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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Telomerase 조절부위 및 adenovirus death protein이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살상능에 미치는 향

암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식하여 암세포를 살상하는 종양세포 특이 

증식 아데노바이러스는 기존의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 일차 

감염세포뿐 아니라, 바이러스 복제와 확산에 의한 주변 세포로의 재감

염을 통해 훨씬 증가된 항종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hTERT)는 염색체 복제동안 

telomere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효소인 telomerase

의 구성요소로써, 세포노화와 암, 그리고 세포불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elomerase의 활성은 사람의 경우 난소와 고환의 생식세

포, 그리고 임파구에서 관찰되나 그외 정상 체세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반면, 암진행 전단계인 양성종양조직과 암세포주 및 암조직에서

는 telomerase의 활성이 증가된다. hTERT의 활성을 조절하기 위한 

최소의 프로모터 크기는 181 bp이며, hTERT 프로모터에는 c-myc의 

결합부위인 E-box와 Sp1 결합부위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TERT 프로모터의 암세포 특이성과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c-myc 결합부위와 Sp1 부위를 첨가한 개선된 m-hTERT 프로모

터를 제작하여, 이를 세포 살상능이 월등히 우수한 복제 가능 아데노

바이러스인 Ad-Δ19의 복제를 조절하는 E1 유전자의 내재 프로모터와 

치환하여, 암세포 특이성이 부여되고 세포 살상능이 우수한 아데노바

이러스인 Ad-TERT-Δ19와 Ad-mTERT-Δ19를 제작하여 이들의 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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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특이성과 항종양 효과를 비교ㆍ평가하고자 하 다. LacZ 유전자를 

표지유전자로 야생형 hTERT 프로모터와 변형된 m-hTERT 프로모

터의 암세포 특이성과 활성정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 telomerase의 활

성이 높은 암세포에서는 m-hTERT 프로모터의 활성이 hTERT 프로

모터에 비해 현격히 증가된 반면 telomerase의 활성이 거의 없는 정

상세포에서는 m-hTERT 또는 hTERT 프로모터 모두 거의 활성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 살상능을 비교 검증한 

oncolytic assay와 MTT assay에서도 Ad-mTERT-Δ19의 세포 살상

능이 암세포에서는 Ad-Δ19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정상세포에서는 약 

100배 정도 낮아 m-hTERT 프로모터의 암세포 특이적 조절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생체내에서의 항종양 효과를 비교 검증한 실험에서

도, Ad-mTERT-Δ19를 투여한 경우 Ad-TERT-Δ19에 비하여 항종양 

효과가 우수하 으며, 이는 Ad-Δ19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기존의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바이러스인 E1B55kD 

가 소실된 Ad-Δ55 (YKL-1)은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을 유도하나 

야생형 바이러스에 비해 살상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바이러스의 세포 살상

능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세포내에서 복제된 아데노바이러스의 방

출을 촉진하는 E3 ADP 유전자를 재삽입시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

포의 효과적인 세포사멸을 유도하고자 하 다. ADP 유전자의 고효율 

발현을 위해서는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의 발현이 유도되는 

Ad-Δ55-cA가 내재 프로모터인 MLP에 의해 ADP의 발현이 유도되는 

Ad-Δ55-mA보다 세포 살상면이나 바이러스의 인접세포로의 확산면에

서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보 고, 항종양 효과면에서도 CMV 프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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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의해 ADP가 발현되는 Ad-Δ55-cA가 월등히 뛰어남을 보 다. 

또한, ADP가 숙주세포의 세포고사를 유도함으로써 복제 가능 아데노

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을 증가시킴을 FACS와 TUNEL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바이러스 

복제가 조절되고,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바이러스의 세포살상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E3 부분에 ADP를 삽입한 Ad-mTERT-Δ19-cA 바

이러스를 제작하 다. Ad-mTERT-Δ19-cA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암

세포에서 Ad-mTERT-Δ19에 비해 증가된 세포살상능을 보 으며, BJ

와 같은 정상세포에서는 세포살상능이 Ad-mTERT-Δ19와 유사한 정

도로 나타나 향상된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m-h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

되는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또는 m-h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발

현이 조절되는 세포살상 유전자를 암치료에 이용한다면, 암조직에서

의 세포살상 효과는 현격히 증대하는 반면, 정상조직에서의 활성은 

아주 낮아 이에 따른 암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항종양 효과가 크게 

증대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ADP 유전자를 통한 증가된 암세포 살

상능으로 암치료에 필요한 투여량을 감소시켜 바이러스에 의한 독성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암유전자 치료, telomerase, hTERT, ADP,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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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merase 조절부위 및 adenovirus death protein이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살상능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김주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은 희

Ⅰ. 서론

아데노바이러스는 생체 내․외 유전자 전달효율이 높고 세포분열상태

와 무관하게 유전자 전달과 발현이 가능하며 높은 역가의 바이러스로 

생산되고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여러 장점들이 부각되면

서 암을 대상질환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에 그 사용빈도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1-2
. 그러나 기존의 암 치료용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는 대부

분이 증식 불가능한 제 1세대 바이러스로 이들을 유전자 전달체로 이

용하는 경우는 일차 감염세포 또는 극히 일부의 주변세포들에만 항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임상적인 실용성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3
.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암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식하여 암

세포를 살상하는 종양세포 특이 증식 및 세포살상 재조합 아데노바이

러스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4-5
. 종양세포 특이적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는 일차 감염세포의 세포 살상은 물론 바

이러스의 증식으로 주변의 종양세포들도 이차적으로 감염하게 되어 그 



- 5 -

치료효과가 도미노 현상과 같이 계속 퍼져 나갈 수 있어 치료효과를 

현격히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에서는 종양 특이

적 증식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므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독성을 감소시키는 잇점도 있다. 

현재 종양 특이적 증식가능 아데노바이러스는 크게 두가지 방법

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다. 첫째, 종양 또는 조직 특이적 프로모터를 이

용하여 암 조직 내에서만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수적인 단백질

인 E1A의 발현을 제한함으로써, 종양 특이적 증식가능 아데노바이러

스를 개발할 수 있다. Rodriguez 그룹은 1997년 전립선암에서만 선택

적으로 발현되는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의 

프로모터(promoter)/인핸서(enhancer) 부위를 E1A 유전자의 앞부분

(upstream)에 위치한 내재 프로모터와 치환하여 삽입함으로써 PSA의 

발현이 많이 일어나는 전립선암 세포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아데노바

이러스가 복제되게 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6
.
 
이러한 전립선암 특이

적 증식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CN706(Calydon Pharmaceuticals, 

Sunnyvale, CA, USA)은 현재 재발한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7
. 이외에도 alpha-fetoprotein(AFP), 

carcinoembryonic antigen(CEA), 그리고 MUC-1과 같이 특정 암세포

에서만 활성화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종양 특이적 증식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다
8-11
. 

종양 특이적 증식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한 두번째 방

안으로, 정상세포에서는 바이러스 복제를 활발히 일어나게 하는데 필

수적이지만 암세포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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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선택적으로 소실시킴으로써 종양 특이적으로 증식이 가능한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12-13
. McCormick 그

룹에 의해 개발된 ONYX-015(Ad mutant dl1520)는 아데노바이러스

의 초기 유전자인 E1B 55kD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p53 유

전자가 돌연변이 되어 있거나 결실되어 있는 암세포에서만 선택적으

로 증식할 수 있어 바이러스 복제에 따른 세포살상이 암세포 내에서

만 일어나는 장점이 있다
14
. 아데노바이러스가 정상세포를 감염하면, 

감염된 세포는 종양 억제 단백질인 p53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의 증

식을 억제하는데 이때 E1B 55kD 단백질이 p53 단백질에 결합하여 

p53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야생형 아데노바이러

스는 활발하게 증식을 하여 궁극적으로 감염세포의 살상을 유도한다. 

하지만 E1B 55kD 유전자가 소실된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가 정상세

포를 감염하면 이들 세포에 있는 p53의 비활성화를 유도할 수 없어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지만, p53의 기능이 억제되어 있는 여러 암

세포들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암세포 특

이적 살상을 유도하게 된다
15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E1B 55kD 유전자가 소실된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YKL-1은 기존의 1세대 아데노바이러스인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

보다 형질 도입면에서 월등히 우수하 으며, 여러 종류의 인체 암세

포주들을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었다
16
. 하지만, E1B 55kD 단백질

은 p53을 불활성화 시키는 기능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mRNA의 세

포질로의 이동 및 아데노바이러스의 구성 단백질의 핵으로의 이동 등

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7
. 따라서 E1B 55kD는 아데노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복제에 필요한 유전자로서 이것이 소실된 재조

합 아데노바이러스는 암세포 내에서의 바이러스 증식이 제한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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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항종양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본 연구

실에서는 세포고사 억제 역할을 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E1B 19kD가 

소실된 Ad-Δ19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세포살상능이 훨씬 증가

되고 생체 내 항종양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18
. 그러나,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를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재도입한 

E1B 55kD 유전자로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에 따른 세포사는 증가되

었지만,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은 소실되어 이를 암유전자 치료에 이

용하기 위해서는 종양 특이성을 부여하여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시 야기되는 독성과 부

작용은 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바이러스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인체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독성과 숙주의 면역반응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9
. 따라

서 효과적인 유전자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양 특이적 바이러

스 복제를 유도하여 정상세포에서의 복제를 제한하고 적은 양의 투여

로 효과적인 암치료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암

세포 살상과 생체 내 투여시 안전성 증가 가능성을 검증하고, 적은 

양의 투여로 많은 암세포 살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포살상 유전자의 

효과적인 발현을 유도하고자 하 다.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hTERT)는 염색체 

복제동안 telomere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효소인 

telomerase의 구성요소로써, 세포노화와 암, 그리고 세포불멸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
. Telomerase의 활성은 사람의 경우 난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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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의 생식세포, 그리고 임파구에서 관찰되나 그외 정상 체세포에서

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23
. 따라서 정상 체세포는 제한된 회수의 세포

분열 후에는 telomere의 길이가 일정길이 이하로 감소되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사멸하게 된다. 반면, 암진행 전단계인 양성종양조직

과 암세포주 및 암조직에서는 telomerase의 활성이 증가된다(Figure 

1)
21
. 난소암에서 telomerase의 활성 증가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혈액

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뇌암, 전립선암, 두경부암, 유방암 등 거

의 모든 인체 암에서 telomerase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21, 24-27

. 

Telomerase의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TERT의 발현은 

telomerase의 활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telomerase의 발현이 

TERT 프로모터의 활성, 즉 TERT의 mRNA양에 따라 조절된다는 것

이 밝혀졌다
28
. TERT의 활성을 조절하기 위한 최소의 프로모터 크기

는 181 bp이며, TERT 프로모터에는 c-myc의 결합부위인 E-box와 

Sp1 결합부위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에서 월등히 

높게 발현되는 oncoprotein인 c-myc과 Sp1과의 결합은 TERT의 프

로모터를 암세포 특이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보고 되었으며, 

1999년 Takahura 그룹은 c-myc의 과다발현에 의해 TERT 프로모터

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 다
28-30
. 

종양 특이적 바이러스의 복제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된 E1B 

55kD 유전자가 소실된 YKL-1 및 ONYX-015의 경우, 세포 살상능이 

E1B 55kD 유전자가 존재하는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하여 약 

100 배 이상으로 낮음이 보고 되었다
16
. 이러한 낮은 암세포 살상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재발한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제 3상 임상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ONYX-015는 cisplain 또는

5-fluorouracil(FU)와 같은 항암제와 병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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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agram showing the expression of hTERT in various 

cell types over the time course of differentiation, aging, stimulation, 

and immortalization. The expression of hTERT decreases to 

undetectable levels in most differentiated adult somatic cells but 

increases in highly proliferative somatic cells such as endometrial 

tissue and mitogen-stimulated lymphocytes. High levels of hTERT 

are present in most immortalized and cancer cells, while a lack of 

detectable hTERT expression in most normal somatic cells results 

in telomeric attrition, ultimately to cellular se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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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pes simlpex thymidine kinase와 같은 치료유전자를 암세포 특이

적 복제 가능 바이러스에 삽입하여 세포 살상능을 증가시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32
. 아데노바이러스 E3 유전자는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수적이지 않아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는 

E3 유전자가 소실되었으며, 소실된 E3 부위에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

여 백신개발이나 유전자 치료용으로 사용하 다
33
. 아데노바이러스 E3 

부위는 7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Figure 2), 이들 중 E3 

gp19kD는 MHC class I이 endoplasmic reticulum(ER)에서 세포표면

으로 전달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cytotoxic T cell(CTL)에 의한 세

포사멸을 저해시키는 기능을 하며
34-35
, 14.7kD는 tumor necrosis 

factor(TNF)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반응을 저해함으로써 TNF에 의한 

세포사멸을 저해한다
36
. E3 RID(receptor internalization and 

degradation) 복합체는 RIDα(10.4 kD)와 RIDβ(14.5 kD)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질 막에 위치하여 TNF에 의한 세포사멸을 저해하고 

EGF receptor의 발현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38
. 그리고 

E3 ADP(adenovirus death protein, 11.6 kD)는 핵막에 존재하는 단백

질로 감염된 세포로부터 아데노바이러스가 방출되는 것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39-41
. 즉, E3 ADP를 제외한 대부분의 E3 유전자들(gp19K, 

14.7kD, RIDα, RIDβ)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숙주세포의 면역반응

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42-44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E1B의 

19kD 유전자가 소실된 Ad-Δ19의 E1 유전자 발현이 telomerase 프로

모터에 의해 조절되고, E3 ADP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재 삽입된 증식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이의 종양세포 특이적 살상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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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osition of E3 region. Five of the E3 proteins of 

adenovirus type 5 are integral membrane proteins; these are 

gp19K, 14.5K, 10.4K, ADP, and 6.7K. E3 is the only part of the 

adenovirus genome that encodes integral membrane protein. CTL, 

cytotoxic T lymphocytes; MHC,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ER, endoplasmic reticulum; TNF, tumor necrosis factor.

