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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암 특이적인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개발

최근 암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에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

하는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인

CAR가 암세포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세포표면에 높은 농도로 존

재하는 것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대상세포인 암세포로의 낮은 형질 도입

율을 극복하고 정상세포로의 불필요한 유전자 전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

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감염할 수 있는 재표적화 바이러스벡터의 개발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53에 의존적으로 복제되는 암세포 특이적 복

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을 보다 향상된 간암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로 개발하기 위하여, YKL-1 아데노바이러스의 내재 지향성

인 CAR 의존적 감염능을 소실시키고 간세포에 대한 특이적 결합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malaria circumsporozoite protein의 regionII를 간세포 

표적화기를 삽입한 간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YKL-K420A-hepa를 개발하 다. 본 연구 결과, CAR와의 결합능 소실에 

따라 간세포 이외의 여러 다른 장기의 세포들로의 비 특이적 감염이 효과

적으로 억제됨과 더불어 새로 부여된 간세포 특이적 지향성에 따른 간세포 

특이적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야생형 fiber를 지닌 

YKL-1의 CAR 의존적인 감염 경로에 따른 낮은 생체 내 표적조직 감염 

효율을 극복하고 나아가 비 특이적 감염을 감소하여 정상세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는 간세포 특이적 감염과 이에 따른 간

암 세포 특이적 살상효과로 더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 효과적인 항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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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유발할 수 있어, 암 유전자치료에 보다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되는말 : 아데노바이러스, 재표적화, 유전자 치료, malaria circumsporozoite,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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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특이적인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개발

<지도교수 김주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하 태 

Ⅰ. 서 론

유전자 치료란 인체에 유전물질을 도입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

는 기술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부분의 현대 의학이 단순히 질병의 증상

만을 치료하는 것임에 반해 유전자 치료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결

함을 보정한다든지, 세포에 새로운 유전적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의 원인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치료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치료가 21세기의 미래의

학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전자 전달 방법으로는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부속 바이

러스(AAV), 그리고 리포솜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들 중 아데노

바이러스는 높은 역가로 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농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열하는 세포나 분열하지 않은 세포에 감염이 가능하며 생체 내 전달이 

용이하다는 점이 보고 되면서 암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에 많이 이

용되고 있다
1
. 암은 유전자 요법으로 치료할 경우, 장기적인 치료유전자의 

발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높은 효율의 유전자 전달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 4 -

러한 목적들에 부합한 특성을 지닌 아데노바이러스를 암 치료용 유전자 전

달체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2-3
.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초기의 유전자 치료는 아데노바이러스의 E1 

유전자를 결손시킨 복제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치료용 유전자를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이지 않은 E3 유전자의 자리에 치환시킨 제 1세대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가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제 1세대 바이러스의 경우는 

일차 감염세포 또는 극히 일부의 주변세포들에서만 항암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임상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

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가 증식이 가능한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가 연

구 개발되기 시작하 다
4
. McCormick 등은 아데노바이러스 초기 유전자인 

E1B 55KDa이 부분적으로 결손된 dl1520(ONYX-015)을 개발하여, dl1520 

아데노바이러스가 p53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었거나 결손된 종양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식하여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살상할 수 있음을 보고하 으며

5-6, 본 연구팀에서도 E1B 55KDa 유전자가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YKL-1

을 개발하여 이들이 p53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난 암세포에서만 증식하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7-8
. 하지만 YKL-1과 

dl1520을 비롯한 여러 E1B 55KDa 유전자가 변형된 아데노바이러스들일지

라도 야생형 fiber를 통해서 감염하게 되므로 Coxsackie-Adenoviral 

receptor(CAR)을 발현하는 정상세포들에 바이러스가 세포내로 감염되어 

세포살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임상

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

스의 조직 선택성이 더욱 개선되어져야함이 부각되었다
9
. 

최근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에 조직 특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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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접근 방법들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첫째, 종양 또는 조직 특이

적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암 또는 특정 조직 내에서만 아데노바이러스가 복

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간암에서만 특이적으로 활성화되는 프로모터인 

AFP(alpha-fetoprotein)와 전립선암에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PSA(prostate-specific antigen)의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간암과 전립선암에

서 각각 바이러스의 선택적 증식 및 이에 따른 선택적 암세포 살상 효과가 

유도될 수 있음이 보고 되었다
10-11
. 둘째,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바이러스가 암세포만을 감염하여 암세포 특이적 

살상효과를 유도하는 재표적화 아데노바이러스의 개발로서, 재표적화를 위

해서는 아데노바이러스의 fiber knob 부위를 변형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이

용되고 있다
12-14
. 

아데노바이러스는 외투막이 없는 이십면체의 입자로, 표면에 12개의 

fiber가 돌출되어 있다. 바이러스 복제 중합체 과정동안 fiber 단량체가 세

포질에서 삼량체화되어 바이러스의 penton base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

러스 캡시드와 결합된다. 각각의 fiber 단량체 끝에 있는 knob이라는 구형

부분은 아데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인 CAR 와의 결

합에 관여 한다15. CAR와의 결합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세포에 부착되면 

두 번째 단계로 아데노바이러스의 penton base에 있는 

Arg-Gly-Asp(RGD) motif와 세포표면의 αvβ3 또는 αvβ5 integrin과의 상

호작용으로 인한 세포내 도입이 일어난다. 그 후 숙주세포질내의 엔도좀 

안에서 바이러스는 용해되고 바이러스 DNA는 세포핵으로 수송되어 바이

러스 복제가 시작 된다
16-18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포에서는 CAR의 발현

이 충분히 되어 있지만 난소암, 췌장암 그리고 대장암과 같은 많은 종류의 

암세포들에서는 CAR의 발현이 미미하거나 결손 되어 있어 생체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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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에 대한 유전자 전달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

