체 내에서 유발될 수 있는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직병태학적 검

사와 혈청화학 검사를 시행하 다. 이를 위하여, 먼저 Hep3B 세포주

를 누드마우스에 접종한 후 형성된 종양에 세포 살상능 및 항종양 효

과가 가장 우수한 Ad-ΔE1B19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하고 7일 뒤에 

간, 신장, 그리고 폐 조직을 각각 적출하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하여 조직의 상태를 비교하 다(Fig. 23). Ad-ΔE1B19를 투여한 

경우, 세포핵의 비대, kupffer 세포의 증식, 염증 반응 및 세포고사가 

진행되는 세포 등과 같은 이상적 소견을 보이는 세포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혈청 내 존재하는 여러 기관들의 효소 반응들도 살펴본 

결과(Table 3), Ad-ΔE1B19를 투여한 누드마우스의 간기능(SGOT, 

SGPT,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albumin), 신장기능

(BUN, creatine), 그리고 전해질 및 기타의 성분들(Na, K, Cl, Ca, 

glucose)들의 수치가 정상 대조군 마우스의 혈청 내 수치와 유사하여 

여러 기관들의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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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Histological analysis (H&E staining) of Hep3B tumor 

bearing mice treated with Ad-ΔE1B19 adenovirus. No lesions were 

found in the liver, kidney or lung in all animal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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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lood analysis.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animals at 7 days after the last of the three sequential 

intratumoral treatment (5 × 108 PFU of Ad-ΔE1B19). Blood 

analysi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each group.

ALP stands for alkaline phosphatase, T-bili for total bilirubin, 

Cr for creatinine.

description test unit untreated Ad-ΔE1B19

liver

function

SGOT U/L 115 84

SGPT U/L 29 29

ALP U/L 360 237

T-bili mg/dl 0.4 0.4

albumin g/dl 2.8 2.6

kidney 

function

BUN mg/dl 32.5 20.5

Cr mg/dl 1 0.6

Ca mg/dl 9.6 11.2

electrolyte 

& others

Na mEq/l 145 134

K mEq/l 7.6 5.5

Cl mEq/l 103 101

glucose mg/dl 16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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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1B55 kDa 유전자의 결손에 따른 종양 선택적 살상능 

검증

선행된 일련의 실험들에서 E1B19 kDa이 선택적으로 결손된 

Ad-ΔE1B19 바이러스의 우수한 종양 세포 살상력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Ad-ΔE1B19는 감염된 세포에서 세포고사 유도 및 주변 종양 세포

로의 빠른 확산을 통한 증진된 항종양 효과를 유도되지만 E1B55 kDa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 감염될 경우에도 

바이러스 복제가 왕성히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p53-의존적 복제능과 이에 따른 암

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p53이 돌연변이된 C33A 인

체 자궁암 세포주와 173WE 정상 세포주를 각각의 E1B 변이형 아데

노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2일 뒤에 아데노바이러스의 E1 단백질의 발

현량을 관찰하 다. Fig. 24에서 볼 수 있듯이, C33A 암 세포주의 경

우에는 Ad-ΔE1을 제외한 모든 E1B 변이형 바이러스에 의하여 E1A 

단백질들이 다량 발현된 반면, 정상 세포에서는 Ad-ΔE1B19로 감염된 

경우에만 E1A이 발현되고 다른 두 종류의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

스들로 감염되었을 때는 E1A가 전혀 발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E1B55 kDa이 결손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정상 세포가 감염되면  

정상 세포에 존재하는 p53이 활성화되어 바이러스 복제가 억제됨을 

의미한다. 

앞서 진행된 실험들을 통하여, E1B55 kDa만 결손된 Ad-Δ

E1B55 아데노바이러스보다 E1B55 kDa과 더불어 E1B19 kDa이 함께 

결손된 Ad-ΔE1B19/55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능이 우수함을 확

인한 바 있다. 따라서 우수한 세포 살상능을 가진 Ad-ΔE1B19/55 아

데노바이러스의 p53-의존적 암세포 선택적 살상능을 확인하기 위하

여, p53이 정상적인 정상 세포주(Chang, 173WE), p53이 정상적인 종

양 세포주(SK-Hep1), 그리고 p53 유전자가 결손 혹은 돌연변이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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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ancer cell-specific E1A expression of E1B55 