12.5K 6.7K gp19K 10.4KADP 14.5K 14.7K 

∆E3 (28592- 30470 )

Protein Host response Intracellular location Function/mechanism

E3 gp 19K CTL membrane of ER Binding to MHC class I, blocks

transport  to cell membrane

E3 14.7K TNF nucleus and cytoplasm Inhibits TNF-induced 
inflammatory response

E3 10.4K/14.5K TNF plasma membrane Prevents TNF cytolysis

EGF plasma membrane Downregulate the EGF receptor

E3 ADP Cell death nuclear membrane                 Promotes release of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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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규명하고 나아가 암유전자 치료에의 유용성 여부를 검증하고

자 본 연구를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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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세포주 및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들은 인체 간암 세포주(SK-Hep1, 

Hep3B, HepG2), 뇌암 세포주(U251N, U343), 폐암 세포주(A549, 

H460), 자궁경부암 세포주(C33A, HeLa), 유방암 세포주(MCF7)와 같

은 암세포주들과 인체 정상 세포주(WI38, IMR90, BJ, 173WE, 

MRC5)들이며, 모두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 다. 모든 세포주들은 10%의 우태

아혈청(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이 함유된 DMEM 배

지(GIBCO BRL, Grand island, NY, USA)를 배양액으로 항생제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을 첨

가하여 5% CO2의 존재 하에 37℃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2. TERT core 프로모터와 mTERT 프로모터 제작

TERT 프로모터를 cloning하기 위해, 정상 폐세포인 MRC5 

세포주로 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한 뒤, 다음의 primer들로 2개의 

E-box와 5개의 Sp1 부위가 존재하는 TERT 프로모터를 PCR 증폭하

다. Sense primer는 

5'-CCCAAAGCTTAGGCCGATTCGAGATCTCTCC-3'으로서, 클로

닝 상의 편의를 위해 PvuⅡ 제한효소부위를 삽입하 고(밑줄친 부

분), antisense primer는 

5'-GAATTCAAGCTTCGCGGGGTGGCCGGGGCC-3'으로서, EcoR

Ⅰ과 HindⅢ 제한효소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밑줄친 부분). MRC5의 

genomic DNA를 주형으로 PCR을 수행한 뒤 생성된  447bp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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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BglⅡ와 HindⅢ 제한효소로 처리한 뒤, alkaline phosphatase 

효소를 발현하는 pSEAP2-basic 벡터(Clontech, Palo Alto, CA, USA)

에 삽입하여 pSEAP-TERT(Figure 3)를 제작하 다. TERT 프로모터

에 c-myc 결합 부위(E-box)와 Sp1 부위를 첨가하기 위해, 2개의 

E-box와 5개의 Sp1 부위가 존재하는 wild type TERT 프로모터에 

한 개의 E-box와 5개의 Sp1 부위가 들어있는 TERT 프로모터를 결

합하 다. 이를 위해, 먼저 한 개의 E-box와 5개의 Sp1 부위가 존재

하는 pGL2-TERT 벡터(한양대학교의 김철근 교수로부터 얻음)를 

EcoRI과 HindIII로 절단한 뒤, 같은 종류의 제한효소로 처리된 

pSEAP-TERT에 삽입하여 pSEAP-mTERT을 제작하 다(Figure 4). 

3. TERT 프로모터가 포함된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제작 및 

생산

CMV 프로모터에 의해 LacZ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E1 

아데노바이러스 셔틀벡터를 제작하기 위해 LacZ를 발현하는 

pcDNA-hygro-LacZ 플라즈미드로부터 CMV 프로모터, LacZ, 그리고 

polA부위를 HindⅢ와 NaeⅠ으로 처리하여 분리한 다음 이를 E1 아

데노바이러스 셔틀벡터인 pΔE1sp1A에 삽입하여 pΔ

E1sp1A/CMV-lacZ 셔틀벡터를 제작하 다. TERT 프로모터와 

c-myc과 Sp1 부위가 첨가된 mTERT 프로모터에 의해서 LacZ 발현

이 조절되는 벡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pSEAP-TERT와 

pSEAP-mTERT 플라즈미드로부터 BglⅡ와 EcoRⅠ을 이용하여 

TERT 프로모터와 mTERT 프로모터를 분리한 다음 이들을 BamHⅠ

과 EcoRⅠ으로 처리하여 CMV 프로모터가 제거된 pΔE1sp1A/LacZ에 

삽입하여 pΔE1sp1A/TERT-LacZ와 pΔE1sp1A/mTERT-LacZ 셔틀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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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ucleotide sequence of TERT promoter region and the 

features of the gene regulatory region. Numbers on the right refer 

to the distance from the translation initiation site (marked by an 

arrow). The two E-boxes are boxed and the Sp1 consensus motifs 

are underlined. 

agatctctcc gctggggccc tcgctggcgt ccctgcaccc tgggagcgcg agcggcgcgc -443

Bgl Ⅱ
gggcggggaa gcgcggccca gacccccggg tccgcccgga gcagctgcgc tgtcggggcc -383

aggccgggct cccagtggat tcgcgggcac agacgcccag gaccgcgctt cccacgtggc -323

E-box

ggagggactg gggacccggg cacccgtcct gccccttcac cttccagctcttccagctc cgcctcctcccgcctcctcc -263

Sp1

gcgcgcggaccc cgcccccgccccgtcc cgacccctcc cgggtccccg gcccagcccccccagcccc ctccgggccc -203

Sp1                                 Sp1

tcccagcccccccagcccc tccctccccttcct ttccgcggcc ccgccctctccgccctctc ctcgcggcgc gagtttcagg -143

Sp1                            Sp1

cagcgctgcg tcctgctgcg cacgtgggaa gccctggccc cggccacccc cgcgtgaagc - 83

E-box                          HindⅢ
ttgaattcgg cttctcgagc cactcttgag tgccagcgag tagagttttc tcctccgagc - 23

EcoRⅠ
cgctccgaca ccgggactga aaatg

agatctctcc gctggggccc tcgctggcgt ccctgcaccc tgggagcgcg agcggcgcgc -443

Bgl Ⅱ
gggcggggaa gcgcggccca gacccccggg tccgcccgga gcagctgcgc tgtcggggcc -383

aggccgggct cccagtggat tcgcgggcac agacgcccag gaccgcgctt cccacgtggc -323

E-box

ggagggactg gggacccggg cacccgtcct gccccttcac cttccagctcttccagctc cgcctcctcccgcctcctcc -263

Sp1

gcgcgcggaccc cgcccccgccccgtcc cgacccctcc cgggtccccg gcccagcccccccagcccc ctccgggccc -203

Sp1                                 Sp1

tcccagcccccccagcccc tccctccccttcct ttccgcggcc ccgccctctccgccctctc ctcgcggcgc gagtttcagg -143

Sp1                            Sp1

cagcgctgcg tcctgctgcg cacgtgggaa gccctggccc cggccacccc cgcgtgaagc - 83

E-box                          HindⅢ
ttgaattcgg cttctcgagc cactcttgag tgccagcgag tagagttttc tcctccgagc - 23

EcoRⅠ
cgctccgaca ccgggactga aa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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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ucleotide sequence of mTERT promoter region and the 

features of the gene regulatory region. Numbers on the right refer 

to the distance from the translation initiation site (marked by an 

arrow). The three E-boxes are boxed and the Sp1 consensus 

motifs are underlined. 

agatctctcc gctggggccc tcgctggcgt ccctgcaccc tgggagcgcg agcggcgcgc -840

Bgl Ⅱ
gggcggggaa gcgcggccca gacccccggg tccgcccgga gcagctgcgc tgtcggggcc -780

aggccgggct cccagtggat tcgcgggcac agacgcccag gaccgcgctt cccacgtggc -720

E-box

ggagggactg gggacccggg cacccgtcct gccccttcac cttccagctc cgcctcctccttccagctc cgcctcctcc -660

Sp1

gcgcgcggaccc cgcccccgccccgtcc cgacccctcc cgggtccccg gcccagcccccccagcccc ctccgggccc -600

Sp1                                 Sp1

tcccagcccccccagcccc tccctccccttcct ttccgcggcc ccgccctctccgccctctc ctcgcggcgc gagtttcagg -540

Sp1                        Sp1
cagcgctgcg tcctgctgcg cacgtgggaa gccctggccc cggccacccc cgcgtgaagc -480

E-box                          HindⅢ
ttgcatgcct gcaggtcgac tctagaggat ctactagtca tatggatgag ctcgagctgc -420

accctgggag cgcgagcggc gcgcgggcgg ggaagcgcgg cccagacccc cgggtccgcc -360

cggagcagct gcgctgtcgg ggccaggccg ggctcccagt ggattcgcgg gcacagacgc -300

ccaggaccgc gcttcccacg tggcggaggg actggggacc cgggcacccg tcctgcccct -240

E-box

tcaccttcca gctccgcctc ctccgcttcca gctccgcctc ctccgcgcgg accccgcccccgcccc gtcccgaccc ctcccgggtc -180

Sp1    Sp1

cccggcccag cccccccag ccccctccgg gccctcccag cccctccccccag cccctcccct tcctttccgc ggccccgcccccgccc -120

Sp1                 Sp1                           Sp1

ttctcctcgag ctcgagatcg gatccccggg taccgaggcg aattcggctt ctcgagccac -60

EcoRⅠ
tcttgagtgc cagcgagtag agttttctcc tccgagccgc tccgacaccg ggactgaaaatg

agatctctcc gctggggccc tcgctggcgt ccctgcaccc tgggagcgcg agcggcgcgc -840

Bgl Ⅱ
gggcggggaa gcgcggccca gacccccggg tccgcccgga gcagctgcgc tgtcggggcc -780

aggccgggct cccagtggat tcgcgggcac agacgcccag gaccgcgctt cccacgtggc -720

E-box

ggagggactg gggacccggg cacccgtcct gccccttcac cttccagctc cgcctcctccttccagctc cgcctcctcc -660

Sp1

gcgcgcggaccc cgcccccgccccgtcc cgacccctcc cgggtccccg gcccagcccccccagcccc ctccgggccc -600

Sp1                                 Sp1

tcccagcccccccagcccc tccctccccttcct ttccgcggcc ccgccctctccgccctctc ctcgcggcgc gagtttcagg -540

Sp1                        Sp1
cagcgctgcg tcctgctgcg cacgtgggaa gccctggccc cggccacccc cgcgtgaagc -480

E-box                          HindⅢ
ttgcatgcct gcaggtcgac tctagaggat ctactagtca tatggatgag ctcgagctgc -420

accctgggag cgcgagcggc gcgcgggcgg ggaagcgcgg cccagacccc cgggtccgcc -360

cggagcagct gcgctgtcgg ggccaggccg ggctcccagt ggattcgcgg gcacagacgc -300

ccaggaccgc gcttcccacg tggcggaggg actggggacc cgggcacccg tcctgcccct -240

E-box

tcaccttcca gctccgcctc ctccgcttcca gctccgcctc ctccgcgcgg accccgcccccgcccc gtcccgaccc ctcccgggtc -180

Sp1    Sp1

cccggcccag cccccccag ccccctccgg gccctcccag cccctccccccag cccctcccct tcctttccgc ggccccgcccccgccc -120

Sp1                 Sp1                           Sp1

ttctcctcgag ctcgagatcg gatccccggg taccgaggcg aattcggctt ctcgagccac -60

EcoRⅠ
tcttgagtgc cagcgagtag agttttctcc tccgagccgc tccgacaccg ggactgaaa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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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각각 제작하 다. 제작된 각각의 셔틀벡터는 XmnI 제한효소로 

절단한 뒤 BstBI  제한효소로 단일가닥이 된 아데노바이러스 

dl324BstB1(Swiss의 Fribourgh 대학의 Verca 박사로부터 얻음)과 함

께 대장균 BJ5183에서 동시 형질 전환시켜 유전자 상동재조합을 유도

하 다. 상동재조합된 플라즈미드 DNA는 PacI 제한효소로 처리한 뒤 

293 세포주에 형질 전환하여 dl-CMV-Z, dl-TERT-Z, 그리고 

dl-mTERT-Z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생산하 다(Figure 5A).

 TERT와 mTERT 각각의 프로모터에 의하여 아데노바이러

스의 복제가 조절되는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E1B 

19kD 부위가 결손된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19를 주형 아

데노바이러스 플라즈미드로 사용하 다. 먼저, pSEAP-TERT와 

pSEAP-mTERT으로부터 BglⅡ와 EcoRⅠ을 이용하여 TERT 프로모

터와 mTERT 프로모터를 분리하여 BamHⅠ과 EcoRI으로 전처리된 

pΔE1sp1A/Δ19에 각각 삽입하여 pΔE1sp1A/TERT-Δ19와 pΔ

E1sp1A/mTERT-Δ19 셔틀벡터를 각각 제작하 다. 제작된 셔틀벡터

는 XmnI 제한효소로 처리한 뒤 BstBI 제한효소로 처리하여 단일가닥

이 된 Ad-Δ19와 함께 대장균 BJ5183에서 동시 형질 전환시켜 유전자 

상동재조합을 유도하여, Ad-TERT-Δ19와 Ad-mTERT-Δ19 복제 가

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제작하 다(Figure 5B). 