에 없다
19-20
. 이러한 CAR 수용체를 통한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은 

CAR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상세포에 아데노바이러스를 집중시켜 

CAR의 발현이 낮은 암세포로의 감염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상세포인 암세포로의 낮은 형질 도입율을 극복하고 정상세

포로의 불필요한 유전자 전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감

염할 수 있는 재표적화 아데노바이러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의 fiber knob 부위를 변형시켜 

CAR와의 결합능을 소실시키고 동시에 간세포를 특이적으로 인지하여 결

합할 수 있는 ligand를 삽입한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여 간세포에 다량 

발현되어 있는 수용체를 매개로한 유전자 전달시스템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자 하 다. 이러한 아데노바이러스의 간세포 특이적 재표적화를 위하여 

fiber 단백질의 C-말단에 간세포에 대한 특이적 결합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malaria circumsporozoite(CS) protein의 region II를 targeting ligand

로 이용하 다. Malaria는 아노펠리즈속 모기를 매개체로하여 말라리아 원

충에 감염되어 발병하게 되며, 인체 감염 수분 후에 간에서 말라리아 원충

이 발견된다. Malaria 침투의 속도와 표적 세포의 선택성은 sporozoite과 

간세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충포자의 세

포질막은 CS protein으로 구성 되어 있다
21-22
. CS protein은 두개의 모티프

인 region I과 region II를 포함하는데, 이들 중 region II는 

EWSPCSVTCGNGIQVRIK의 18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간세포와 원충포자 세포질막사이의 특별한 상호 작용을 유도하여 원충포자

를 선택적으로 간세포에 감염하는데 관여한다고 보고 되었다23. 따라서 아

데노바이러스의 내재 지향성인 CAR와의 결합능을 없애고 아데노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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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iber knob C-말단에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CS protein

의 region II를 부착시킨 간세포 표적화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

면, 저조한 CAR 발현에 따른 낮은 유전자 전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며, 이는 또한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에 대한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의 독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1).  



- 8 -

Fig. 1. The strategy of targeting hepatocytes by hepatocyte retargeted 

adenovirus. Most adenoviruses holding wild type fiber attach to cells 

via a CAR that is widely expressed on different tissue type in vivo. 

Thus, targeted and cell-specific gene delivery is limited for broad 

expression of CAR on tumor cells in vivo. To address this issue, true 

retargeting can be accomplished by ablating native tropism and 

targeting cognate receptor. 

Liver cell

CAR
receptor

Fiber

Knob K420A (CAR binding ablation)

Hepa
epi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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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세포주 및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들은 폐암 세포주(A549), 뇌암 세포주(U251N, 

U343), 인체 간암 세포주(HepI, HepG2, Hep3B)등이었으며 모두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에서 구입하

다. 모든 세포주들은 10%의 우태아혈청(GIBCOBRL, City, NY)을 포함하

는 DMEM(GIBCOBRL, NY) 배양액으로 항생제 penicillin/streptomycin

(GIBCOBRL, City, NY)을 첨가하여 5% CO2의 존재 하에 37℃ 항온 배양

기에서 배양하 다.

2.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fiber 셔틀벡터 제작

아데노바이러스의 fiber 부위 중 5543 bp DNA 절편(아데노바이러스 아

형 5의 핵산 서열 28592-30473을 제외한 26173-33594)을 SacII/KpnI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pBluescript SK II(Stratagene, La Jolla, CA,  U.S.A.)에 

삽입하여 아데노바이러스 fiber 벡터 pSK5543을 제작하 다. PCR 증폭을 

이용한 site directed mutagenesis  수행에 필요한 좀더 작은 크기의 

cloning 벡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제작한 pSK5543으로부터 아데노바이러스 

fiber C-말단 부위가 포함된 1638 bp 부위(31956-33594)를 StuI/KpnI  제한 

효소를 처리하여 얻은 뒤 이를 pBluescript SK II 벡터에 삽입하여 pSK 

1638을 제작하 다. 아데노바이러스 fiber 부위 중 CAR와의 결합에 관여하

는 420번째 아미노산인 lysine(AAA)을 alanine(GCA; 이탤릭체 부분)로 치

환하기 위해 pSK 1638을 주형 DNA로 하고 sense primer로  

5’-GCAGAGAAAGATGCTGCACTCACTTTGGTC-3'와 antisense 

primer로  5’-GACCAAAGTGAGTGCAGCATCTTTCTCTGC-3' 을 이용



- 10 -

하여 site directed mutagenesis를 수행하여 pSK1638/K420A를 제작하 다

(Fig. 2). 제작된 pSK1638/K420A는 염기서열분석법(sequencing)을 통해 

mutagenesis 여부를 확인하 다(Fig. 3). 

3.  간세포 표적화 아데노바이러스 fiber 셔틀벡터 제작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fiber 셔틀벡터인 

pSK1638/K420A의 fiber 말단에 간세포를 표적화할 수 있는 CS protein의 

region II(hepa epitope)를 첨가하기 위해 먼저, fiber의 종결 코돈(TAA)을 

glycine(TCC)으로 치환시켰다. 이를 위하여, pSK1638/K420A를 주형 DNA

로 하고 5’-AACAAAGGCCTTTACTTGTT-3'(sense primer) 와 

5’-GGGGAGCTCGGATCCTCCTTCTTGGGCAATGTATG-3'(antisense 

primer) 의 염기서열을 가지는 primer set를 사용하여 site directed 

mutagenesis를 수행하 으며, 3‘쪽 염기서열에는 이후의 cloning에 필요한 

제한효소 인식 부위인 BamHI과 SacI(이탤릭체 부분)를 삽입하 다. PCR 

수행 후 생성된 약 835 bp의 DNA 절편을 StuI와 SacI으로 처리한 뒤 클

로닝 벡터인 pSP72(Promega, Madison, WI, USA)에 삽입시켜 pSP72[835]