kDa-deleted replication-competent Ads. Cervical cancer (C33A) or 

normal (173WE) cells were infected with E1B mutant adenoviruses 

at an MOI of 10. After 24 hours, cell lysates were subject to 

immunoblot analysis with an E1A polyclonal antibody. β-actin was 

used as a quantit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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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p53-dependent cytopathic effects of Ad-ΔE1B19/55 

adenovirus. Cancer (Hep3B, C33A, and SK-Hep1), and normal 

(Chang, 173WE) cells were plated on 24-well plate. Cells were 

then infected with Ad-ΔE1B19/55 at an MOI of 0.1 to 10. When 

any kind of cell lines infected with Ad-ΔE1B19/55 was completely 

lysed, the surviving cells on the plate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Data shown are from representative 

experiments.

양 세포주(Hep3B, C33A)를 Ad-ΔE1B19/55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시

키고 세포살상 효과를 비교 검증하 다. Fig. 25에서 볼 수 있듯이, 

Ad-ΔE1B19/55 바이러스는 Hep3B와 C33A에서 높은 세포살상을 유도

한 반면 Chang, 173WE 및 SK-Hep1 세포주에서는 세포살상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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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B19 kDa 유전자의 결손에 따라 감염된 세포 내에서의 세포고사 유

도 및 인접 세포로의 빠른 확산으로 우수한 세포 살상능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1B55 kDa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하여 p53 단백질 

의존적인 복제 및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13.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종양 세포 및 정상 세포 

살상능 비교 검증

아데노바이러스 E1A는 감염 직후 가장 먼저 발현되는 단백질

로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이며,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pRb와 결합하

여 E2F-pRb 복합체로부터 E2F의 해리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세포

주기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들의 전사를 촉진시킨다. 그러

나 종양 세포에서는 pRb 유전자의 변이 및 Rb와 관련된 신호 전달 

체계(p16
ARF
/pRb/E2F 등)가 손상되어 E1A가 pRb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더라도 활발한 세포 주기가 진행되며, 그 결과 바이러스의 활발한 

증식이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53 의존적 복제능을 가지고 

있는 E1B55 kDa 유전자 결손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선택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E1A의 pRb 단백질과의 결합 부위가 다양한 형태

로 돌연 변이된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제작 및 생산하고, 이들 E1A 변

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종양 세포 살상 효과 및 정상 세포에서의 

선택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작한 11 종류의 E1A 변이

형 아데노바이러스들(Ad-E1mt#1∼#11)(Fig. 26)의 종양 세포 살상능

을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인체 종양 세포주들(Hep3B, 

C33A, A549, U343)을 각각의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아데노바

이러스의 증식능에 따른 세포 살상을 관찰하 다. 복제 불능 바이러

스인 Ad-ΔE1과 야생형인 Ad-wt를 각각 음성 대조군과 양성 대조군

으로 사용하 으며, 또한 p53 의존적으로 세포를 살상할 수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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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E1A-mutant adenoviruses. 

A schematic outline of deletions or substitutions introduced into 

the adenovirus genome is shown. ITR, inverted terminal repeat. Ψ, 

packaging signal. ΔE3, deletion of E3 region (28592-30470 bp). 

Black box, substitution of Glu (E) with Gly (G). Gray box, deletion 

of 7 amino acids in CR2. Hatched box, deletion of 31 amino acids 

(CR1). Checked box, substitution of 7 amino acids (DLTCHEA) 

with 7 glycines (GGGGGGG). Spotted box, substitution of Cys (C) 

with Gly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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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B55 바이러스를 비교 실험 

대조군으로 사용하 다. 

Fig 2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대조군으로 감염된 세포들

에서는 바이러스의 복제가 일어나지 않아 세포 살상 효과가 전혀 관

찰되지 않았으나,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로 감염된 종양 세포들

에서는 각각 다른 정도의 세포 살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 중 31개의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유전

자들이 결손된 Ad-mt#3, #5, #8, #11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은 모든 

종양 세포주들에서 현저히 낮은 세포 살상능을 유도하 다. 이에 반

해서, E1A 유전자의 CR1 또는 CR2 부위 중 하나 또는 두개의 아미

노산이 glycine으로 치환된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mt#1, #9, #10들과 

일곱 개의 아미노산이 결손 또는 glycine으로 치환된 Ad-mt#2, #4, 

#6, #7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은 야생형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암

세포 살상능을 유도하 다. 