4. ADP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제작

E3 부위에 ADP 유전자가 삽입된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

를 제작하기 위해 먼저, 아데노바이러스 E3 셔틀벡터를 제작하 다. 

아데노바이러스의 26591-28588 bp와 상동부위를 가지는 E3 셔틀벡터

의 왼쪽 부위는 다음의 primer들로 PCR을 수행하여 증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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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primer는 5'-GCCCTCGAGGCCATAGTTGCTTGCTTGCA-3'

으로써, 클로닝의 편의를 위해 XhoⅠ제한효소부위를 삽입하 고(밑줄

친 부분), antisense primer는 

5'-GCCCAGCTGACCTGAATTAGAATAGCCCG-3'으로써, PvuⅡ 

제한효소 부위를 삽입하 다(밑줄친 부분). 아데노바이러스의 

30504-31057 bp 와 상동부위를 가지는 E3 셔틀벡터의 오른쪽 부위는 

다음의 primer들로 PCR을 수행하여 증폭하 다. Sense primer는 

5'-GCCGAATTCC TGCTAGAAAGACGCAGGGC-3'으로써, 클로닝

의 편의를 위해 EcoRⅠ제한효소 부위를 삽입하 고(밑줄친 부분), 

antisense primer는 5'-GCCGATATCGTCTTGCGCGC 

TTCATCTGC-3'으로써, EcoRⅤ 제한효소 부위를 삽입하 다(밑줄친 

부분). 아데노바이러스의 게놈을 주형으로 PCR을 수행한 뒤 생성된  

1997 bp 크기의 셔틀벡터의 왼쪽부위와 553 bp 크기의 오른쪽 부위산

물을 XhoⅠ과 PvuⅡ, 그리고  EcoRⅠ과 EcoRⅤ 제한효소로 각각 처

리한 뒤, 같은 제한효소로 처리된 pSP72(Promega, Nedison, WI, 

USA) 클로닝 벡터에 차례로 삽입하여 아데노바이러스 E3 셔틀벡터

인 pSP72ΔE3를 제작하 다(Figure 19). 아데노바이러스의 E3 부위에 

삽입할 ADP 유전자는 아데노바이러스의 게놈을 주형으로 다음의 

primer로 PCR을 수행하여 수득하 다. Sense primer는 

5'-GCCAAGCTTATGACCAACACAACCAACGC-3'으로써, HindⅢ 

제한효소 부위를 primer 말단에 삽입하 고(밑줄친 부분), antisense 

primer는 5'-CGGCTCGAGTCATACTGTAAGAGAAAAGAAC-3'으

로써, XhoⅠ 제한효소 부위를 primer 말단에 삽입하 다(밑줄친 부

분). PCR 수행한 뒤 생성된  281 bp의 ADP 유전자를 HindⅢ와 Xho

Ⅰ 제한효소로 처리한 다음 동일한 제한효소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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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NA3.1/hygro, lacZ(Invitrogen, Carlabad, CA, USA)에 삽입하여 

pcDNA-ADP를 제작하 다. ADP를 CMV 프로모터에 의하여 발현시

킬 수 있는 CMV promoter-ADP-polA expression cassette를 MfeI 

과 Nae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pcDNA-ADP로부터 잘라낸 뒤 이를 

E3 셔틀벡터인 pSP72ΔE3에 삽입하여 아데노바이러스 E3 셔틀벡터인 

pSP72ΔE3-cADP를 제작하 다. 또한 ADP 유전자의 발현이 아데노바

이러스의 내재 프로모터인 MLP(major late promoter)에 의해 조절되

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해 ADP PCR 산물을 HindⅢ와 Xho

Ⅰ로 자른 다음 이를 pSP72ΔE3에 삽입하여 pSP72ΔE3-mADP E3 셔

틀벡터를 제작하 다. 제작된 E3 셔틀벡터인 pSP72ΔE3-cADP와 

pSP72ΔE3-mADP를 각각 XmnI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단일가닥으로 

만든 다음 SpeⅠ제한효소를 처리하여 단일가닥이 된 E1B 55kD 유전

자가 소실된 아데노바이러스 플라즈미드인 Ad-Δ55와 함께 대장균 

BJ5183에서 동시 형질 전환시켜 유전자 상동재조합을 유도하 다. 상

동재조합된 플라즈미드 DNA를 PacI 제한효소로 처리한 뒤 293 세포

주에 형질 전환하여 Ad-Δ55-cA와 Ad-Δ55-MA 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생산하 다(Figure 20). E1B 부위가 변형된 

아데노바이러스에 ADP 유전자가 CMV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되는 재

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해 E1B 19kD가 결손된 Ad-Δ19와 

E1B 19kD와 55kD가 모두 결손된 Ad-Δ19/55 플라스미드를 SpeI으로 

절단한 뒤 XmnI으로 처리된 pSP72ΔE3-cADP와 함께 대장균 BJ5183

에서 동시 형질 전환시켜 유전자 상동재조합을 유도한 다음 상기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Ad-Δ19-cA와 Ad-Δ19/55-cA를 제작하 다

(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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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d-mTERT-Δ19에 ADP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복제 가능 아데

노바이러스의 제작

mTERT 프로모터에 의하여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가 조절되

고 E1B 19kD 부위가 결손된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mTERT-Δ19를 주형으로 E3부위에 ADP가 발현되는 바이러스 제

작을 위해 Ad-mTERT-Δ19 플라스미드를 spe I으로 절단한 뒤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 유전자가 발현되는 pSP72ΔE3-cADP 플라즈미

드를 XmnI으로 절단하여 BJ5183에서 유전자 상동재조합을 유도한 다

음 상기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Ad-mTERT-△19-cA 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을 생산하 다(Figure 33).

6. 내재 telomerase 활성도 측정

각 세포주의 내재 telomerase 활성도는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TRAP)법으로 측정하 으며 TRAPEZE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telomerase detection kit(Oncor, 

Gaithsberg, MD, USA)를 이용하여 제조회사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 

측정하 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x 10
6
개의 세

포를 200 μl의 차가운 lysis용액으로 세포를 용해시킨 다음, 10,000 x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 추출액을 분리하여 곧바로 -80°C에 

보관하 다. 세포 추출액의 단백질 농도는 단백분석 kit(Bio-Rad, 

Hercules, CA, USA)에 의해 정량한 후 동량의 단백질을 다음의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TRAP) assay에 이용하 다. 

세포 추출액 100 ng과 10 μl의 5 x TRAP reaction mix, 그리고 2 

unit의 Taq polymerase를 첨가하여 50 μl의 반응액을 만든 뒤, TRAP 

extension을 위해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PCR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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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반응은 94°C에서 30초, 55°C에서 30초로 33번 반복 실시하 으

며, 각 샘플의 telomerase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PCR 산물을 ELISA에 

의하여 450 nm와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모든 실험은 3번 

이상 반복 수행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 다. 

7. X-gal 염색법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암세포 특이적 활성을 알아

보기 위해 lacZ를 표지유전자로 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X-gal 염

색을 실시하 다. 암세포와 정상세포(2 x 10
5
개)를 12-well plate에 각

각 분주한 뒤, 다음날 β-galactosidase를 발현하는 dl-CMV-Z, 

dl-TERT-Z, 그리고 dl-mTERT-Z 아데노바이러스를 multiplicity of 

infection (MOI) 50으로 감염시키고 이틀 뒤 X-gal 염색을 실시하

다. β-gal의 활성은 고정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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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gal의 활성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dl-CMV-Z, dl-TERT-Z, 또는 

dl-mTERT-Z 아데노바이러스를 24-well plate에 분주한 세포에 MOI 

10, 50, 100으로 이틀 동안 감염시킨 후 Cheng과 Baltimore의 방법으

로 β-gal의 활성을 측정하 다. 먼저, plate로부터 배지를 제거하고 Z 

완충용액(60 mM Na2HPO4, 40 mM NaH2PO4, 10 mM KCl, 1 mM 

MgSO4, 50 mM β-mercaptoethanol)으로 세포를 떼어낸 뒤, 1 x 10
6

개의 세포를 단백질 분해억제제(20 μM PMSF, 20 μM TLCK, 20 μM 

TPCK)가 포함된 100 μl의 세포 용해용 완충용액(β-mercaptoethanol

이 없는 Z 완충용액 plus 1% NP-40)으로 세포를 용해시켰다.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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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액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30 μl를 96 well plate에 각각 분

주하고 여기에 ONPG(o-nitrophenyl-β-D-galactopyranoside) 4 mg을 

6 ml의 Z 완충용액에 녹여 120 μl씩 분주하고 37℃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8. Immunoblotting 분석

TERT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한 암세포 특이적 바이러

스 복제를 확인하기 위해 Ad-TERT-Δ19 또는 Ad-mTERT-Δ19 바이

러스를 암세포는 MOI 1, 정상세포는 MOI 10으로 각각 감염시킨 후 

2일 뒤에, ADP 발현양상을 보기 위해 A549 세포주에 Ad-Δ55-cA또

는 Ad-Δ55-MA를 MOI 10으로 각각 감염시킨 후 24, 48, 72, 그리고 

96 시간 후에 lysis buffer(50 mM HEPES, 0.15 M NaCl, 0.5% 

NP-40, protease inhibitor: PMSF, TLCK, TPCK)로 세포들을 용해시

켜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전기 동을 시행하 다. 전기 동 후 gel에 있는 단백

질들을 polyvinylidene fluoride(PVDF) membrane에 electro transfer

한 뒤 아데노바이러스 E1A 단백질(sc-430;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USA), 그리고 β-actin(Sigma, St. Louis, MO, 

USA)을 특이적으로 인지하는 항체를 일차 항체로 hybridization 시키

고 HRP(horse 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goat anti rabbit 

antibody(sc-2004;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USA), goat 

anti mouse antibody(sc-2005;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USA)를 다시 hybridization 시킨 후 ECL(Enhanced 

chemiluminescence: sc-2048;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USA)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발현양상을 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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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이러스 생산량 비교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한 암세포 특이적 복제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에서의 바이러스 생산량을 비교하기 위해 6-well 

plate에 3 x 10
5
개의 암세포(HeLa세포)와 정상세포(BJ세포)를 분주한 

다음날 Ad-Δ19, Ad-TERT-Δ19, Ad-mTERT-Δ19와 음성대조군으로 

복제불능 바이러스인 dl-CMV-Z를 MOI 10으로 4시간 동안 감염시킨 

뒤, 바이러스가 포함된 배지를 걷어내고 새 배지로 교체한 다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세포와 배양액을 회수하 다. 3번의 얼림과 녹임을 반

복한 뒤 293세포주에서 limiting titeration에 의해 바이러스 역가를 결

정하 다. 또한 ADP 유전자에 의한 바이러스 생산량을 비교하기 위

해 6-well plate에 3 x 10
5 
- 1 x 10

6 
개의 U343세포주와 C33A세포

주를 분주한 다음날 Ad-Δ55, Ad-Δ55-cA, Ad-Δ55-MA, XC, 또는 XJ 

바이러스와 음성대조군으로 복제불능 바이러스인 dl-CMV-Z를 각각 

MOI 10으로 감염시킨 뒤 상기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역가를 

결정하 다.

10. 세포살상능 검증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암세포 특이적 세포 살상능을 

규명하기 위해 24-well plate에 2∼5 x 10
4
개의 세포를 분주한 후 다

음날 여러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MOI 0.01-100으로 각각 감염시

켰다. MOI 0.01-0.1로 투여한 어느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세포를 거

의 사멸시킨 시점에 모든 배지를 제거하고 plate 바닥에 남아있는 세

포들을 0.5% crystal violet( in 50% methanol)으로 고정하고 염색한 

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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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TT assay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세포살상능을 정량화하기 위

해 MTT assay를 실시하 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24-well plate에 

각각 70∼90% confluency로 분주한 후 다음날 여러 종류의 아데노바

이러스를 암세포는 MOI 10으로, 정상세포는 MOI 50으로 각각 감염

시켰다. 일정시간 간격으로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2 

mg/ml) 용액 200 μl씩을 plate에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37℃ 항온기

에서 반응시킨 후 1 ml의 DMSO(dimethyl sulphoxide)를 첨가하고 

37℃ 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상대적 생존율을 측정하 다. 