를 제작하 다. 간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CS protein의 region 

II를 hepa epitope이라 이름 하 는데 이는 EWSPCSVTCGNGIQVRIK이며 

이의 염기서열은 GAA/TGG/TCC/CCA/TGT/AGT/GTA/ACT/TGT/GGA

/AAT/GGT/ATT/CAA/GTT/AGA/ATA/AAG이다. 이 hepa epitope을 아

데노바이러스 fiber의 3’쪽 말단에 삽입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간적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라이신 아미노산을 연결고리로 부착하 다. 이러한 형태의 

DNA 단편을 pSP72[835]에 삽입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연결고리를 포함

한 hepa epitope의 서로 상보적인 5’쪽과 3’쪽 oligonucleotide를 제작하

다. 이때 5’쪽에는 BamHI(이탤릭체 부분) 제한효소인식부위를 삽입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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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te-directed mutagenesis of adenovirus fiber for CAR binding 

ablation. Genome encoding the fiber in adenovirus type 5 (from 

nucleotide 26173 to 33594 except 28593 to 30470) were cloned into pSK 

to create pSK5543. For CAR binding ablation, DNA fragment(1638 bp) 

from nucleotide 31956 to 33594 was transferred to pSK, and generated 

pSK1638. CAR binding ablation ( ) was achieved by changing 420th 

amino acid lysine to alanine by site-directed mutagenesis. Then, 

pSK1638/K420A were digested with StuI/KpnI, and subcloned into 

pSK5543, generating a adenovirus shuttle vector pSK5543/K420A 

containing CAR binding-ablated ( )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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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rmation of amino acid change for CAR binding ablation by 

nucleotide sequence analysis. Lysine (AAA) at 420th amino acid of fiber 

was changed to alanine (GCA) for CAR binding ablation by 

site-directed mutagenesis.

1  ggggttgatgtttgacgctacagccatagccattaatgcaggagatgggcttgaatttgg 60
||||||||||||||||||||||||||||||||||||||||||||||||||||||||||||

32022 ggggttgatgtttgacgctacagccatagccattaatgcaggagatgggcttgaatttgg 32081

61  ttcacctaatgcaccaaacacaaatcccctcaaaacaaaaattggccatggcctagaatt 120
||||||||||||||||||||||||||||||||||||||||||||||||||||||||||||

32082 ttcacctaatgcaccaaacacaaatcccctcaaaacaaaaattggccatggcctagaatt 32141

121 tgattcaaacaaggctatggttcctaaactaggaactggccttagttttgacagcacagg 180
||||||||||||||||||||||||||||||||||||||||||||||||||||||||||||

32142 tgattcaaacaaggctatggttcctaaactaggaactggccttagttttgacagcacagg 32201

181  tgccattacagtaggaaacaaaaataatgataagctaactttgtggaccacaccagctcc 240
||||||||||||||||||||||||||||||||||||||||||||||||||||||||||||

32202 tgccattacagtaggaaacaaaaataatgataagctaactttgtggaccacaccagctcc 32261

241  atctcctaactgtagactaaatgcagagaaagatgctgcactcactttggtcttaacaaa 300
|||||||||||||||||||||||||||||||||||||  |||||||||||||||||||||

32262 atctcctaactgtagactaaatgcagagaaagatgctaaactcactttggtcttaacaaa 32321

301  atgtggcagtcaaatacttgctacagtttcagttttggctgttaaaggcagtttggctcc 360
||||||||||||||||||||||||||||||||||||||||||||||||||||||||||||

32322 atgtggcagtcaaatacttgctacagtttcagttttggctgttaaaggcagtttggctcc 32381

361  aatatctggaacagttcaaagtgctcatcttattataagatttgacgaaaatggagtgct 420
||||||||||||||||||||||||||||||||||||||||||||||||||||||||||||

32382 aatatctggaacagttcaaagtgctcatcttattataagatttgacgaaaatggagtgct 32441

421  actaaacaattccttcctggacccagaatattggaactttagaaatggagatcttactg 479
|||||||||||||||||||||||||||||||||||||||||||||||||||||||||||

32442 actaaacaattccttcctggacccagaatattggaactttagaaatggagatcttactg 32500

1  ggggttgatgtttgacgctacagccatagccattaatgcaggagatgggcttgaatttgg 60
||||||||||||||||||||||||||||||||||||||||||||||||||||||||||||

32022 ggggttgatgtttgacgctacagccatagccattaatgcaggagatgggcttgaatttgg 32081

61  ttcacctaatgcaccaaacacaaatcccctcaaaacaaaaattggccatggcctagaatt 120
||||||||||||||||||||||||||||||||||||||||||||||||||||||||||||

32082 ttcacctaatgcaccaaacacaaatcccctcaaaacaaaaattggccatggcctagaatt 32141

121 tgattcaaacaaggctatggttcctaaactaggaactggccttagttttgacagcacagg 180
||||||||||||||||||||||||||||||||||||||||||||||||||||||||||||

32142 tgattcaaacaaggctatggttcctaaactaggaactggccttagttttgacagcacagg 32201

181  tgccattacagtaggaaacaaaaataatgataagctaactttgtggaccacaccagctcc 240
||||||||||||||||||||||||||||||||||||||||||||||||||||||||||||

32202 tgccattacagtaggaaacaaaaataatgataagctaactttgtggaccacaccagctcc 32261

241  atctcctaactgtagactaaatgcagagaaagatgctgcactcactttggtcttaacaaa 300
|||||||||||||||||||||||||||||||||||||  |||||||||||||||||||||