종양 세포 살상능이 비교적 높은 Ad-mt#1, #2, #4, #6, #7, #9, 

#10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의 복제능과 이에 따른 세포 살상능이 

인체 정상 세포주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 

아데노바이러스들을 각각 BJ, 173WE, MRC5와 같은 정상 세포주들에 

감염시킨 후 그 살상 효과를 관찰하 다(Fig. 27B). BJ 정상 세포주에

서는 Ad-mt#6과 Ad-mt#10을 제외한 모든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

스들의 세포 살상능이 Ad-wt에 비해 낮았으며, 173We 세포주에서는 

Ad-E1mt#7과 Ad-E1mt#9 아데노바이러스만이 Ad-wt에 비해 낮은 

세포 살상능을 유도하 다. 그리고 MRC5 세포주에서는, Ad-E1mt#6

과 Ad-E1mt#10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세포 살상능이 Ad-wt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Ad-E1mt#7의 세포 살

상능이 이들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Ad-E1mt#7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는 여러 종류의 종양 세포주들에

서는 매우 높은 살상능을 유도하는 반면 정상 세포주들에서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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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Cytopathic effects of E1A-mutant adenoviruses. 

Monolayers of cells were infected with E1A-mutant adenoviruses 

at an MOI of 0.1 to 10 in cancer cell lines (A) or 1 to 100 in 

normal cell lines (B) and cell killing was allowed to proceed for 

8-12 days, followed by crystal violet staining to detect live 

cells. Replication-incompetent adenovirus, Ad-ΔE1, and wild-type 

adenovirus, Ad-wt, served as negative and positive contro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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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능이 현격히 감소하여 종양세포 선택적 살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Ad-E1mt#7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는 암세포 특이

적 살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진 대조군 Ad-ΔE1B55 아데노바이

러스보다도 정상 세포에서의 살상능이 감소하여 암 세포 선택적 살상

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14.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종양 세포 선택적 살

상능 검증

E1B19 kDa이 결손된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B19는 세포 

살상능이 야생형보다도 훨씬 우수하지만 정상 세포에서도 복제되어 

암세포 선택적 살상을 유도할 수 없다. 반면, E1B19 kDa와 함께 

E1B55 kDa이 결손된 Ad-ΔE1B19/55 아데노바이러스는 E1B55 kDa만 

결손된 Ad-ΔE1B55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서 보다 우수한 암세포 선

택적 살상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작한 

Ad-E1mt#7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선택적 살상능을 더욱 

개선할 목적으로, Ad-E1mt#7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의 E1B55 kDa 

유전자와 E1B19 kDa 유전자들을 결손시켜 Ad-ΔB7 종양 특이적 살

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 다(Fig. 28A). 제작된 Ad-ΔB7 아데노바

이러스의 종양 세포 및 정상 세포에서의 살상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음성대조군으로서 Ad-ΔE1과 실험대조군으로서 Ad-ΔE1B55, 

Ad-E1mt#7, 그리고 Ad-wt 아데노바이러스들과 함께 Ad-ΔE1B를 여

러 농도의 역가로 세포들에 감염시킨 후 세포 살상 정도를 비교 관찰

하 다(Fig. 28B).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암세포주들(Hep3B, C33A, 

A549, U343)에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는 Ad-ΔE1B55 아데노바이

러스에 비해 약 5-50배 정도 높은 세포 살상을 유도하 으며,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인 Ad-wt와는 거의 유사하거나 약 5배 정도 빠른 세

포 살상을 유도하 다. 이에 반하여 정상 세포주들(BJ, 173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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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ancer cell-specific cytopathic effect of Ad-ΔB7. A.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d-ΔB7. Cancer (B) or normal (C) cell 

lines were infected with Ad-ΔE1, Ad-E1mt#7, Ad-ΔE1B, Ad-ΔB7, 

Ad-ΔE1B55, or Ad-wt at indicated MOIs. Attached cells were then 

stained with 0.5% crystal violet in 50% methanol when the cells 

infected with any kind of adenovirus were 50% de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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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5)에서는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능이 Ad-wt 아데