12. Plaque 형성 분석

ADP 유전자 발현에 따른 plaque의 크기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ix-well plate에 3 x 10
5 
개의 293 세포주를 분주한 다음날 여러종류

의 아데노바이러스를 10 pfu/㎖으로 4시간 동안 감염시킨 후 37℃의 

2x DMEM(10%의 우태아 혈청과 항생제 penicillin/streptomycin 포

함)과 42℃의 1.4% agarose가 1:1로 혼합된 Agarose-DMEM을 감염

된 세포주 위에 첨가한 뒤 37℃, 5% CO2 항온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 후 약 10일경에 plate에 형성된 plaque의 크기를 확인하고, 

agarose overlay 위에 10% TCA(Trichloroacetic acid)를 1 ㎖ 넣고 

30분 동안 방치한 후 agarose overlay를 제거하고 0.5% crystal violet 

(in 50% methanol)으로 고정시키고 염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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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UNEL assay

ADP 유전자가 세포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TUNEL assay를 실시하 다. 인체 뇌암 세포주인 U343을 2 x 10
4
 개

로 chamber slide에 분주하고 각각의 바이러스를 MOI 5로 감염시키

고 24 시간 후에 배지를 제거한 뒤 ApoTag Kit (Intergen, Purchase, 

NY, USA)을 이용해 제조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TUNEL assay

를 시행하 다. 종양모델의 경우, 누드생쥐의 복벽에 피하로 1 x 10
7 

개의 인체 자궁암 세포주 C33A를 주사한 뒤, 종양이 50∼80 mm
3
 정

도 성장하 을 때 5 x 10
8
 plaque forming unit(pfu)의 Ad-Δ55, 또는 

Ad-Δ55-cA 아데노바이러스를 음성 대조군인 PBS와 함께 1번 종양

에 직접 주사한 후 3일뒤에 종양조직을 적출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

한 뒤, TUNEL assay를 시행하 다. 발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roxidase와 결합된 avidin을 사용하여 diaminobenzidine(DAKO, 

Carpinteria, CA, USA)와 반응시킨 후 세포들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

이 육안으로 확인되면 증류수로 3회 씻어내고 0.5% methyl green으

로 10분간 염색하 다. 다시 증류수로 3회 씻어 낸 후 cover glass로 

고정시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현미경 상에서 네 곳 이상의 부위를 

무작위로 정하여 전체 세포들 중 염색된 세포의 비율을 계산하 다. 

14. FACS 분석

ADP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를 flow cytometry analysis cell 

sorting(FACS)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1 x 10
6
 개의 U343 세포주를 

25T flask에 분주한 다음 Ad-Δ55, Ad-Δ55-cA, Ad-XC, Ad-XJ, 또는 

양성대조군으로 1 μM camptothecin(CPT)-11을 처리한 후 8일째에 

감염된 세포들을 회수하여 1x binding buffer로 씻어낸 후 Apo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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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in V-FITC apoptosis kit(CLONTECH, Polo Alto, CA, USA)

를 이용하여 FACS 분석을 실시하 다.

15.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생체내 활성 검증

생체 내 정상조직에서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활성

을 검증하기 위해 생후 6-8주된 생쥐의 꼬리정맥에 5 x 10
10 
particle

의 dl-CMV-Z, dl-TERT-Z, 그리고 dl-mTERT-Z를 각각 100 μl씩 

투여 후 3일 뒤에 쥐로부터 각 장기들(간, 심장, 폐, 비장, 신장, 위장, 

정소, 근육)을 적출하 다. 적출된 각 조직을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넣은 뒤 4℃에서 4 ∼ 8시간동안 고정시킨 후 30% sucrose 

용액에서 overnight하여 탈수시켰다. 탈수된 조직은 O.C.T. 

compound(Sakura Finetec, Torrance, CA, USA)로 동결 박편한 뒤 8 

㎛의 두께로 절단하여 젤라틴이 코팅된 슬라이드 라스 위에 부착하

여 X-gal 염색을 실시하 다. 종양 조직에서의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활성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서는 생후 6-8주된 누드생쥐의 

복벽에 피하로 1 x 10
7
개의 인체 자궁암 세포주 C33A를 주사한 뒤 

종양이 100 mm
3
 정도 성장하 을 때, 5 x 10

8
 PFU의 dl-TERT-Z와 

dl-mTERT-Z 아데노바이러스를 양성 대조군인 dl-CMV-Z와 함께 

한번 생쥐에 종양내투여(intratumoral injection)하 다. 바이러스 투여 

후 3일 뒤에 종양조직과 간조직을 적출한 뒤 상기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X-gal 염색을 실시하 다.  

16. Immunohistochemistry

생후 6-8주된 누드생쥐의 복벽에 피하로 1 x 10
7
개의 인

체 자궁암 세포주 C33A를 주사한 뒤, 종양이 50∼80 mm
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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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 을 때 5 x 10
8
 pfu의 Ad-Δ19와 Ad-mTERT-Δ19 아데노

바이러스를 종양에 직접 주사하 다. 바이러스 주사 후 7일 후에 

종양을 적출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한 뒤, 아데노바이러스의 

hexon 부위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histochemistry를 하 다. 4 ㎛ 두께의 슬라이드를 

Xylene, 100%, 95%, 90%, 80%, 70% ethanol에 담궈 

deparafinization 후, 0.5% NP40로 lysis시켰다. 1% BSA로 

blocking 한 다음 아데노바이러스의 hexon 부위와 선택적으로 결

합하는 항체(AB1056F; Chemicon, Temecula, CA, USA)를 일차

항체로 hybridization 시킨 후 HRP(horse radish peroxidase)가 결

합된 이차항체를 다시 hybridization 시킨 후 DAB(DACO, 

Carpinteria, CA, USA)를 이용하여 hexon의 발현양상을 규명하

다. 

17. 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안전성 연구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Ad-mTERT-

Δ19와 아데노바이러스 내재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Ad-Δ19 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생체 내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생후 6-8주된 C57BL6 생쥐의 꼬리 정맥에 1 x 10
10 
viral particle

의 Ad-Δ19와 Ad-mTERT-Δ19를 100 μl가 되게 하여 주입한 후 

7일 뒤, 쥐로부터 간조직을 적출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한 뒤, 4 

㎛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hematoxylin 과 

eosin(H&E)으로 염색하여 조직의 상태를 검증하 다.

18. 바이러스 투여량 증가에 따른 생쥐의 치사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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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투여량에 따른 생체 내 독성

을 확인하기 위해생후 6-8주된 누드 생쥐의 꼬리정맥에 1 x 10
10
, 

3 x 10
10
, 5 x 10

10
 viral particle의 Ad-Δ19와 Ad-mTERT-Δ19를 

100 μl가 되게 하여 주입한 후 마우스의 생존율을 알아보았다.

19.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 내 항종양 효과 검증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생체 내 항종양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생후 6-8주된 누드생쥐의 복벽에 피하로 1 x 10
7
개의 인체 

자궁암 세포주 C33A와 인체 감암 세포주 Hep3B를 주사한 뒤, 종양

이 50∼80 mm
3
 정도 성장하 을 때 5 x 10

8
 plaque forming 

unit(PFU)의 여러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음성 대조군인 PBS와 함

께 이틀 간격으로 세 번 종양에 직접 주사한 후 종양의 성장을 관찰

하 다. 종양의 용적은 caliper를 이용하여 종양의 장축과 단축을 측정

한 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 다. 

종양의 용적 = (단축 mm)
2
 x 장축 mm x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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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여러 종류의 세포주에 내재하는 telomerase 활성도 비교 검증

Telomerase는 염색체 말단에 위치하는 telomere에 telomeric 

repeats(GGTTAG)를 합성하여 부가하는 ribonucleoprotein이다. 따라

서, biotinylated telomerase substrate oligonucleotide에 telomeric 

repeats를 첨가하는 양을 측정하여, 세포내에 발현되어 있는 

telomerase 활성을 정량화하 다.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암세포주 즉, 간암(Hep3B, SK-Hep1, HepG2), 폐암(H460, A549), 자

궁경부암(C33A, HeLa), 뇌암(U251N) 세포주에서의 telomerase 활성

이 높은 반면, 173WE, BJ, IMR90, WI38, BJ와 같은 정상세포에서는 

그 활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2.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LacZ 발현이 조절되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과 유전자 발현양상 규명

종양세포 특이적 활성 프로모터인 TERT의 활성과 암세포 특

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447 bp 크기의 야생형 TERT에 1

개의 c-myc 결합부위와 5개의 Sp1 부위를 첨가하여 변환된 mTERT 

프로모터를 제작하 다. 이들 두 종류의 프로모터(TERT와 mTERT)

에 의한 유전자 발현이 세포내 telomerase 활성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두 프로모터에 의하여 β-gal의 발현이 

조절되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인 dl-TERT-Z와 dl-mTERT-Z

를 각각 제작하 다(Figure 6A). 대조군으로서 CMV 프로모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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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lomerase activity in various cancer and normal cells. 

The telomerase activity was determined by the TRAP assay. The 

telomerase activity of the C33A cell line was considered as 1.0, 

with the telomerase activity of each cell line normalized to this. All 

data represent the mean SD of four experiments, and the results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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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β-gal 발현이 조절되는 dl-CMV-Z 아데노바이러스와 함께 

dl-TERT-Z 또는 dl-mTERT-Z 아데노바이러스를 각각 세포들에 감

염시켰을 때, telomerase 활성이 높은 암세포들인 C33A, A549, HeLa, 

그리고 SK-Hep1에서는 dl-mTERT-Z에 의해 감염된 경우 LacZ의 

발현 정도가 CMV 프로모터에 상응한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 

dl-TERT-Z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낮은 LacZ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

다. 하지만, telomerase 활성이 거의 없는 정상 세포주인 WI38, BJ, 

그리고 IMR90에서는 CMV 프로모터에 비하여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경우 월등히 감소된 LacZ의 발현이 관찰되었다(Figure 7).

또한,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들에 의한 유전자 전달 

효율과 암세포 특이성을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dl-CMV-Z, 

dl-TERT-Z, 또는 dl-mTERT-Z 아데노바이러스를 각각 여러 농도의 

역가로 이틀 동안 감염시킨 후 세포를 용해시켜 β-gal의 활성을 측정

하 다(Figure 8). CMV 프로모터에 의하여 LacZ의 발현이 조절되는 

경우, 세포를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역가에 비례하여 LacZ의 발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포내 telomerase 활성과 관계없이 정상 

세포주들을 포함한 모든 세포주들에서 LacZ의 발현을 매우 강하게 

유도하 다. 이에 대조적으로,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경우

는, telomerase 활성이 높은 암세포주들(C33A, A549, HeLa, 

Sk-Hep1)에서는 감염에 이용된 바이러스의 역가에 비례하여 LacZ의 

발현을 유도하 으나, 정상 세포주들에서는 MOI 100(WI38, IMR90), 

또는 MOI 500(BJ)의 높은 역가에서도 β-gal의 활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IMR90 정상 세포주의 경우 MOI 100에서 CMV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되는 LacZ의 상대적인 양인 O.D.450의 값은 1.714인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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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Structure of replication incompetent (A) and replication 

competent (B) adenoviral vectors. dl-CMV-Z comprises the β-gal 

gene, under the constitutive control of the CMV promoter, inserted 

into the E1 region; dl-TERT-Z and dl-mTERT-Z comprise the β

-gal gene driven by the wild type TERT and mTERT promoters 

inserted into the E1 region, respectively; Ad-Δ19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 55kD, but is E1B 19kD translation initiation 

codon mutated, and the E1A expression was controlled by the 

endogenous promoter; Ad-TERT-Δ19 and Ad-mTERT-Δ19 control 

the E1A expression by TERT and mTERT promot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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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cer cells

B. Normal cells

Figure 7. LacZ expression controlled by TERT or mTERT 

promoter in different cell lines. Human cancer and normal cells 

were transduced with adenoviruses expressing LacZ, controlled by 

TERT or mTERT promoter at an MOI of 50. Forty-eight hours 

later, the cells on the plate were fixed and stained with X-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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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되는 LacZ의 상대적인 

O.D.450 값은 0.101과 0.025로서 TERT 프로모터인 경우 약 17배, 

mTERT 프로모터인 경우 약 68배 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BJ 정상 

세포주의 경우, MOI 500의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경우 

CMV,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되는 LacZ의 상대

적인 O.D.450 값들이 0.548, 0.001. 0.001로서 TERT 또는 mTERT 프

로모터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LacZ 발현의 

큰 차이는 다른 정상 세포주들인 173WE, CBHEL, WI38, MRC5등에

서도 관찰되었다. 한편, telomerase의 활성이 높은 여러 암세포주들에

서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되는 LacZ의 양이 야생형 프로모

터인 TERT 프로모터에 비해 훨씬 강하게 유도되어짐을 확인하 다. 

즉, MOI 50의 dl-TERT-Z에 의해 감염된 SK-Hep1 세포주에서 발현

된 LacZ의 상대적인 O.D.450 값은 0.182인데 반해 동량의 역가로 

dl-mTERT-Z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경우에는 발현된 LacZ

의 상대적인 O.D.450 값이 1.82로서 약 10배정도 강하게 유도되어졌으

며, Hep3B 세포주에서도 약 10배정도(dl-TERT-Z: 0.135, 

dl-mTERT-Z: 1.322) 강하게 유도되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된 mTERT 프로모터가 야생형 프로모터인 

TERT에 비하여 암세포에서는 훨씬 강하게 유전자 발현을 유도할 수 

있어 더욱 강한 프로모터이지만 정상세포주에서는 활성이 일어나지 

않아 암세포 특이성도 아주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과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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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cer cells

B. Normal cells

Figure 8. The β-gal reporter gene expression was quantified for 

cancer (A) and normal (B) cells. Cells were transduced with 10, 50 

or 100 MOIs of dl-CMV-Z (■ ) , dl-TERT-Z (△) or 

dl-mTERT-Z (○). Forty-eight hours later, the relative LacZ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X-gal staining. All data represent 

the mean  SD of four experiments, and the results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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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살상능이 월등히 증대된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19에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를 아데노바이러스 E1A의 내재 프로모터와 치환하

여 제작한 Ad-TERT-Δ19와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

가 암세포 특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조군 바이러스

인 Ad-Δ19와 함께 각각 감염시킨 후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현되

는 E1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검증하 다. Figure 9에서 볼 수 있듯이, 

Ad-Δ19에 의해 감염된 경우는 암세포들과 정상세포들 모두에서 바이

러스의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 E1 단백질이 높게 발현된 반면,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경우는 telomerase 

활성이 높은 암세포주들에서만 발현이 되고 telomerase 활성이 미미

한 모든 정상세포주들(WI38, BJ, IMR90)에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았

다. 