32262 atctcctaactgtagactaaatgcagagaaagatgctaaactcactttggtcttaacaaa 32321

301  atgtggcagtcaaatacttgctacagtttcagttttggctgttaaaggcagtttggctcc 360
||||||||||||||||||||||||||||||||||||||||||||||||||||||||||||

32322 atgtggcagtcaaatacttgctacagtttcagttttggctgttaaaggcagtttggctcc 32381

361  aatatctggaacagttcaaagtgctcatcttattataagatttgacgaaaatggagtgct 420
||||||||||||||||||||||||||||||||||||||||||||||||||||||||||||

32382 aatatctggaacagttcaaagtgctcatcttattataagatttgacgaaaatggagtgct 32441

421  actaaacaattccttcctggacccagaatattggaactttagaaatggagatcttactg 479
|||||||||||||||||||||||||||||||||||||||||||||||||||||||||||

32442 actaaacaattccttcctggacccagaatattggaactttagaaatggagatcttactg 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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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에는 SacI(이탤릭체 부분)인식부위를 삽입시켜 5’-GA/TCC/GGC/

GGA/GGC/GAA/TGG/TCC/CCA/TGT/AGT/GTA/ACT/TGT/GGA/AAT/

GGT/ATT/CAA/GTT/AGA/ATA/AAG/TGA/GCT/C-3'의 oligomer를 

합성하 다. 이 oligomer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지는 oligomer를 DNA

합성기로 합성하고 37℃에서 5분간 방치하여 서로 합체 되도록 한 뒤, 

BamHI 부위와 SacI 부위를 절단하여 pSP72(835)에 삽입시켜 셔틀벡터 

pSP72[835]/hepa를 제작하 다. Hepa epitpoe이 삽입된 pSP72[835]/hepa를 

StuI과 EcoRI으로 절단하여 hepa epitope이 삽입된 아데노바이러스의 

fiber부위를 얻은 뒤 아데노바이러스 셔틀벡터인 pSK5543에 StuI/MfeI부

위를 절단하여 접합시켜 pSK5543/K420A/hepa를 제작하 다(Fig. 4).

  

4.  간세포 표적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생산

  Hepa epitope의 삽입에 따른 유전자 전달효율의 증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LacZ를 표지 유전자로 발현하는 간세포 표적화 복제 불능 아데노

바이러스를 제작하 다. 이를 위해, 먼저 E1과 E3유전자가 소실된 복제 불

능 아데노바이러스인 dl324의 소실된 E1부위에 표지 유전자 LacZ가 삽입

된 바이러스 벡터인 dl324/LacZ를 SpeI 제한효소로 선형화 한 후, CAR의 

결합능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fiber 셔틀벡터인 pSK5543/K420A 또는 

CAR와의 결합능 소실과 동시에 hepa epitope이 삽입된 

pSK5543/K420A/hepa 와 함께 대장균 BJ5183에 각각 형질 전환시켰다 

(Fig. 5A & 5B). 형질 전환된 대장균은 하루 동안 배양하여 이로부터 

DNA를 수득하고, 이 DNA를 수득률이 높은 DH5α에 다시 형질 전환시켜 

DNA를 증폭하 다. 이후 HindIII 제한효소를 처리 후 agarose gel 전기 

염동을 통하여 유전자 상동 재조합 유무와 hepa epitope의 삽입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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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ddition of hepa peptides to the 3' fiber end of adenovirus. In 

order to insert hepa peptides into the 3' end of CAR binding ablated 

adenovirus fiber, BamHI and SacI sites were generated by site-directed 

mutagenesis. Then, the PCR fragment(835 bp) from nucleotide 31956 to 

32791 was ligated to StuI/SacI sites of pSP72, generating a pSP72[835]. 

Hepa epitope was then ligated to BamHI/SacI sites of pSP72[835], 

resulting in a pSP72[835]/hepa. The correct insertion of hepa peptide 

was confirmed by PCR. Then, pSP72[835]/hepa were digested with 

StuI/EcoRI, and subcloned into pSK5543, generating a adenovirus 

shuttle vector pSK5543/hepa containing CAR binding-ablated (★)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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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neration of the CAR binding ablated and hepatocyte-retargeted 

adenoviruses. For homologous DNA recombination, adenovirus shuttle 

vector pSK5543/K420A or pSK5543/K420A/hepa was digested with 

SacII/KpnI and total vector dl324-Z or YKL-1 was digested with SpeI. 

(A) Homologous recombination of pSK5543/K420A with pdl324-Z, 

generating pdl-K420A-Z. (B) Homologous recombination of 

pSK5543/K420A/hepa with pdl324-Z, generating pdl-K420A-hepa-Z. (C) 

Homologous recombination of pSK5543/K420A with pYKL-1, generating 

pYKL-K420A. (D) Homologous recombination of pSK5543/K420A/hepa 

with pYKL-1, generating pYKL-K420A-hepa. Correct homologous 

recombination was confirmed by HindIII or PacI digestion. Star (★) 

denoted CAR binding abla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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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로 확인하 다. 확인된 바이러스 플라즈미드 dl-K420A-Z 와 

dl324-K420A -hepa-Z 는 PacI을 처리하여 선형화한 뒤, 아데노바이러스의 

E1 유전자를 발현하는 293 세포주에 형질 전환시켜 바이러스를 생산하

다. 또한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아러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아데노바이러스 아형5의 E1B 55KDa 

유전자가 결손된 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YKL-1을 바이러스 플라즈미드

로 이용하 다. CAR의 결합능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fiber 셔틀벡터인 

pSK5543/K420A 또는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되고 이와 동시에 fiber 말

단에 hepa epitope이 삽입된 간세포 표적화 아데노바이러스 fiber 셔틀벡터

인 pSK5543/K420A/hepa을 XmnI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선형화하고,   