노바이러스에 비해 약 10-100 배정도 낮았으며, 암세포 선택성이 있

는 대조군인 Ad-ΔE1B55 아데노바이러스보다도 약 5-20배 정도 낮았

다(Fig. 28C).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Ad-ΔB7 아데노바이러

스의 세포 살상능은 Ad-ΔE1B55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 암 세포들에

서는 증가된 반면 정상 세포들에서는 감소하여, Ad-ΔB7 아데노바이

러스의 우수한 암세포 선택적 살상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 MTT 분석에 따른 세포 생존율 비교 분석

E1B 유전자들의 유무, 혹은 E1A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따른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 시간에 따른 세포 살상을 정량화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암세포주들(Hep3B, C33A, A549, U343)과 정상 세포주들

(BJ, 173WE, MRC5)을 Ad-ΔE1B55, Ad-ΔE1B, Ad-E1mt#7, Ad-wt와 

같은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와 음성 대조군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로 각각 감염시킨 후 일정시간 간격으로 MTT 분석을 시행하

여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 다(Fig. 29). 각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세포 생존율은 각각의 세포주에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

포 생존율을 100%로 환산하여 상대 비교하 다. 복제 불능 아데노바

이러스인 Ad-ΔE1을 처리한 모든 세포주에서는 바이러스 복제에 따른 

세포 살상이 유도되지 않아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주와 유사

한 수준의 세포생존율을 보인 반면,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을 

투여한 암 세포주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 사멸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는 야

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인 Ad-wt과 유사하거나 보다 빠른 암 세포 살상

을 유도하 다. 이에 반하여, 정상 세포주들에서는 Ad-ΔB7 아데노바

이러스의 세포살상능이 현저히 감소하여 암세포 특이적 세포 살상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BJ, 173WE,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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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ancer cell-specific killing of Ad-ΔB7. Monolayers of 

cancer (A) and normal (B) cells were infected with Ad-ΔE1 (○), 

Ad-E1mt#7 (▲), Ad-ΔE1B (△), Ad-ΔB7 (×), Ad-ΔE1B55 (■), or 

Ad-wt (□) at an MOI of 2 (Hep3B), 5 (C33A), 10 (A549, U343) 

20 (173WE, MRC5) or 50 (BJ). Untreated cells were served as a 

negative control (●). Viable cells were analyzed by MTT assay, 

and results are the mean of triplic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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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MRC5 세포주에 각각 50, 20, 20 MOI로 감염시킨 경우, 바이러

스 감염 후 약 20, 16, 12일 경에도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생존하여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주의 생존율과 비슷한 정도의 높은 세

포 생존율을 관찰하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상 세포주들을 Ad-wt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시킨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후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BJ, 173WE, MRC5 세포

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후 12-20일 경에 각각 약 40%, 35%, 

40%의 세포들만이 생존함을 관찰하 다. 실험대조군으로 사용한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ΔE1B55, Ad-ΔE1B, 또는 

Ad-E1mt#7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BJ, 173WE, MRC5 세포주들에서 

약 60-90%의 세포 생존율이 관찰되어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에 비

하여 정상 세포주들에 대한 세포살상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들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이 기존의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Δ

E1B55, Ad-ΔE1B, 또는 Ad-E1mt#7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16.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세포 선택적 복제능 검

증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선택적 복제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해, 여러 종류의 인체 종양 세포주들과 정상 세포주들을 Ad-Δ

E1, Ad-ΔE1B55, Ad-ΔE1B, Ad-E1mt#7, Ad-ΔB7, 또는 Ad-wt 아데

노바이러스로 각각 감염시키고,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현되는 파

이버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알아보았다. Fig. 30에서 볼 수 있듯이, 

Hep3B, C33A, A549, U343과 같은 종양 세포주들에서는 Ad-ΔE1 바

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아데노바이러스들의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 파

이버 단백질이 다량으로 발현된 반면, 정상 세포주들에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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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Western blot analysis showing that Ad-ΔB7 expresses 

fiber protein in cancer cells, but not in normal cells. Cancer cells 

(Hep3B, C33A, A549 and U343) were infected with 10 MOI of Ad-

ΔE1, Ad-E1mt#7, Ad-ΔE1B, Ad-ΔB7, Ad-ΔE1B55 or Ad-wt. Normal 

cells (BJ, 173WE and MRC5) were infected with 100 MOI of each 

virus. At 48 hours post-infection, total cell lysates were analyzed 

for fiber protein using a fiber specific monoclonal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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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발현 양상이 관찰되었다. 종양 세포 특이성이 없는 Ad-wt 아