또한, Ad-TERT-Δ19와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가 암세포 특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성 대조군 

아데노바이러스로 Ad-Δ19와 음성대조군 바이러스로 복제 불능 아데

노바이러스인 dl-CMV-Z와 함께 인체 자궁암 세포주인 HeLa와 인체 

정상 세포주인 BJ에 각각 감염시킨 후 바이러스 생산량을 비교하

다. Figure 10.에서 볼 수 있듯이, HeLa 세포주에서는 Ad-mTERT-Δ

19로 감염시켰을 경우 양성 대조군 바이러스인 Ad-Δ19와 비슷한 정

도로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반면, Ad-TERT-Δ19로 감염되었을 경우 

현격히 낮은 바이러스 생산량을 보 다. 인체 정상 세포주인 BJ에서

는 Ad-mTERT-Δ19 경우 바이러스 생산량이 복제 불능 바이러스인 

dl-CMV-Z와 유사한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생성되어 암세포 특이적으

로 바이러스의 복제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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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stricted replication of the Ad-mTERT-19 in cancer 

cells. Forty-eight hours after infection, total protein from C33A 

(lane 1), A549 (lane 2), HeLa (lane 3), SK-Hep1 (lane 4), WI38 

(lane 5), BJ (lane 6) and IMR90 (lane 7) cells infected with Ad-Δ

19, Ad-TERT-Δ19 or Ad-mTERT-Δ19, at an MOI of 1 in cancer 

cells (lanes 1, 2, 3 and 4), and at an MOI of 10 in normal cells 

(lanes 5, 6 and 7), were analyzed with anti-E1A or anti-actin 

antibodie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d-∆19 Ad-TERT-∆19 Ad-mTERT-∆19

Anti-E1A

Anti-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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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cer cells (HeLa)

B. Normal cell (BJ)

Figure 10. Viral production assay. Monolayers of HeLa and BJ 

cells were infected with Ad-Δ19 (□ ) , Ad-TERT-Δ19 (○), 

Ad-mTERT-Δ19 (△), or replication incompetent adenovirus 

dl-CMV-Z (■ )  as a negative control at an MOI of 10 in HeLa 

cell and at an MOI of 50 in BJ cell. The total virus present in cell 

and supernatant was extracted at the indicated days postinfection, 

and titers were determined by limiting dilut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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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아데노

바이러스의 세포 살상능 검증

Ad-TERT-Δ19와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조군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

인 Ad-Δ19와 음성대조군 바이러스인 dl-CMV-Z 복제 불능 아데노바

이러스와 함께 여러 농도의 역가로 세포들을 감염시킨 후 세포살상 

정도를 관찰하 다. Figure 11A에서 보듯이, dl-CMV-Z로 감염된 암

세포들에서는 바이러스 복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세포 살상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Ad-TERT-Δ19 또는 Ad-mTERT-Δ19로 감염된 

대부분의 암세포주들에서는 Ad-Δ19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세포 살상

을 유도하 다. 그러나 정상 세포주인 WI38, BJ, IMR90에서는 

Ad-TERT-Δ19의 경우 Ad-Δ19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정상 세포들

을 살상시켰으나, Ad-mTERT-Δ19의 경우는 Ad-Δ19에 비해 약 100

배 정도 낮은 세포 살상을 나타내어 Ad-mTERT-Δ19의 암세포에 대

한 특이성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Figure 11B). 

세포주의 telomerase 활성도에 따른 Ad-TERT-Δ19 및 

Ad-mTERT-Δ19의 세포 살상능을 정량화하기 위해 MTT 분석을 시

행하 다. 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암세

포들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Ad-TERT-Δ19, 

Ad-mTERT-Δ19, 그리고 Ad-Δ19가 유사한 수준으로 세포를 아주 빠

르게 살상하는 반면, 정상세포주에서는 Ad-Δ19 및 Ad-TERT-Δ19로 

감염된 경우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

지만(세포 생존율 5-20%), Ad-mTERT-Δ19로 감염된 경우에는 감염 

후 9일이 지나도 약 90% 이상의 세포들이 생존함을 관찰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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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cer cells

B. Normal cells

Figure 11. Oncolytic assays of the replicating adenoviruses in vitro. 

Monolayer of cancer (A) and normal (B) cells were infected with 

dl-CMV-Z (lane 1), Ad-Δ19 (lane 2), Ad-TERT-Δ19 (lane 3) or 

Ad-mTERT-Δ19 (lane 4), at MOIs between 0.01 and 100. The 

replication incompetent adenovirus, dl-CMV-Z, served as a 

negative control. At the moment the cells infected with any one of 

the viruses, at MOIs between 0.01 and 0.1, exhibited complete cell 

lysis, and then the cells on the plate were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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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cer cells

B. Normal cells

Figure 12. Efficient cancer cell selective killing effect of an 

adenovirus containing the modified m-hTERT promoter. Monolayer 

of cancer (A) and normal (B) cells was infected with dl-CMV-Z 

(■ ) , Ad-Δ19 (□ ) , Ad-TERT-Δ19 (○) or Ad-mTERT-Δ19 (△), 

at an MOI of 10 in cancer and normal cell lines, with the 

exception of the BJ cell line (at an MOI of 50). An MTT assay 

was performed to tally the viable cells, and results are the mean 

of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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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TERT와 mTERT 프로모터의 종양 특이적 활성 검증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활성이 종양 특이적으로 일

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체 자궁암 세포주인 C33A를 누드 생쥐

에 접종한 후 형성된 종양에 dl-TERT-Z 또는 dl-mTERT-Z 아데노

바이러스를 양성 대조군 바이러스인 dl-CMV-Z와 함께 각각 투여한 

뒤 3일 뒤에 쥐로부터 종양과 간조직을 적출하여 X-gal 염색을 실시

하 다. dl-CMV-Z를 투여한 쥐의 경우 종양조직에서 lacZ의 발현이 

강하게 유도되었으나 정상 간조직에서도 lacZ의 발현이 검출된 반면, 

dl-TERT-Z 또는 dl-mTERT-Z를 투여한 쥐는 종양조직에서는 lacZ

가 높게 발현되나 정상 간조직에서는 전혀 lacZ의 발현을 관찰할 수 

없었다(Figure 13). 또한, dl-TERT-Z 바이러스는 아주 일부의 암세포

들에서만 LacZ의 발현을 유도한 반면 dl-mTERT-Z 바이러스는 종양

조직내의 많은 암세포들에서 LacZ의 발현을 유도하여 mTERT 프로

모터의 활성이 TERT 프로모터에 비하여 암세포에서 훨씬 강하게 활

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TERT-Δ19와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조직 내에서 바이러스의 복

제를 검증하기 위해 인체 자궁암 세포주인 C33A를 누드 생쥐에 접종

한 후 형성된 종양에 Ad-TERT-Δ19와 Ad-mTERT-Δ19 아데노바이

러스를 양성 대조군 바이러스인 Ad-Δ19와 함께 각각 투여한 뒤 7일 

뒤에 쥐로부터 종양을 적출하여 아데노바이러스의 hexon 부위와 특이

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histochemistry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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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mor

B. Liver  

Figure 13. In situ expression of lacZ in tumor or liver tissues from 

nude mice.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dl-CMV-Z, dl-TERT-Z, 

or dl-mTERT-Z by intratumoral injection. At 72 hours after 

injection, mice were sacrificed. Tumor and liver from mice were 

separated and stained with X-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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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fficient adenoviral replication controlled by TERT or 

mTERT promoter in tumor bed.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Ad-

△19, Ad-TERT-△19, or Ad-mTERT-△19 by intratumoral 

injection. At 7 days after injection, tumors from sacrificed mice 

were separated and immunohistochemistry was performed.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mounted tissue sections from 

each animal are shown. The areas pictured are representative of 

the most intense and widespread adenovirus staining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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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00

Ad-TERT-∆19 Ad-mTERT-∆19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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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ure 14에서 보듯이,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바이러스의 복

제가 조절되는 Ad-mTERT-Δ19를 투여한 종양조직의 경우 넓은 부

위에서 갈색으로 염색된 부위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양성 대조군 

바이러스인 Ad-Δ19를 투여한 종양조직과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또

한, Ad-TERT-Δ19를 투여한 쥐의 종양조직보다 Ad-mTERT-Δ19를 

투여한 쥐의 종양조직의 보다 많은 부위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6.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내 항종양 효과 비교 검증

인체 자궁암 세포주인 C33A를 누드 생쥐에 접종한 후 형성된 

종양에 Ad-TERT-Δ19와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를 양성 대

조군 바이러스인 Ad-Δ19와 함께 각각 투여한 다음 종양의 크기를 관

찰하 다(Figure 15). 음성대조군인 PBS를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 

PBS 투여 후 32일에 종양의 크기가 4,232 ± 2,185 mm
3
로 종양이 급

격히 성장하 으나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Ad-TERT-Δ19, 

Ad-mTERT-Δ19, Ad-Δ19)를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는 종양의 성장

이 크게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Ad-Δ19를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32일에 종양의 크기가 44 ± 38 mm
3
이고, 

Ad-TERT-Δ19는 229 ± 168 mm
3
, 그리고 Ad-mTERT-Δ19는 18 ± 

20 mm
3 
정도로 뚜렷한 항종양 효과를 보 다(p < 0.05). 또한, 바이

러스 투여 후 60일에는 PBS를 투여한 모든 6마리의 쥐들이 죽어 더 

이상 종양의 성장을 측정할 수 없었고, Ad-Δ19, Ad-TERT-Δ19, 또는 

Ad-mTERT-Δ19를 투여한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각각 62 ± 104 

mm
3
, 550 ± 368 mm

3
, 15 ± 15 mm

3
로 mTERT에 의하여 복제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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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anti-tumor effect of the replicating adenoviruses 

against C33A tumors in male athymic nude mice. Tumors were 

established by subcutaneous injection of 1 x 107 cells, which were 

allowed to grow to an average size of 60-70 mm
3
. Mice harboring 

established tumors were treated with 3 intratumoral injections of 5 

x 108 PFU/50 ㎕ of Ad-Δ19 (□ ) , Ad-TERT-Δ19 (△) or 

Ad-mTERT-Δ19 (○), along with PBS (■ )  as a negative control. 

The first day of treatment was designated as day 1. The tumor 

growth was monitored at 2- to 3-day intervals by measuring the 

short and long lengths of the tumor. The tumor volume was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equation: volume = 

0.523L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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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는 아데노바이러스인 Ad-mTERT-Δ19의 경우 Ad-Δ19만큼 항종

양 효과가 우수하 다(p < 0.05). 또한, Ad-mTERT-Δ19를 투여한 생

쥐의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10일경에 5마리의 생쥐들 중 2마리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고 2달이 지나도 종양의 재성

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7.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생체 내 활성 검증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생체 내 활성이 정상 조직

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l-TERT-Z와 dl-mTERT-Z를 양

성 대조군인 dl-CMV-Z와 함께 생쥐에 정맥 투여한 후 3일 뒤에 쥐

로부터 각 장기들을 적출하여 X-gal 염색을 실시하 다. Figure 16에

서 볼 수 있듯이, dl-CMV-Z를 정맥 투여한 경우 간조직에서의 LacZ 

발현이 아주 높게 일어났으며, 비장과 위 그리고 신장에서도 LacZ 발

현이 낮게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dl-TERT-Z와 

dl-mTERT-Z를 투여한 경우에는 정맥 투여 후 아데노바이러스가 가

장 많이 검출된다고 알려진 기관인 간조직에서 LacZ의 발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활성이 정상 간세포

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장조직에서는 

dl-TERT-Z 또는 dl-mTERT-Z를 투여한 경우 dl-CMV-Z를 투여한 

경우보다 훨씬 미약하게 LacZ의 발현이 일어나 비장세포에서도 

TERT와 mTERT 프로모터의 활성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위장조

직에서는 dl-CMV-Z 또는 dl-TERT-Z를 투여한 경우 LacZ의 발현이 

소량 검출되었으나 dl-mTERT-Z를 투여한 경우는 전혀 LacZ의 발현

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장조직에서는 dl-CMV-Z를 투여한 경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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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in situ expression of LacZ in various tissues from 

nude mice. The mice were administered with dl-CMV-Z, 

dl-TERT-Z or dl-mTERT-Z adenovirus by tail vein injection.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the mounted tissue sections 

from each animal are shown. The areas pictured are representative 

of the most intense and widespread LacZ expression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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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LacZ의 발현이 일어난 반면 dl-TERT-Z 또는 dl-mTERT-Z

를 투여한 경우는 전혀 LacZ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8.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누드 생쥐간의 병리학적 소견

인체 자궁암 세포주인 C33A를 누드 생쥐에 접종한 후 형성된 

종양에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를 양성 대조군 바이러스인 

Ad-Δ19와 함께 각각 투여한 뒤 7일 뒤에 쥐로부터 간조직을 적출하

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하여 조직의 상태를 검증하 다

(Figure 17). Ad-Δ19를 투여한 마우스의 간의 경우, mitosis가 많이 

관찰되고 핵이 커져 있으며 진하게 염색된 걸로 보아 바이러스에 의

한 핵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upffer cell의 증식과 염증세

포가 많이 보이며 apoptosis로 진행되는 세포도 관찰되었다. 