YKL-1 벡터를 SpeI으로 절단하여 선형화하여 함께 대장균 BJ5183에 각각 

형질 전환시켜 유전자 상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을 유도하

다(Fig. 5C & 5D).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대장균 BJ5183에서 유전자 상동

재조합을 유도하 으며, 제작된 YKL-K420A 또는 YKL-K420A-hepa 바

이러스 벡터는 PacI을 처리하여 각각 선형화 한 뒤, 293 세포주에 형질 전

환시켜 바이러스를 생산하 다.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성과 농축, 그

리고 역가 결정은 293 세포주를 이용하 다. 또한 hepa epitope을 발현하는 

dl324-K420A-hepa-Z 와 YKL-K420A-hepa 바이러스로부터 hepa epitope

의 존재 여부를 PCR로 확인 하 다(Fig. 6).

5.  유전자 전달 효율 비교 검증

LacZ를 발현하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간암세포로의 유전자 전

달 효율을 검증하기 위하여, 간암세포주인 SK-Hep1, Hep3B와 다른 암 세

포주들인 A549, U251N, U343등을 24-well plate에 2 x 105개씩 각각 분주

하고, dl324-Z, dl-K420A-Z  또는  dl-K420A-hepa-Z  바이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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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tection of hepa epitope in large prep adenovirus by PCR 

analysis. Lane M; DNA size marker, lane + ; pSK5543/hepa plasmid as 

a positive control, lane - ; pSK5543 plasmid as a negative control, lane 

1; YKL-K420A-hepa, lane 2;  dl-K420A-hepa-Z. 

M +    - 1    2 

3000
2000
1000

500
300 315 bp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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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icity of infection(MOI) 5, 10, 50, 100로 각각 감염시키고, 바이러

스 감염 후 이틀 뒤에 X-gal 염색법을 시행하 다. β-gal의 활성은 고정

액(1% formaldehyde, 0.2% glutaraldehyde in H2O)에서 5분간 세포들을 

고정시킨 뒤, 염색용액(0.4 mg/ml X-gal, 4 mM potassium ferricyanide, 4 

mM potassium ferrocyanide, 2 mM MgCl2 in PBS)으로 37℃에서 4-16 

시간동안 반응시켜 관찰하 다.

6. Cytopathic effect 분석

간세포 특이적 hepa epitope이 삽입된 YKL-K420A-hepa 복제 가능 아

데노바이러스의 간암 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인체 암세포들을 대상으로 세포 살상효과를 확인하 다. 각각의 암세포들

을 24-well plate에 2 x 10
4
/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후 음성대조군인 증식 

불능 아데노바이러스 dl324와 증식가능 바이러스들인 YKL-K420A 그리고 

YKL-K420A-hepa 바이러스를 각각 MOI 0.1, 0.5, 1, 5, 10로 감염시킨 후 

세포의 사멸정도를 관찰하 다. 세포살상의 정도는 crystal violet(0.5% 

crystal violet, 50% methanol)용액으로 염색하여 비교 분석하 다. 

7.  MTS assay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 살상정도를 보다 정량화하기 위하여, 폐암 

세포주 A549, 뇌암세포주 U343, 정상세포주인 fibroblast 173We 그리고 간

암세포주 SK-Hep1와 HepG2을 1x10
3
/well 로 96-well plate에   각각 분

주 후 24시간 뒤에 음성대조군으로서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인 dl324와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YKL-K420A 또는 YKL-K420A-hepa를 MOI 

0.1, 0.2, 0.5, 1, 2, 5, 10, 20, 50로 감염시켰다. 바이러스 감염 후 7일 뒤에 

세포의 상대적 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MTS를 각 well당 100 ㎕씩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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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 CO2의 존재 하에 37℃ 항온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 후 450 nm에

서 흡광도에서 측정하 다. 세포 생존률은 측정된 흡광도 값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 다.

생존률 (%) = 실험군의 평균 색소 흡수률 - 기준 색소 흡수률대조군의 평균 색소 흡수률 - 기준 색소 흡수률  × 100
  

8.  간세포 표적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검증

약 6-8주된 누드 마우스(BALB/c-nu Slc, Japan SLC)의 복벽에 간암 

세포주 Hep1과 Hep3B를 각각 5×106개씩 피하 주사한 후 종양의 크기가 

약 60-80 mm
3
 정도 성장하 을 때, 5×10

8
 plaque-forming unit(PFU)의 아

데노바이러스를 이틀 간격으로 다섯 번 종양 내에 직접 주사하 다. 또한 

자궁암 세포주인 C33A를 1×106개 피하 주사한 후 종양의 크기가 약 60-80 

mm
3 
정도 성장하 을 때, 5×10

7
 PFU의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이틀 간

격으로 세 번 종양 내에 직접 주사하 다. 종양의 크기는 버지니아 켈리퍼

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하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하

여 세포 표적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간암세포 특이적 살상효과를 

검증하 다. 