데노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감염된 모든 정상 세포주들에서 파이버 단

백질이 높게 발현되어 바이러스의 복제가 활발히 일어남을 확인하

다. 이에 반하여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된 모든 정상 세포주

들에서는 파이버 단백질이 전혀 발현되지 않아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조군 아데노바이러스들(Ad-mt#7, 

Ad-ΔE1B, Ad-ΔE1B55)을 감염시킨 몇 몇 정상 세포주들(BJ, 173WE, 

MRC5)에서는 파이버 단백질이 발현되어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

인하 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세

포 특이적 복제능이 본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비교한 여러 종양 특이

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들(Ad-mt#7, Ad-ΔE1B, Ad-ΔE1B55) 보다 훨

씬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앞서 진행한 종양 

세포 특이적 살상능 검증 실험들(CPE assay와 MTT assay)에서 확

인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우수한 종양 세포 특이적 살상능이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에 기인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17.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과 Ad-ΔB7 아데노바이러스

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비교 검증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C33A 세포주를 누드마우스의 복부 피하에 주사하고 형성된 

종양에 5 × 10
7
 PFU의 Ad-ΔE1B 또는 Ad-ΔB7를 이틀 간격으로 3번 

종양 내 투여한 후 종양의 성장을 관찰하 다. 본 실험에서는 암세포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B와 Ad-ΔB7의 항종양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앞서 진행된 항종양 효과 실험에 비해 50배 낮은 

역가의 바이러스를 사용하 다. 음성 대조군인 PBS를 투여 받은 생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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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40일 이후에 종양의 용적이 약 2000 mm
3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하 으나,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B 또는 Ad-ΔB7을 주사한 경우에는 종양의 성장이 크게 지연

됨을 확인하 다(p<0.01). 즉, Ad-ΔE1B 또는 Ad-ΔB7 아데노바이러스

를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41일에 종양의 용적이 

각각 1042.7 ± 264.5 mm
3
와 446.9 ± 122.3 mm

3
로, 이들 아데노바이러

스의 뚜렷한 항종양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p<0.05)(Fig. 31). 또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총 9 마리의 마우스들 중 2 마리는 

바이러스 투여 후 25일과 30일 경 이후에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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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nti-tumor effects of Ad-ΔB7 adenovirus against C33A 

xenografts in male athymic nude mice. C33A, human cervical 

cancer cells (1 × 10
7
) were injected into abdominal subcutaneous of 

nude mice. Mice were randomized into three treatment groups of 

seven animals each when the size of established tumor was about 

70 ∼ 80 mm
3
 volumes, and treatment was initiated (day zero). 

Each group received intratumoral injection of PBS, Ad-ΔE1B (5 × 

10
7
 PFU in 50 μl of PBS), or Ad-ΔB7 (5 × 10

7
 PFU in 50 μl of 

PBS) on days 0, 2 and 4 (vertical arrows). Volumes of tumor were 

measured with a caliper at an interval of 2 or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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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가 새로운 암 유전자 치료법으로 대

두된 이후 현재 이를 이용한 임상시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13,22,46,47
. 암세포 내에서 복제하여 주변의 암세포로 확산하여 세포 살

상 효과가 도미노 현상과 같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잇점이 있는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는 기존의 일 세대 아데노바이러스인 증식 

불능 아데노바이러스보다 유전자 전달효율이 우수하나
44
, 야생형 아데

노바이러스에 비해 암세포 살상력이 현저히 낮은 단점이 있다. 최근

에 이루어진 여러 임상시험에서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가 인체에 

안전하며 항종양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낮은 암세포 

살상능으로 고농도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인체에 반복적으로 투여하여

야 하고 기존의 다른 항암요법들과 함께 병용치료를 하여야 하는 제

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21,22,46-50

.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의 E1B 구성 유전자들인 

E1B19 kDa와 E1B55 kDa를 각기 다르게 조합한 E1B 변이형 아데노

바이러스들을 제작하여 세포 살상능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 다

39,40
.