Ad-mTERT-Δ19를 투여한 마우스의 간을 보면, 핵이 약간 커져 있긴 

하나 mitosis로 진행되는 세포를 관찰할 수 없으며 kupffer cell 역시 

정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고 reactive hepatitis나 inflammation 현상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Ad-mTERT-Δ19 바이러스의 

경우 Ad-Δ19에 비해 세포독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아데노바이러스 투여량에 따른 생쥐의 치사율 검증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mTERT-Δ19

의 생체 내 투여 용량에 따른 독성을 검증하기 위해, 생후 6-8주된 

생쥐의 꼬리정맥에 1 x 10
10
, 3 x 10

10
, 5 x 10

10
 viral particle의 

Ad-mTERT-Δ19, 또는 Ad-Δ19를 100 ㎕되게 주입한 후 마우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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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                      Ad-∆19               Ad-mTERT-∆19

x100 

x400 

Figure 17. The histology of C33A xenograft injected with PBS, 

Ad-Δ19, or Ad-mTERT-Δ19. Tumors were established by 

subcutaneous injection of 1 x 10
7 
cells, which were allowed to 

grow to an average size of 60-70 mm
3
. Mice with established 

tumors were treated with 1 intratumoral injection of 5 x 10
8
 

PFU/50 ㎕ of Ad-Δ19 or Ad-mTERT-Δ19 along with PBS as a 

negative control. Tumors were collected at 7 days after injection 

and 4 μm of paraffin-embeded tumor sections were prepared for 

H&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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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을 알아 보았다(Figure 18). Ad-mTERT-Δ19, 또는 Ad-Δ19 아데

노바이러스를  1 x 10
10 
viral particle의 양으로 전신 투여한 경우 10

마리 모두 바이러스 투여 후 11일까지 생존하여 생쥐의 치사율이 0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d-mTERT-Δ19를 3 x 10
10 
viral particle로 

투여한 경우 5마리 중 4마리가 11일까지 생존한 반면, Ad-Δ19를 같은 

양으로 투여한 경우 5마리 모두 바이러스 투여후 6일을 넘기지 못했

다. 이는 야생형 프로모터를 가진 Ad-Δ19 경우에는 3 x 10
10
 바이러

스의 역가에서는 치사율이 100%로 독성이 확인된 반면, 암세포 특이

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mTERT-Δ19의 경우 치사율이 

20%로 독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x 10
10
 바이러스 역가의 

경우, Ad-Δ19를 투여받은 5마리 생쥐 모두 투여 후 3일째 모두 죽은 

반면, Ad-mTERT-Δ19를 투여한 생쥐 역시 투여 후 5일째 모두 죽어 

이와 같은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정맥투여 하 을 때는 독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CMV 또는 MLP 프로모터에 의해 조절되는 ADP 발현 양상 

비교

감염된 세포로부터 아데노바이러스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유도

하는 ADP 유전자의 발현을 최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constitutive 프

로모터로 알려진 CMV 프로모터와 아데노바이러스 내재 프로모터인 

MLP 프로모터에 의한 ADP 발현 양상을 western blotting을 통해 비

교 검증하 다. A549 세포주를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의 발현이 

유도되는 Ad-Δ55-cA와 MLP 프로모터에 의해 ADP의 발현이 유도되

는 Ad-Δ55-MA를 MOI 10으로 각각 감염시키고 12, 24, 48, 72,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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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Dose dependent survival analysis of replicating 

adenoviruses in male athymic nude mice. Mice were treated with 

intravenous injection of 1 x 10
10
 particle, 3 x 10

10
 particle,  or  5 x 

10
10
 particle/100 ㎕  of Ad-Δ19 (■ )  o r  Ad-TERT-Δ19 (□ )  in 

PBS.  The mice were sacrificed when the tumors reached a 

volume of > 1500 m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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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6 시간 뒤에 세포를 회수하여 ADP의 발현 양상을 시간별로 검증

하 다. Figure 22에서 볼 수 있듯이, Ad-Δ55-cA로 감염된 경우는 감

염 후 24시간부터 ADP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염 후 48 시간

과 72 시간에 가장 높은 발현이 일어났으며, 감염 후 96 시간에는 발

현이 감소되었다. 이에 반하여, Ad-Δ55-MA로 감염된 경우는 감염 후 

48 시간부터 ADP가 발현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발현정도가 

증가되어 감염 후 96 시간에 가장 높은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CMV 프로모터에 의해 조절되는 ADP는 바이러스 감염 

후 초기에 높이 발현되는 반면, MLP 프로모터에 의해 조절되는 ADP

의 발현은 바이러스 감염 후 초기에는 미약하게 이루어지나 감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11. ADP 발현에 따른 plaque 크기 변화  

ADP의 발현이 세포살상과 주변세포로의 바이러스 확산에 미

치는 향을 가시화하기 위해, agarose가 함유된 고체배지에서 아데

노바이러스의 증식과 주변세포로의 확산에 따른 plaque의 형성을 비

교 검증하 다. CMV 또는 MLP 프로모터에 의해 ADP가 발현되는 

Ad-Δ55-cA와 Ad-Δ55-MA, 그리고 대조군으로 ADP 유전자를 발현

하지 않는 Ad-Δ55와 ADP를 포함한 모든 E3 유전자를 발현하는 야

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인 Ad-XJ를 각각 10 pfu로 293 세포주에 감염시

켰다. Figure 23에서 볼 수 있듯이,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의 발

현이 유도되는 Ad-Δ55-cA로 감염된 293 세포주에서 가장 큰 plaque

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고, Ad-Δ55-MA와 Ad-XJ는 비슷한 크기

의 plaque를 형성하 다. 이는 CMV 프로모터가 아데노바이러스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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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chematic illustration of E3 adenovirus shuttle vector 

and replication competent adenovirus Ad-Δ55. Ad-Δ55 adenovirus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 19kD, but is E1B 55kD deleted; 

The E3 left region of adenovirus at 26591-28588 bp and E3 right 

region of adenovirus at 30504-31057 was amplifi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Numbers refer to nucleotide positions of the 

adenoviral genome. PCR products was cloned into pSP72 and 

generated a E3 adenovirus shuttle vector, pSP72ΔE3.

Spel(27082)

Ad-∆55

pSP72∆E3
(E3 shuttle vector)26591 28588 30504 31057

Homologous recombination

E3-rightE3-left 

ψ E1A E1B19
∆E1B55kDa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3(28592-3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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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Schematic illustration of replication competent 

adenoviruses. Numbers refer to nucleotide positions of the 

adenoviral genome. Ad-Δ55 adenovirus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 19kD, but is E1B 55kD deleted; Ad-Δ55-cA and Ad-Δ

55-MA adenoviruses comprise of the ADP gene driven by the 

constitutive control of the CMV promoter and endogenous MLP 

promoter inserted into the E3 region, respectively.

Ad-∆55-cA

Ad-∆55-MA

ψ E1A E1B19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CMV-ADP

∆E1B55kDa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MLP-ADP

∆E3

Ad-∆55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1B55kDa ∆E3

∆E1B55kDa ∆E3

∆E3

ψ E1A E1B19
∆E3

Ad-XC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E1B55

ψ E1A E1B19 Ad genomeE1B55 Ad-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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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chematic illustration of E1B modified adenoviruses. 

Ad-Δ55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 19kD, but is E1B 55kD 

deleted; Ad-Δ19/55 contains E1A, but is E1B19 kDa and E1B55 

kDa deleted; Ad-Δ19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55 kDa, but 

is E1B19 kDa translation initiation codon-mutated; Ad-Δ55-cA, 

Ad-Δ19/55-cA, and Ad-Δ19-cA adenoviruses comprise of the ADP 

gene driven by the constitutive control of the CMV promoter 

inserted into the E3 region, respectively. Ad-XC contain wild type 

E1 region, but is deleted E3 region and Ad-XJ contain wild type 

E1 and E3 region.

Ad-∆55

Ad-∆19/55

Ad-XC

Ad-∆19

stop mutation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1B55kDa ∆E3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3

E1B55

ψ E1A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1B55kDa ∆E3∆E1B19Da

ψ E1A E1B19 E1B55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3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CMV-ADP
∆E1B55kDa ∆E3

Ad-∆55-cA

Ad-∆19/55-cAψ E1A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CMV-ADP
∆E1B55kDa ∆E3∆E1B19Da

Ad-∆19-cA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CMV-ADP
∆E3

E1B55

∆E3ψ E1A E1B19 Ad genomeE1B55 Ad-XJ



- 58 -

Figure 22. The expression pattern of ADP controlled by CMV or 

MLP promoter. A549 cells on 6-well plates were infected with Ad-

Δ55-cA or Ad-Δ55-MA adenovirus at an MOI of 10. At 12, 24, 48, 

72, 96 hrs after infection, cell lysates were subject to immunoblot 

analysis with an antibody recognizing ADP or actin. 

21.5 -

MW (KDa)

Ad-∆55-cA Ad-∆55-MA

12     24    48     72      96 hr p.i.12     24    48     72      96 hr 

46 - Actin

A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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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터인 MLP 보다 훨씬 높은 효율로 ADP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ADP 발현으로 감염된 세포를 잘 

뚫고 나와 인접한 세포를 연속적으로 살상하여 plaque의 크기가 증가

하 음을 알 수 있다. ADP에 의한 주변세포로의 증가된 바이러스 확

산은 E1B 부위가 변형된 아데노바이러스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1B 19kD가 결실된 Ad-Δ19와 E1B 19kD와 55kD가 모두 결실된 

Ad-Δ19/55에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가 발현되는 Ad-Δ19-cA와 

Ad-Δ19/55-cA바이러스를 ADP를 발현하지 않는 대조군바이러스인 

Ad-Δ19, 또는 Ad-Δ19/55와 함께 각각 5, 10, 50 pfu로 293 세포주에 

감염시킨 후 plaque의 크기를 비교하 다. Figure 24에서 보듯이, 

ADP를 발현하는 바이러스인 Ad-Δ55-cA, Ad-Δ19-cA, Ad-Δ

19/55-cA, 그리고 Ad-XJ가 ADP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인 Ad-Δ

55, Ad-Δ19, Ad-Δ19/55, 그리고 Ad-XC보다 훨씬 증가된 plaque의 크

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체 뇌암 세포주인 U343에서도 비

슷한 현상을 보임으로써 ADP에 의해 주변세포로의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12. ADP를 발현하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 효

과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E3 부위

에 ADP 유전자를 삽입한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

55-cA와 Ad-Δ55-MA의 세포 살상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대조

군으로서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와 야생형 아데

노바이러스인 Ad-XJ, 그리고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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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laque morphology of Ad-Δ55, Ad-Δ55-MA, Ad-Δ55-cA, 

Ad-XC, and Ad-XJ on 293 cells. After 4 hrs adsorption period, 

plates were overlayed with agarose and incubated at 37℃. At 10 

days post infection, the agarose overlay was removed and then 

stained with crystal violet. Ad-Δ55-cA adenovirus developed 

largest plaques.

Ad-∆55-cAAd-∆55-MAAd-∆55 Ad-XC Ad-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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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omparison of plaque morphology of E1B modified 

adenoviruses with or without ADP on 293 cell. After 4 hrs 

adsorption period, plates were overlayed with agarose and 

incubated at 37℃. At 10 days post infection, the agarose overlay 

was removed and then stained with crystal violet. 

Ad-∆55 Ad-XC Ad-XJ
5 PFU

10 PFU

50 PFU

dl-CMV-Z Ad-∆55-cA Ad-∆19/55 Ad-∆19/55-cA Ad-∆19 Ad-∆19-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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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MV-Z를 여러 종류의 종양 세포주와 정상 세포주에 여러 농도의 

역가로 각각 감염시킨 뒤 세포살상 정도를 비교 관찰하 다. Figure 

25에서 보듯이 음성대조군인 dl-CMV-Z로 감염된 암세포들(C33A, 

A549, SK-HepI, H460, U343)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에 의한 세포살

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를 발현하

는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cA로 감염된 경우 ADP를 발현하지 않

는 대조군 바이러스인 Ad-Δ55에 비해 약 10-1000배 정도 높은 암세

포 살상을 보 다. 즉, 인체 자궁암 세포주인 C33A에서는 Ad-Δ55-cA

가 Ad-Δ55에 비해 약 1000배 정도 높은 암세포살상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인체 폐암 세포주인 A549와 H460에서는 약 100배 정도, 그리고 

인체 간암 세포주인 SK-Hep1, 뇌암 세포주인 U343에서는 약 10배정

도 높은 암세포 살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C33A 세포주에서는 

Ad-Δ55-cA의 세포 살상능이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인 Ad-XJ와 유

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ADP의 발현으로 인한 현격한 암세포 살상 증

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MLP 프로모터에 의해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MA의 경우는 대조군 아

데노바이러스인 Ad-Δ55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암세포 살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BJ와 같은 정상 세포주에서는 Ad-Δ55-cA의 세

포 살상능이 대조군인 Ad-Δ55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ADP의 발

현에 의한 세포 살상능 증가가 암세포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Figure 25).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ADP 유전자를 삽입함으

로써 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효과를 

현격히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ADP의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로서는 CMV 프로모터가 내재 프로모터인 MLP 프로모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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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he in vitro CPE effects of replicating adenoviruses. 

Monolayer of cells in 24-well plate was infected with dl-CMV-Z 

(lane 1), Ad-Δ55 (lane 2), Ad-Δ55-MA (lane 3), Ad-Δ55-cA (lane 

4), Ad-XC (lane 5) or Ad-XJ (lane 6) at MOIs of 0.01 - 10. 