Tumor size (mm 3) = (단축mm) 2×장축mm×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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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hepa epitope으로 표적화한 dl-K420A-hepa-Z 아데노바이러스의 간

세포 특이적 유전자 전달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 형질 도입율의 변

화와 CAR와의 결합능 소실과 더불어 hepa epitope이 삽입된 아데노바이러

스의 유전자 형질 도입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LacZ를 표지 유전자

로 지니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인 dl-K420A-Z와 dl-K420A-hepa-Z

를 각각 제작하 다. 제작된 dl-K420A-Z와 dl-K420A-hepa-Z 바이러스, 

그리고 대조군인 dl324-Z 바이러스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폐암 세포주 A549, 인체 뇌암 세포주 U251N과 U343, 유방암 세포

주 MCF7, 그리고 간암 세포주 SK-Hep1과  Hep3B을 MOI 5, 10, 50, 100

로 감염시킨 이틀 뒤에 X-gal 염색을 실시하 다(Fig. 7).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fiber를 가진 dl324-Z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된 세포

들은 모두 투여한 바이러스의 역가에 비례하여 LacZ를 발현하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 으나,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된 dl-K420A-Z 바이러스로 

감염된 세포들의 경우는 dl324-Z에 비하여 LacZ를 발현하는 세포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로, 제작된 dl-K420A-Z 아데노바이러스가 

본 연구에서 의도한대로 세포 표면에 다량 발현되어 있는 CAR와의 결합

능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세포 감염율이 현격히 떨어져 LacZ의 발현이 감

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AR와의 결합능 소실과 더불어 hepa 

epitope이 삽입된 dl-K420A-hepa-Z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는 간암 세포가 

아닌 여러 암세포들(A549, U251N, U343, MCF7)에서는 dl-K420A-Z와 유

사한 정도의 LacZ 발현을 보 으나, 간암 세포주인 SK-Hep1와  Hep3B

에서는  dl-K420A-Z 아데노바이러스 보다  훨씬 강하게 LacZ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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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ansduction efficiency of dl-K420A-Z and dl-K420A-hepa-Z 

adenoviruses. Cells were transduced with the dl-K420A-Z (Lane 1),  

dl-K420A-hepa-Z (Lane 2), or dl324-Z (Lane 3) adenovirus, as 

indicated above the columns, and with different amounts of virus. as 

indicated besides the rows. At 48 h post infection, the cells were 

analyzed for β-galactosidase expression by staining the monolayers with 

X-gal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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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dl-K420A-hepa-Z 아데노바이러스의 간세포 

특이적 감염과 이에 따른 간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간세포 표적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간암 세포 특이적 살상 

효과 검증

간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감염하고 암세포 특이적으로 복제 가능한 아데

노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되고 동시에 간세

포 특이적 결합능을 지닌 hepa-epitope이 삽입된 간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

능 아데노바이러스인 YKL-K420A-hepa를 제작하 다. 아데노바이러스의 

CAR와의 결합능 소실에 따른 세포 살상능의 변화와 hepa-epitope의 삽입

에 따른 간세포 특이적 감염과 이에 따른 세포 살상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폐암 세포주 A549, 인체 뇌암 세포주 U251N, U343, U87MG, 그리

고 간암 세포주 SK-Hep1, HepG2, Hep3B 등을 대상으로, 복제 불능 아데

노바이러스인 dl324와 증식 가능한 YKL-K420A과 YKL-K420A-hepa 아

데노바이러스를 각각 MOI 0.1, 0.5, 1, 5, 10로 감염시킨 후 세포의 사멸정

도를 관찰하 다(Fig. 8). 음성대조군으로 이용한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 

dl324의 경우는 세포 감염 후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험

에 이용된 모든 세포주들에서 세포 살상이 유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된 YKL-K420A에 의해 감

염된 경우에도 실험에 이용된 모든 세포주들에서 세포 살상이 관찰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LacZ 표지 유전자를 이용한 실험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아데노바이러스 fiber의 420번째 아미노산인 lysine을 alanine으

로 치환한 결과 아데노바이러스의 CAR 수용체와의 결합능이 효과적으

로  소실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AR와의 결합능 소실과 더불어 hepa epitope이 삽입된 복제 가능 아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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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ncolytic assay of YKL-K420A and YKL-K420A-hepa 

adenoviruses in vitro. Hepatoma and non-Hepatoma cells were infected 

with dl324 (Lane 1),  YKL-K420A (Lane 2), or YKL-K420A-hepa 

(Lane 3) at different MOIs. Cells on the plate were then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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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인 YKL-K420A-hepa에 의해 감염된 경우는 간암 세포주가 아닌 

A549, U251N, U343 또는 U87MG에 비하여 SK-Hep1, HepG2, 그리고 

Hep3B와 같은 간암 세포들에서의 세포 살상능이 월등히 증가하 다. 

이러한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의 간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보다 정량화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처리 후 살아있는 세포 생존율을 측정

할 수 있는 MTS 분석을 시행하 다. 인체 폐암 세포주 A549, 뇌암세포주  

U343, 간암세포주 SK-Hep1와 HepG2, 그리고 정상 세포주 173We에 

dl324, YKL-K420A, 또는 YKL-K420A-hepa 바이러스를 MOI 0.1, 0.2, 

0.5, 1, 2, 5, 10, 20, 50로 감염시킨 후 7일 뒤에 살아남은 세포 생존율을 

각각 측정하 다(Fig. 9). YKL-K420A 바이러스의 경우는, 음성 대조군인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 dl324와 유사하게 투여한 MOI가 증가하여도 실

험에 사용된 모든 세포주들에서 세포살상이 거의 유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는 간암 세포

주가 아닌 A549와 U343, 그리고 fibroblast 173We에서는 세포 살상이 거

의 유도되지 않은 반면, 간암세포주인 SK-Hep1와 HepG2에서는 감염에 

이용된 바이러스 MOI에 비례적으로 세포살상이 유도되었다. 즉, A549와 

173We를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시킨 경우에는 50 

MOI에서도 거의 모든 세포들이 생존한 반면, SK-Hep1와 HepG2 같은 간

암세포주의 경우에는 50 MOI에서 각각 약 30%와 50%의 생존율을 나타내

어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의 간암 특이적 살상능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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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icient hepatoma selective killing effect of YKL-K420A-hepa 

adenovirus.  Monolayer of non-hepatoma cells (A), hepatoma cell (B) 

and normal cells (C) were infected with dl324 (◆), YKL-K420A (■) or 

YKL-K420A-hepa (▲) at indicated MOIs. MTS assay was then 

performed to count viable cells, and results are the mean of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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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세포 표적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검증