아데노바이러스가 정상 세포를 감염하면, 감염된 세포는 종양 

억제 단백질인 p53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이때 

E1B55 kDa 단백질이 p53 단백질과 결합하여 그 기능을 억제하는 역

할을 하며, 이에 따라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는 활발하게 증식을 하

여 궁극적으로 감염세포의 살상을 유도한다
19,20,24

. 하지만 E1B55 kDa 

유전자가 결손된 아데노바이러스가 정상 세포를 감염하면 이들 세포

에 있는 p53의 비활성화를 유도할 수 없어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

지만, p53이 유전적으로 변형되어 있거나 기능이 억제되어 있는 여러 

암세포들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궁극적으

로 암세포 특이적 살상을 유도하게 된다
10,11,40

.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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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E1B55 kDa 유전자의 기능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들이 항종양 

아데노바이러스로 개발되기 시작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E1B55 kDa 

유전자가 소실된 YKL-1(Ad-ΔE1B55)을 개발하여 암세포 특이적 증

식 및 살상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40
.

E1B55 kDa 유전자가 결손된 Ad-ΔE1B55 또는 

dl1520(ONYX-015) 아데노바이러스들은 p53의 돌연 변이나 결손
14
, 

mdm2의 과다발현
15,16
, HPV(human papilloma virus) 등의 감염으로 

인한 E6 단백질의 발현
18
, 그리고 p14

ARF
의 돌연 변이

17
 등으로 종양억

제 단백질인 p53이 비활성화된 암 세포주들에서 선택적인 항종양 효

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E1B55 kDa 단백질이 소실되어 있어 바이러

스 mRNA의 핵막으로의 이동이나 부수적인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해 실제로 낮은 효율의 아데노바이러스 증식이 일어나 그 치료효과

가 제한되고 있다
25,26
. 즉, E1B55 kDa는 아데노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복제에 필요한 유전자로서 이것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는 암세포 

내에서의 바이러스 증식이 제한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항종양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종양 특이적 살

상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E1B55 역시 종양 세포에서 생산되는 바이

러스의 역가가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 낮았으며 결과적으로 

세포 살상능이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보다 현격히 감소되었다
39
. 따라

서 E1B55 kDa 유전자의 소실은 암세포에 대한 특이적 살상능을 부여

하는 큰 잇점으로 작용하지만, 이로 인한 바이러스 복제능과 생산능

이 저하되어 이에 따른 세포 살상능의 감소는 항종양 효과를 감소시

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본 연구의 E1B55 kDa이 소실된 두 종류의 

E1B 변이형인 Ad-ΔE1B19/55와 Ad-ΔE1B55들의 세포 살상능이 야생

형 아데노바이러스인 Ad-wt과 E1B19 kDa의 기능이 상실된 Ad-Δ

E1B19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들은 암치료용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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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따른 암세포 살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E1B55 kDa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의 효과적인 

항종양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종양에 

대해 보다 빠른 바이러스의 증식과 효과적인 살상 효과를 유발시킴으

로써 앞서 기술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44,51
. 본 연구에서 

제작한 Ad-ΔE1B19 및 Ad-ΔE1B19/55 아데노바이러스는 E1B19 kDa

을 발현하는 Ad-ΔE1B5 아데노바이러스 보다 여러 종류의 인체 암 

세포주들에서 훨씬 우수한 세포살상을 유도하 으며, plaque 형성 검

증 실험에서도 주변세포로의 빠른 확산으로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 더 크고 더 많은 개수의 plaque들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세포고사가 증폭됨을 TUNEL assay와 DNA 절편화 실

험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 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형태 관찰에서

도 Ad-ΔE1B19에 의해 감염된 세포들이 세포고사의 활성으로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경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살상되었

으며 염색질이 덩어리져서 핵막 쪽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세포고사

의 단편적인 특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 중 Ad-Δ

E1B19와 Ad-ΔE1B19/55 아데노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증식에 의한 

세포살상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시 유도되는 E1A 단백질의 발

현에 의한 세포내 고사를 활성화하여 배가된 세포살상 효과를 나타내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Ad-ΔE1B19의 경우,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

는 E1B55 kDa의 역할로 세포 내에서의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히 일어

나고 E1B19 kDa 단백질의 결손에 의한 세포고사를 함께 유도함으로

서 가장 빠른 세포 살상을 유도하 다. 하지만 이는 또한, E1B55 kDa 

유전자에 의해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이 

결여되는 단점이 된다. 따라서 Ad-ΔE1B19 바이러스에 종양 세포 선

택적 살상능을 부여하려면 종양 특이적 프로모터를 이용한 바이러스 



- 76 -

증식 조절 또는 바이러스 외피 단백질을 종양 특이적 리간드로 대치

시키는 바이러스의 종양 표적화 등의 시도가 이루어져야한다
52,53,54

.