Replication incompetent adenovirus, dl-CMV-Z, served as a 

negative control. At the moment in which cells infected with any 

one of the viruses at an MOI of 0.01 - 0.1 exhibited complete cell 

lysis, the remaining cell layer was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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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에 의한 세포 살상능의 증가는 E1B 부위가 변형된 아데

노바이러스에서 ADP를 발현하는 Ad-Δ19/55-cA와 Ad-Δ19-c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6에서 보듯이,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

가 발현되는 Ad-Δ19/55-cA, 또는 Ad-Δ19-cA로 감염된 세포에서 

ADP를 발현하지 않는 바이러스인 Ad-Δ19/55, 또는 Ad-Δ19-cA로 감

염된 경우보다 10-1000배 증가된 세포살상능을 보 다. 

 

13. ADP를 발현하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내 항종양 

효과 검증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cA와 Ad-Δ

55-MA 종양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내 항종양 효

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C33A 인체 자궁암 세포주를 누드 생쥐에 

접종한 후 형성된 종양에 5 x 10
8
 pfu의 Ad-Δ55, Ad-Δ55-cA, 또는 

Ad-Δ55-MA 아데노바이러스를 음성 대조군인 PBS와 함께 이틀 간격

으로 3번 종양내 투여한 후 종양의 성장을 관찰하 다. 음성대조군인 

PBS를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32일에 종양의 크기

가 4,232 ± 2,185 mm
3
로 종양이 급격히 성장하 으나, 복제가능 아데

노바이러스인 Ad-Δ55, Ad-Δ55-cA, 그리고 Ad-Δ55-MA를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는 종양의 성장이 크게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7A). 즉, Ad-Δ55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32일에 종양의 크기가 132 ± 105 mm
3
이고, Ad-Δ

55-cA의 경우는 33 ± 53 mm
3
, 그리고 Ad-Δ55-MA의 경우는 105 ± 

133 mm
3 
정도로 뚜렷한 항종양 효과를 보 다(p < 0.05). 또한, 바이

러스 투여 후 60일에는 PBS를 투여한 6마리의 쥐들이 모두 죽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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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cer cells

B. Norm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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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he in vitro CPE effects of replicating adenoviruses. 

Monolayer of cells in 24-well plate was infected with dl-CMV-Z 

(lane 1), Ad-Δ55 (lane 2), Ad-Δ55-cA (lane 3), Ad-Δ19/55 (lane 4), 

Ad-Δ19/55-cA (lane 5), Ad-Δ19 (lane 6), Ad-Δ19-cA (lane 7), or 

Ad-XJ (lane 8) at MOIs of 0.01 - 10. Replication incompetent 

adenovirus, dl-CMV-Z, served as a negative control. At the 

moment in which cells infected with any one of the viruses at an 

MOI of 0.01 - 0.1 exhibited complete cell lysis, the remaining cell 

layer was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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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종양의 성장을 측정할 수 없었고, Ad-Δ55, Ad-Δ55-cA, 

또는 Ad-Δ55-MA를 투여한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각각 812 ± 1,267 

mm
3
, 61 ± 89 mm

3, 
199 ± 184 mm

3
로 ADP를 발현하는 종양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Δ55-cA와 Ad-Δ55-MA가 대조군

인 Ad-Δ55에 비하여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가 발현되는 Ad-Δ55-cA의 항종양 효과가 MLP 

프로모터에 의해 ADP가 발현되는 Ad-Δ55-MA에 비해 우수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Ad-Δ55-cA를 투여한 경우, 바이러스 투여 후 

15일경에 6마리의 생쥐들 중 2마리에서 그리고 40일경에 1마리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고 2달이 지나도 종양의 재성

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Ad-Δ55-cA의 탁월한 항종양 효과가 

다른 종양 모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체 간

암 세포주인 Hep3B xenograft model에서 상기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

로 항종양 효과를 검증하 다. Figure 27B에서 볼 수 있듯이, 음성대

조군인 PBS를 투여한 군에 비하여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아데노바

이러스들인 Ad-Δ55과 Ad-Δ55-cA를 투여한 군에서 뚜렷한 항종양 효

과가 관찰되었으며(P < 0.05), 바이러스 투여 후 60일경에는 Ad-Δ55

을 투여한 경우의 종양의 크기(1,271 ± 874 mm
3
)에 비하여 ADP를 

발현하는 Ad-Δ55-cA를 투여한 경우의 종양의 크기(464 ± 451 mm
3
)

가 현격히 감소하여 ADP에 의한 뚜렷한 항종양 효과를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종양에 투여시 마우

스의 생존율을 비교하 다. C33A xenograft model에서 Ad-Δ55-cA 

바이러스를 투여시 120일 경과 후 80%의 마우스가 생존한 반면, Ad-

Δ55와 Ad-Δ55-MA를 투여한 경우 같은 기간동안 단지 30%의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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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33A xenograft model

B. Hep3B xenograft model

Figure 27. Suppression of tumor growth by oncolytic adenovirus 

expressing ADP. Subcutaneous tumors derived from human 

cervical cancer C33A (A) or human hepatoma Hep3B (B) cells 

were treated with Ad-Δ55 (□ ) , Ad-Δ55-cA (△) , or Ad-Δ55-MA 

(● ) , along with PBS (■ )  as a negative control. Tumor volume 

was monitored over time (days) after treatment with adenovirus. 

The arrow indicated when treatment was given (5 x 10
8
 

pfu/mouse/treatment). Values represent the means±s.e. for six 

animals p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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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33A xenograft model

B. Hep3B xenograft model

Figure 28. The survival analysis of replicating adenoviruses in 

male athymic nude mice. Subcutaneous tumors derived from human 

cervical cancer C33A (A) or human hepatoma Hep3B (B) cells 

were treated with Ad-Δ55 (□ ) , Ad-Δ55-cA (△) , or Ad-Δ55-MA 

(● ) , along with PBS (■ )  as a negative control. Tumor volume 

was monitored over time (days) after treatment with adenovirus. 

The mice were sacrificed when the tumors reached a volume of  

> 1500 m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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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생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 투여 후 6달이 지나도 

50%의 마우스에서는 종양의 재성장이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28A). 

Ad-Δ55-cA의 생존율 증가는 Hep3B xenograft model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Figure 28B). 이러한 결과를 통해 Ad-Δ55-cA가 in 

vivo 모델에서 뛰어난 항종양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14.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된 U343 세포주에서

의 세포고사 유도 검증

ADP 유전자가 세포살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FACS 분석을 실시하 다.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cA, 또는 Ad-XJ와 ADP를 발현하지 않는 대조군 바이러스

인 Ad-Δ55, 또는 Ad-XC를 MOI 50의 역가로 U343 세포주에 각각 

감염시키고 3일 뒤에 세포를 회수하여,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세포

고사 진행정도를 Annexin-V와 propidium iodide(PI)로 이중염색

(double staining)하여 확인하 다. Annexin-V는 세포고사 초기에 세

포막 밖으로 유출되어 나온 phosphatidylserine(PS)를 검출할 수 있는 

반면에, propidium iodide(PI)는 세포사 후기에 세포막의 파괴로 

propidium iodide가 세포내로 들어가 핵내에 있는 chromatin과 결합할 

수 있어 세포괴사(necrosis)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nnexin-V
-
/PI

-
는 건강한 세포를 의미하며, Annexin-V

+
/PI

-
는 세포

고사가 일어난 세포, 그리고 PI
+
 세포는 세포괴사가 일어난 세포를 의

미한다.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양성 대조군으로 이용된 CPT-11를 처

리한 세포의 경우 약 43.6%(Annexin-V
+
/PI

-
)의 세포들이 세포고사로 

진행되었으며, ADP를 발현하는 Ad-Δ55-cA와 Ad-XJ에 의해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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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Analysis of annexin-V/PI fluorescence. Cells were 

infected with Ad-Δ55, Ad-Δ55-cA, Ad-XC, or Ad-XJ virus, or 

treated with CPT. Cell pellets were resuspended in 100 ㎕ binding 

buffer and then reacted with annexin-V and propidium iodide (5 ㎕ 

each) respectively at room temperature. The stained cells were 

then analyzed in a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In each 

scatter plot, the percentage of annexin-V
+
/PI

-
 (cells in early 

apoptosis, bottom right quadrant) is bold and italicized. 

CPT
0.0 0.01

43.656.4

Ad-∆55 Ad-∆55-cA

Ad-XC Ad-XJ

16.88 2.49

75.79 4.84

0.04 0.3

77.24 22.43

18.24 9.02

67.15 5.58

0.01 0.41

78.48 21.1

Annexin V

PI



- 71 -

경우는 각각 22.4%와 21.1%의 세포들에서 세포고사가 유도되었다. 하

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ADP를 발현하지 않는 Ad-Δ55과 Ad-XC에 의

해 감염된 경우는 각각 4.84%와 5.58%의 세포에서만 세포고사가 유

도된 반면 19.37%와 27.26%의 세포들에서 PI
+
인 세포괴사가 일어났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9). 이러한 결과들은 ADP를 발현하는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Δ55-cA와 Ad-XJ에 의해 세포가 

감염되면 대부분의 세포들이 세포고사로 진행되는 반면, ADP를 발현

하지 않는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Δ55과 Ad-XC에 의해 

세포가 감염되면 대부분의 세포들이 세포괴사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또한, ADP 유전자가 세포살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

해 세포고사의 중요한 생화학적 특징 중의 하나인 DNA 절편화를 

TUNEL 분석으로 검증하 다.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

스인 Ad-Δ55과 Ad-Δ55-cA, 그리고 대조군 아데노바이러스로서 

Ad-XC와 Ad-XJ를 MOI 5로 U343 인체 뇌암 세포주에 감염시키고 

24 시간 뒤에 TUNEL 분석을 시행하여 세포 핵 내 DNA 절편화를 

관찰하 다. 대조군 아데노바이러스로 사용된 Ad-XC는 야생형 아데

노바이러스인 Ad-XJ로부터 E3 유전자들을 모두 제거한 아데노바이

러스로서 Ad-XC는 ADP를 발현하지 않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

이다.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양성 대조군으로서는 세포고사 유도 화학

물질인 CPT-11를 1 μM로 처리한 U343 세포주를 사용하 다. Ad-Δ

55로 감염된 경우는 약 13%의 세포들이 갈색으로 흐리게 염색된 반

면, ADP를 발현하는 Ad-Δ55-cA에 의해 감염된 경우는 약 45%의 세

포들이 진한 갈색으로 염색되어 훨씬 높은 빈도로 세포고사가 유도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ADP를 발현하는 야생형 바이러스인 Ad-X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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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0. In vitro TUNEL assay. (A) At 24 hrs after treatment 

without or with 1 uM of CPT, or infection with Ad-Δ55, Ad-Δ

55-cA, Ad-XC, or Ad-XJ at an MOI of 5, apoptotic cells were 

detected by labeling with DAB (3,3'-diaminobenzidine) using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counterstained with methyl 

green). Brown staining indicates positive staining for DNA strand 

breakage. Arrow heads indicate positive staining.  Representative 

field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re shown. Original 

magnification: x100 and x400. (B) The mean percentage of 

apoptotoic cells induced by each treatment. The number of brown 

stained cells per 100 cells was counted. Each of the indicated 

values reflects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is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apoptotic cells. 

Uninfected Ad-∆55 Ad-∆55-cA Ad-XC Ad-XJCPT

X 100

X 400

Uninfected            CPT                Ad-∆55            Ad-∆55-cA           Ad-XC              Ad-XJ

1.64±0.67       78.12±26.92       13.45±7.46          45.21±7.46        12.79±4.5        36.03±7.98
Apoptotic c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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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약 36%)도, ADP를 발현하지 않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XC(약 12%)에 비해 월등히 세포고사 빈도가 높았다. 즉, ADP를 

발현하지 않는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과 Ad-XC에 비해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cA와 Ad-XJ에 의해 감염된 경

우 세포고사가 높은 빈도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0A, 

B).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세포고사 유도를 인

체 자궁암 세포주인 C33A xenograft model에서 확인하고자 하 다. 

1 x 10
7 
개의 C33A 세포주를 누드 마우스의 피하에 주사한 후 

60-70mm
3 
정도로 종양이 성장하 을 때 5 x 10

8 
pfu의 Ad-Δ55, 또는 

Ad-Δ55-cA 바이러스를 음성 대조군 바이러스인 PBS와 함께 각각 

종양 내 1회 투여 후 3일 뒤에 종양을 적출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

한 뒤 종양조직을 가지고 TUNEL assay를 시행하 다. Figure 31에

서 보듯이, ADP 유전자를 발현하는 Ad-Δ55-cA 바이러스가 투여된 

종양에서는 갈색으로 진하게 염색된 부위가 많이 관찰되는 반면, 음

성대조군으로 PBS를 투여한 종양조직에서는 세포괴사 또는 자연발생

적(spontaneous)으로 일어나는 약간의 세포고사만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또한, Ad-Δ55를 투여한 종양조직에서는 약간의 세포괴사만이 확

인될 뿐 세포고사로 추정되는 부위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ADP 유전자가 종양 내에서 높은 빈도로 세포고사를 유도함

을 알 수 있었다. 

15. mTERT 프로모터와 ADP에 의한 암세포 특이적 복제가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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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                        Ad-Δ55                  Ad-Δ55-cA

      

 x100

     

  x 400

Figure 31. In vivo TUNEL assay. C33A xenograft was established 

by subcutaneous injection of 1 x 10
7 
cells, which were allowed to 

grow to an average size of 60-70 mm
3
. Mice with established 

tumors were treated with intratumoral injections of 5 x 10
8
 PFU/50 

㎕ of Ad-Δ55 or Ad-Δ55-cA, along with PBS as a negative 

control. At 3 days after injection, apoptotic cells were detected by 

labeling with DAB (3,3'-diaminobenzidine) using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counterstained with methyl green). 