YKL-K420A-hepa와 대조군 암세포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 그리고 YKL-K420A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

해서, 간암 세포주인 SK-Hep1을 BALB/c-nude 마우스의 복벽에 주사한 

후 형성된 약 100 mm
3
 크기의 종양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5×10

8
 PFU로 이

틀 간격으로 다섯 번 종양 내에 직접 주사하 다. 음성대조군인 PBS와 

YKL-K420A을 투여한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

속적으로 성장하 으나 암세포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 또

는 YKL-K420A-hepa을 투여한 경우에는 종양의 성장이 현저히 억제되었

다. 즉, PBS 또는 YKL-K420A을 투여한 후 32일경에는 종양의 크기가 각

각 357.13±184 mm
3
 와 178.02 ± 174.1 mm

3
 로 크게 성장하 으나, 

YKL-1 또는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경우에는 각각 

49.6 ± 52.65 mm
3
 와 15.52 ± 21.89 mm

3
로, 이들 아데노바이러스의 뚜렷한 

항종양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p < 0.05). 특히, 대조군 종양 특이적 살

상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을 투여한 경우(바이러스 투여 후 48일, 

122.13 ± 106.5 mm
3
)보다, YKL-K420A-hepa를 투여한 경우(바이러스 투

여 후 48일,  26.32 ± 55.06 mm
3
)에 보다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p < 0.05)(Fig. 10A). 이와 같은 YKL-K420A-hepa향상된 생체 내 

항 간암 효과는 또 다른 간암 세포주인 Hep3B를 이용한 xenograft model

에서도 관찰되었다. PBS를 투여한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48일 경에 3200 

± 3796.59 mm3로 종양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 고 또한 YKL-1 바이러스

를 투여한 후 48일에는 종양의 크기가 1216.96 ± 846.43 mm
3
 로 종양의 

성장이 증가하 지만,  YKL-K420A-hepa를 투여한 경우에는 종양이 완전

히 사라졌다(Fig. 10B). 이러한 YKL-K420A-hepa 바이러스의 생체 내 항 

간암 효과가 간암 특이적 효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체 자궁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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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C33A를 이용한 xenograft model에서 항종양 효과를 관찰하 다(Fig. 

10C). Fig. 10C에서 볼 수 있듯이, YKL-1 또는 YKL-K420A-hepa 바이러

스를 투여한 후 47일째 종양의 크기는 각각 133.04 ± 225.63 mm3 과 

321.25 ± 340.9 mm
3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자궁

암의 경우에는 YKL-K420A-hepa 바이러스의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관찰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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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nti-tumor effect of YKL-K420A-hepa adenovirus against 

SK-Hep1 (A), Hep3B (B), and C33A (C) tumors in male athymic nude 

mice. Tumors were established by subcutaneous injection of 5 × 105 

cells, and allowed to grow to an average size of 60-70 mm
3
. SK-Hep1 

and Hep3B tumors were then treated with 5 times with intratumoral 

injection of 5 × 108 PFU of YKL-K420A (ꋪ), YKL-K420A-hepa (○), 

or YKL-1 (△) along with PBS (●) as a negative control. C33A 

tumors were treated with 3 times with intratumoral injection of 5 × 10
7 

PFU of various viruses. The first day of treatment was designated as 

day 1. Tumor growth was monitored on a 2- to 3-day interval by 

measuring the short length and long length of the tumor. Tumor 

volume was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formula: volume = 

0.523Lw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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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암세포와 정상세포 간에는 공통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갖는 부분이 많아 

항암 치료에 의해 정상세포에도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항암치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세포

에서만 발현하는 특이적 세포생물학적 성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p53의 기능이 상실된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증

식하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E1B 55kDa 유전자가 소실된 

YKL-1 아데노바이러스를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바 있다7. YKL-1 아데노

바이러스는 종양억제 유전자인 p53의 돌연변이나 결손, 또는 mdm2의 과다

발현, HPV(human papiloma virus) 등의 감염으로 인한 E6 단백질의 발현, 

그리고 p14ARF의 돌연변이 등으로 p53이 비활성화된 암 세포주들에서 선

택적인 항종양 효과를 보 으며, 기존의 일 세대 아데노바이러스인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 보다 형질 도입 효율이 월등히 우수하 다
24-26
. 하지

만, 암세포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 역시 대상세포를 감염시

키기 위해서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인 CAR와의 결합이 선행되

어야 한다. 최근의 몇 몇 임상시험에서 암세포에 있어서의 CAR 발현의 저

하와 결손이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전달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들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또한, CAR에 의존적인 세포내 감염은 암세포뿐

만 아니라 정상세포로의 비 특이적 감염을 초래하여 독성을 야기할 수 있

다. 이러한 CAR 수용체에 의존한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경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를 특이적으로 인지하고 결합할 수 

있는 malaria CS protein의 region II
27-28
(hepa epitope)를 아데노바이러스의 

fiber 말단에 삽입하고 이와 더불어 아데노바이러스의 내재 지향성인 CAR

와의 결합능을 소실시킨 아데노바이러스인 dl-K420A-hepa-Z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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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L-K420A-hepa를 개발 하 다. 