암세포에 대한 특이성의 부여는 E1B55 kDa 유전자의 결손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E1A 유전자의 

Rb의 결합부위를 결손시켜 Rb 유전자가 변이된 암 세포 내에서의 특

이적 증식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암세포 특이적 세포 살상능을 부여

할 수 있다
37,38,54

. 본 연구에서는 E1A 유전자 염기서열 중 Rb 단백질

과의 결합부위가 결손되거나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된 형태의 각기 

다른 11 종류의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제작하고, 이들 아데

노바이러스들의 종양 세포 살상능을 비교 검증하 다. CPE assay를 

시행한 결과, E1 유전자의 CR1 부위에 있는 31개 아미노산을 코딩하

는 유전자들이 결손된 4 종류의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

(Ad-E1mt#3, #5, #8, #11)의 세포 살상능이 현저히 감소하 는데, 이

는 소실된 Rb 단백질 결합부위와 더불어 아데노바이러스 복제에 필

수적인 염기서열마저 소실되어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의 다른 7종류의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은 여러 종류의 암세포들에서 높은 세포 살

상능을 유도하 다. 종양 세포 살상능이 비교적 높은 7 종류의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 즉 Ad-mt#1, #2, #4, #6, #7, #9, #10들의 정

상세포 특이적 복제 억제능을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정

상 세포주들에 각 바이러스들을 감염시킨 결과, E1 유전자의 CR1 부

위의 Glu(E) 아미노산이 Gly(G)로 치환되고 CR2 부위의 7개 아미노

산(DLTCHEA)이 7개 Gly들로 치환된 Ad-E1mt#7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능이 다른 6 종류의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Ad-E1mt#7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보

다 개선시키기 위하여 E1B19 kDa와 E1B55 kDa 유전자 부위를 함께 

결손시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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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p53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E1B55 kDa 단백질과 세포

고사 억제 기능을 하는 E1B19 kDa 단백질의 발현이 소실된 Ad-Δ

E1B19/55 아데노바이러스는 p53 유전자가 불활성화된 종양 세포들에

서 선택적 복제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을 유

도할 수 있으며, 또한 세포고사를 함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된 종양 세포 선택적 살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Ad-Δ

E1B19/55 아데노바이러스의 우수한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Ad-E1mt#7 아데노바이러스에 도입하여 p53 뿐만 아니라 Rb 종양 억

제 단백질에도 의존적인 암세포 선택적 복제능으로 종양 선택적 살상

능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러 종류의 암 세포주들과 정상 세포주들에서의 CPE를 관찰

한 결과,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능이 암 세포주들에서

는 다른 대조군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들(Ad-ΔE1B55, 

Ad-ΔE1B, Ad-E1mt#7)에 비해서 증가된 반면, 정상 세포주들에서는 

감소되어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우수한 암세포 선택적 살상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의 개선된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은 MTT assay에서도 같은 결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C33A xenograft model에서도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는 현재 미국에서 임상 실험 중

인 Ad-ΔE1B55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보다 종양 세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살상하지만 정상 세포에서는 복제 및 살상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여 암세포 살상능 및 특이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ONYX-015보다 개선된 암세포 특이성과 살상능을 지닌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임상에 적용한다면, 필요한 바이러스 투여

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의한 독성과 인체 내 면역반응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잇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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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선택적 복제에 따른 체내에서의 ‘안전성’과 증대된 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능에 따른 ‘효율성’으로 더욱 개선된 항종양 효과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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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가진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해, E1B19 kDa과 

E1B55 kDa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조합된 3 종류의 E1B 변이형 아데

노바이러스(Ad-ΔE1B19/55, Ad-ΔE1B19, Ad-ΔE1B55)들과 11 종류의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Ad-mt#1 ∼ #11)들을 제작하고, 이들의 