LacZ 유전자를 표지유전자로 발현하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이

용하여 유전자 형질 도입율을 검증한 결과, dl-K420A-Z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야생형 fiber를 가진 dl324-Z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세

포주들에서 현격히 감소된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 다. 하지만 

dl-K420A-hepa-Z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는 뇌암, 폐암, 그리고 유방암 세

포주등 간세포에서 유래하지 않은 여러 암세포에서는 dl-K420A-Z와 유사

한 정도의 낮은 LacZ 발현을 유도한 반면 간암세포에서는 dl-K420A-Z보

다 월등히 증가된 LacZ 발현을 유도하여, dl-K420A-hepa-Z 아데노바이러

스가 간세포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데노바이러스 fiber knob 부위 중 CAR와의 결합에 관여한

다고 알려진 420번째 아미노산인 lysine을 alanine으로 치환함으로서 아데

노바이러스의 내재 지향성인 CAR와의 결합능을 효과적으로 소실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AR와의 결합능이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fiber 말단에 특정 세포들을 표적화할 수 있는 표적화기를 부착함으로서 

아데노바이러스에 새로운 세포 지향성을 부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에서 확인된 표적화 방법을 암세포 특이적 복

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에도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 다.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능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CPE 

assay와 MTS assay을 통하여, YKL-K420A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세포 

감염율 저하에 따라 세포 살상이 거의 유도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하지

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는 간암

세포 특이적 세포살상을 유도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hepa epitope의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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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따른 간세포 특이적 지향성의 부여와 아데노바이러스의 E1B 55KDa 

유전자의 결실에 따른 p53 의존적인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에 따라,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가 간암세포 특이적으로 세포살상을 유

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의 간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 효과는 생체 내 종양 model에서도 확인되었다. 인

체 간암 xenograft model(SK-Hep1과 Hep3B)에서는 YKL-K420A-hepa 

바이러스의 항종양 효과가 야생형 fiber를 지닌 대조군 바이러스인 YKL-1

보다 우수한 반면, 인체 자궁암 xenograft model(C33A)에서는 

YKL-K420A-hepa 바이러스의 향상된 항종양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생체 내 종양세포의 CAR 발현도는 종양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

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러한 낮은 CAR 발현율에 따라 아데

노바이러스의 감염율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항종양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SK-Hep1과 Hep3B 종양 모델에서 

CAR 의존적으로 세포를 감염하는 YKL-1을 투여 받은 경우는 바이러스 

투여에 의해 나타난 항종양효과로 크기가 감소되었던 종양이 바이러스 투

여 후 약 25 - 30일 이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 으나, 

YKL-K420A-hepa 바이러스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종양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AR에 비 의존적으로 세포를 감염할 수 있는 

YKL-K420A-hepa 바이러스가 종양의 성장 결과 나타나는 CAR 발현 감

소에 따른 세포 감염율 저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만, 이러한 추정은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그 기전이 확실히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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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높은 치료효과와 함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여 세포 살상을 유도할 수 있는 암세포 특이성이 부여된 

바이러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53에 의존적으로 복제되는 

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을 보다 향상된 간암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로 개발하기 위하여, YKL-1 아데노바이

러스의 내재 지향성인 CAR 의존적 감염능을 소실시키고 동시에 간세포 

특이적 감염을 유도할 수 있는 간세포 표적화기를 삽입한 간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YKL-K420A-hepa를 개발하 다. 본 연구 결

과, CAR와의 결합능 소실에 따라 간세포 이외의 여러 다른 장기의 세포들

로의 비 특이적 감염이 효과적으로 억제됨과 더불어 새로 부여된 간세포 

특이적 지향성에 따른 간세포 특이적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들은 야생형 fiber를 지닌 YKL-1의 CAR 의존적인 감염 경로에 따른 낮

은 생체 내 감염 효율을 극복하고 나아가 비 특이적 감염을 감소하여 정상

세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YKL-K420A-hepa 아데노바이러스는 간세포 특이적 감염

과 이에 따른 간암 세포 특이적 살상효과로 더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 효

과적인 항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암 유전자치료에 보다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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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hepatoma specific

    replication competent adenovirus

                Tae-Young Ha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Hang Kim)

The development of cancer cell selective targeting adenovirus 

requires the generation of adenovirus vectors which lack native receptor 

binding and additionally contain domains which redirect the vector to 

cancer cell specific receptors. Towards this goal, we have generated an 

E1B 55kD deleted oncolytic and CAR binding ablated adenovirus 

YKL-K420A, resulted in dramatic reduction of transduction efficiency 

compared to control adenovirus. The malaria circumsporozoite (CS) 

protein interacts with glycosaminoglycans(GAG) present on the surface 

of liver cells, and plays a role in sporozoite attachment and subsequent 

invasion of the hepatocytes. To redirect the CAR binding ablated 

adenovirus YKL-K420A to hepatocyte in a specific manner, CS protein 

epitpe (EWSPCSVTCGNGIQVRIK) was incorporated into the 

C-terminus of the fiber protein of YKL-K420A, resulting in 

YKL-K420A-hepa. The in vitro  efficacy and specificity of the 

YKL-K420A-hepa have been evaluated by the comparison of viral 

replication and cytopathic effect in hepatoma and other cancer cel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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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origin. YKL-K420A-hepa exerted about 10 times greater 

cytolytic ability than control adenovirus YKL-K420A in hepatoma cells 

by oncolytic assay and MTS assay. Furthermore, treatment with 

YKL-K420A-hepa significantly suppressed tumor growth in xenograft 

tumor model when compared with control adenovirus YKL-1 in 

hepatoma cells. Taken together, these studies demonstrate that strategy 

to alter adenovirus tropism may allow greatly improved utilities of 

adenovirus for gene therapy applications. In particular, hepatoma cell 

targeted adenovirus YKL-K420A-hepa allowed CAR independent gene 

delivery as well as liver cell-specific gene delivery, and showed 

significant promise as a targeting replicative adenoviral vector in 

hepatoma gene therapy.

------------------------------------------------------------

Key Words : oncolytic adenovirus, hepatoma, malaria circumsporozoite, 

tar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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