항종양 효과와 종양 선택적 복제능 및 세포 살상능을 체계적으로 비

교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E1B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 중 

Ad-ΔE1B19와 Ad-ΔE1B19/55 아데노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증식에 

의한 세포살상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시 유도되는 E1A 단백질

의 발현에 의한 세포내 고사를 활성화하여 배가된 세포살상을 유도하

다. 그리고, 제작한 11 종류의 E1A 변이형 아데노바이러스들 중 E1 

유전자의 CR1 부위의 Glu(E) 아미노산이 Gly(G)로 치환되고 CR2 부

위의 7개 아미노산(DLTCHEA)이 7개 Gly들로 치환된 Ad-E1mt#7 아

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능 및 특이성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

다. 또한, Ad-E1mt#7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하여 E1B19 kDa와 E1B55 kDa 유전자 부위를 함

께 결손시켜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 으며, Ad-E1mt#7 아

데노바이러스의 우수한 항종양 효과 및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확인

하 다. 암세포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

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은 ‘종양 선택적 살상’과 

‘우수한 세포 살상 효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다 개선된 

암세포 특이성과 살상능을 지닌 Ad-ΔB7 아데노바이러스를 임상에 적

용한다면, 바이러스의 선택적 복제에 따른 체내에서의 ‘안전성’과 증대

된 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능에 따른 ‘효율성’으로 더욱 개선된 암 유

전자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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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colytic effects of conditionally replicating adenoviruses 

(CRAds) with mutations in E1A & E1B regions

Jaesung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Hang Kim)

Gene-attenuated replication-competent adenoviruses are 

emerging as a promising new modality for the treatment of cancer. 

For the aim of improving adenoviral vectors for cancer gene 

therapy, we have constructed genetically attenuated replicating 

adenoviruses (Ads)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E1A & E1B 

mutant genes and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enhanced oncolytic 

and replication effects of these engineered replication-competent 

Ads. We show here that cytolytic potency of each gene attenuated 

replicating adenoviruse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deletion of E1B 55kD and E1B 19kD function. More 

specifically, among the constructed (Ad-DE1B19, Ad-E1B55, 

Ad-E1B19/55, and Ad-wt), E1B 19kD-inactivated adenovirus 

(Ad-DE1B19) was the most potent against all tumor cells tested, 

inducing the largest-sized plaques and marked CPE. Further, cells 

infected with either Ad-DE1B19 or E1B19/55kD-deleted aden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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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1B19/55) showed complete cell lysis with disintegrated 

cellular structure whereas cells infected with Ad-wt maintained 

intact cellular and nuclear membrane with properly structured 

organelles. Apoptosis assays (TUNEL, DNA fragmentation assay, 

flow cytometry analysis an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change assay) also revealed that E1B19 kDa gene deleted Ads 

(Ad-ΔE1B19/55 and Ad-ΔE1B19)-infected cells showed more 

profound induction of apoptosis in comparison to Ad-ΔE1B55- or 

Ad-wt-infected cells. The presence of E1B55 kDa gene was 

required for efficient viral replication, and the deletion of E1B19 

kDa function induced apoptosis, leading to increased CPE and viral 

release. Ad-ΔE1B19/55 showed p53-dependent CPE leading to 

enlarged tumor-killing effect and viral spreading. As an additional 

effort to increase cancer cell-selectivity of replicating adenovirus, 

we have generated eleven E1A-mutant Ads (Ad-mt#1 ∼#11) with 

deletion or substitution in retinoblastoma (Rb) binding sites of 

E1A. Of these viruses, Ad-mt#7 demonstrated significantly 

improved CPE and viral replication in a cancer cell-specific 

manner. To further increase the cancer cell-specific cell killing 

effect of Ad-mt#7 adenovirus, both E1B19 kDa and E1B55 kDa 

gene was deleted, resulting in an Ad-ΔB7 Ad. As assessed using 

CPE assay, MTT assay, and Ad fiber immunoblot analysis, Ad-Δ

B7 exerted markedly enhanced cancer cell-specific killing effect as 

well as viral replication in comparison to either Ad-mt#7 or Ad-Δ

E1B19/55 Ad. Furthermore, the growth of established human 

cervical carcinoma in nude mice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intratumoral injection of Ad-B7. In summary, we have 

developed replication competent adenovirus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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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improved therapeutic profiles for canc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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