Brown staining indicates positive staining for DNA strand 

breakage. Original magnification: x100 and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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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 효과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바이러스의 복제가 조절되는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효과를 증가시키기 위

해 E3 부위에 ADP 유전자를 삽입한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

스인 Ad-mTERT-Δ19-cA를 제작하 다(Figure 32). Ad-mTERT-Δ

19-cA 바이러스의 세포 살상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서 종양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

제가 조절되는 Ad-mTERT-Δ19, 내재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

되는 Ad-Δ19,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인 Ad-XC, Ad-XJ, 그리고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인 dl-CMV-Z를 여러 종류의 종양 세포주와 정

상 세포주에 여러 농도의 역가로 각각 감염시킨 뒤 세포살상 정도를 

비교 관찰하 다. Figure 33에서 보듯이 음성대조군인 dl-CMV-Z로 

감염된 암세포들(SK-HepI, H460, C33A)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에 의

한 세포살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

제가 조절되고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

스인 Ad-mTERT-Δ19-cA로 감염된 경우 ADP를 발현하지 않는 대

조군 바이러스인 Ad-mTERT-Δ19에 비해 약 10-100배 정도 높은 암

세포 살상을 보 다. 하지만, BJ와 같은 정상 세포주에서는 

Ad-mTERT-Δ19-cA의 세포 살상능이 대조군인 Ad-mTERT-Δ19와 

유사한 수준의 세포살상능을 보 으나 WI38, MRC5 등의 정상세포주

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Ad-mTERT-Δ19-cA의 세포 살상능이 Ad-

Δ19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 살상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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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chematic illustration of replication competent 

adenoviruses. Ad-Δ19 adenovirus contains the normal E1A and 

E1B55 kDa, but is E1B19 kDa translation initiation codon-mutated; 

Ad-mTERT-Δ19 controls the E1A expression by mTERT 

promoter; Ad-mTERT-Δ19-cA controls the E1A expression by 

mTERT promoter and contains ADP gene driven by the CMV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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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mutation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3

E1B55

Ad-mTERT-∆19

stop mutation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3

E1B55mTERT

stop mutation

ψ E1A E1B19 Ad left genome Ad right genome
∆E3

E1B55mTERT Ad-mTERT-∆19-cACMV-A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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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ncer cells

B. Normal cells

Figure 33. In vitro CPE effects of replicating adenoviruses. 

Monolayer of cells in 24-well plate was infected with dl-CMV-Z 

(lane 1), Ad-Δ19 (lane 2), Ad-mTERT-Δ19 (lane 3), Ad-mTERT-Δ

19-cA (lane 4), Ad-XC (lane 5), or Ad-XJ (lane 6) at MOIs of 

0.01 - 10. Replication incompetent adenovirus, dl-CMV-Z, served 

as a negative control. At the moment in which cells infected with 

any one of the viruses at an MOI of 0.01 - 0.1 exhibited complete 

cell lysis, the remaining cell layer was fixed and stained with 

crystal violet.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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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암세포와 정상세포 간에는 공통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갖는 부

분이 많아 항암치료에 의해 정상세포에도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항암치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세포에서만 발현하는 특이적 세포생물학적 성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6-10
. Telomerase는 ribonucleoprotein으

로 세포 분열시 염색체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세포노화와 

암, 그리고 세포불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
. 대부분의 암조

직에서는 telomerase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는 반면, 정상세포에서는 

거의 활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telomerase의 활성을 조절하는 유전

자 발현조절인자를 유전자 전달체계에 이용한다면 암세포 특이적 유

전자 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RT 유전자의 전사 활

성화가 telomerase 활성이 증가된 암세포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으므로, TERT 프로모터를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수적인 E1 

유전자의 내재 프로모터와 치환하여 telomerase 활성이 증가된 암세

포에서만 바이러스의 증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결과 암세포만 선택

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세포 살상능이 아주 우수한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19는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결여되어 있어, 암세포 특이적 복

제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암세포 특이적으로 활성이 조절되는 프로

모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18
. 암세포 특이적으로 활성이 조절되는 야생

형 TERT 프로모터에는 2개의 c-myc 결합부위와 5개의 Sp1 부위가 

존재하며, c-myc oncogene의 발현과 telomerase 활성화와의 비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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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내용이 밝혀졌다
28, 45

. 즉, 암세포에서는 

c-myc oncoprotein의 발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myc 

oncoprotein이 Max protein과 heterodimer를 형성하고 c-myc/Max 

dimer는 'E-box'로 알려진 TERT 프로모터의 5'-CACGTG-3' 

consensus sequence를 인식하여 TERT 프로모터의 조절부위에 결합

함으로써 TERT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6-47
. 

하지만 정상세포에서는 c-myc의 발현이 낮은 반면, Mad 1의 발현이 

높아 Max와 Mad가 heterodimer를 형성하고 Mad/Max dimer는 

E-box에 결합하여 TERT 프로모터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8-50
. Telomerase 활성이 높지 않은 인체 유방 상피세포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에 c-myc을 발현하는 레트로바이러

스를 감염시켜 유방암 세포주와 유사한 정도의 telomerase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45
.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TERT 프로모터의 활성을 더욱 암세포 특이적으로 증가시

키기 위해 447 bp 크기의 야생형 TERT 프로모터에 1개의 E-box와 

5개의 Sp1 부위가 존재하는 329 bp 크기의 TERT 프로모터를 연결시

킨 mTERT 프로모터를 제작하 다. 

LacZ 유전자를 표지유전자로 야생형 TERT 프로모터와 변형

된 mTERT 프로모터의 암세포 특이성과 활성정도를 비교 검증한 결

과, telomerase의 활성이 높은 암세포에서는 mTERT 프로모터의 활

성이 TERT 프로모터에 비해 현격히 증가된 반면 telomerase의 활성

이 거의 없는 정상세포에서는 mTERT 또는 TERT 프로모터 모두 거

의 활성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E-box와 

Sp1 부위가 첨가되어진 mTERT 프로모터의 암세포 특이성이 우수하

고 더불어 암세포에서의 활성정도가 야생형 TERT 프로모터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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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바이러스

의 복제가 조절되는 Ad-mTERT-Δ19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야생형 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Ad-TERT-Δ

19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암세포 특이적 복제능을 나

타내었다. 즉,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 정도를 검증할 수 있는 E1 단백

질 immunoblot 실험에서 Ad-mTERT-Δ19에 의해 감염된 경우 E1 

단백질의 발현이 Ad-TERT-Δ19에 비해 더욱 암세포 특이적으로 일

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세포 살상능을 비교 검증한 

oncolytic assay와 MTT assay에서는 Ad-mTERT-Δ19의 세포 살상

능이 Ad-Δ19에 비해 정상세포에서는 약 100배 정도 낮았지만 암세포

에서는 약간 낮은 또는 유사한 정도의 세포살상능을 보여 mTERT 

프로모터의 암세포 특이적 조절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야생형 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Ad-TERT-

Δ19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는 정상세포에서의 세포 살상능이 Ad-Δ19

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도되어 암세포 특이성이 크게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생체내에서의 항종양 효과를 비교 검증한 실험에서도, 

Ad-mTERT-Δ19를 투여한 경우 Ad-TERT-Δ19에 비하여 항종양 효

과가 우수하 으며(p < 0.05),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아데노바이러스

들 중 세포 살상능이 가장 우수한 것들 중 하나인 Ad-Δ19와 

Ad-mTERT-Δ19의 항종양 효과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E-box와 Sp1 부위가 첨가된 변형된 mTERT 프로모터의 활성이 암

세포에서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의 생체내 여러 조직들에서의 

활성을 비교 검증한 실험에서, TERT 발현정도와 상관없이 항상 활성

화되는 CMV 프로모터에 의해 LacZ의 발현이 조절되는 아데노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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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정맥 투여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간세포들에서 LacZ의 발현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TERT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LacZ 발현

이 조절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경우는 간 조직에서 LacZ의 

발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생체내에 정맥 투여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데노바이러스는 간에서 검출되고 이에 따라 간

독성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mTERT 프로모터와 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또는 이들 프로모터에 의해 세포를 살상시

킬 수 있는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다면,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내 투여 후 일어날 수 있는 간독성을 크게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장조직에서는 야생형 TERT 프로

모터가 약간 활성화되는 반면, mTERT 프로모터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 mTERT 프로모터의 정상세포에서의 안전성이 훨씬 우수하 다. 

또한, 생체내 암조직에서의 mTERT 프로모터의 활성이 TERT 프로

모터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

는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또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 세포살상 유전자를 이용한다면, 야생형 TERT 프로모터에 

비해 암조직에서의 세포살상 효과는 현격히 증대하는 반면, 정상조직

에서의 활성은 아주 낮아 이에 따른 암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항종

양 효과가 크게 증대되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의 종양 특이적 복제를 유도하고자 도

입한 외래 프로모터에 의한 바이러스 복제의 조절로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효과는 얻을수 있으나 그 효율면에 있어서는 야생형 아데노

바이러스에 비해 세포살상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 다. Figure 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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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바이러스 복제가 조절되는 

Ad-mTERT-Δ19의 경우 내재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Ad-

Δ19에 비해 10배 정도 낮은 세포살상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종양 특이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아

데노바이러스의 효과적 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E1B 55kD가 소실

된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 (YKL-1)또는 ONYX-015는 야생형 아

데노바이러스에 비해 암세포 살상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실제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인체에 

반복적으로 투여하여야 하고 기존의 여러 항암제들과 함께 병용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제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증가된 세포 살상능을 유도하기 위해 아데노바이러

스의 E3 구성 유전자인 ADP를 암세포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

러스인 Ad-Δ55의 E3 부위에 재삽입함으로써 암세포 살상능을 증가시

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데노바이러스의 E3 부위는 바이러스의 증식에 무관하므로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들은 E3 부위가 소실

되어 있거나 치료유전자를 삽입하는 부위로 이용되어져 왔다
33
. 아데

노바이러스의 E3 구성 단백질 중 하나인 ADP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감염 후 핵막과 골지체에 위치하는 당단백질(glycoprotein)로 바

이러스의 복제 후 감염된 세포를 해리시키고 증식된 바이러스를 세포 

밖으로 방출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40
. ADP는 감염후

기에 바이러스 입자가 세포 핵 내에 축적되기 시작할 때(> 감염 후 

20h) 높은 효율로 합성되는데
51
, ADP가 소실된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된 세포로부터 천천히 방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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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세포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이로 인해 

plaque의 크기도 작게 형성된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39
. 또한 ADP 돌

연변이형을 지닌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된 세포는 야생형 아데노바이

러스로 감염된 세포에 비해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ADP에 의해 세포 살상능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9-40
.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효과적인 항종양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종양세포에 비하여 보다 빠

른 바이러스의 증식과 인접세포로의 확산을 통해 효과적인 살상효과

를 유발시켜야 한다. 바이러스 감염후기에 세포살상과 증식된 아데노

바이러스의 방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여하는 ADP를 최대한 

높은 효율로 발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P의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로서 CMV와 아데노바이러스 내재 프로모

터인 MLP를 서로 비교 검증하 다.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의 

발현이 유도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후 초기에 높이 발현되는 

반면, MLP 프로모터의 경우에는 감염 후 초기에는 발현이 미약하게 

유도되나 감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이 증가되었다(Figure 22).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 후 인접세포로의 효과적인 확산과 세포 살상

능을 검증할 수 있는 plaque 형성 실험에서는 MLP에 의해 발현이 조

절되는 Ad-Δ55-MA의 경우는 ADP 유전자가 내재하는 야생형 아데

노바이러스인 Ad-XJ와 비슷한 크기의 plaque를 형성하 으나,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의 발현이 조절되는 Ad-Δ55-cA의 경우는 이들 

Ad-Δ55-MA와 Ad-XJ 보다 훨씬 큰 plaque들을 형성하여, CMV 프

로모터에 의한 ADP의 발현이 MLP 프로모터에 의한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세포 살상과 인접세포로의 효과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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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Figure 23). 또한, AD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 살상능 증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CPE assay에서도, CMV 

프로모터에 의해 ADP를 발현하는 Ad-Δ55-cA 아데노바이러스가 대

조군 아데노바이러스인 Ad-Δ55에 비해 약 10-1000배 정도 높은 암세

포 살상을 보인 반면, Ad-Δ55-MA의 경우는 Ad-Δ55-1과 거의 유사

한 정도의 암세포 살상을 나타내어 바이러스 내재 프로모터인 MLP 

보다 CMV 프로모터가 ADP를 발현시키는데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25). 

본 연구에서 개발한 Ad-mTERT-Δ19의 in vitro에서의 암세

포 살상능은 Ad-Δ19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 더욱 효과적인 암유전

자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세포에 대한 선택적 세포 살상능이 더욱 개

선된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배

경 하에 본 연구자는 Ad-mTERT-Δ19에 ADP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재 삽입하여 효과적 암세포 살상능을 유도하고자 하 다. ADP를 최

대한 높은 효율로 발현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DP의 발현을 조

절하는 프로모터로써 아주 강한 CMV 프로모터를 이용하 다. 

Ad-mTERT-Δ19-cA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경우, Ad-mTERT-Δ

19에 비해 향상된 암세포 살상능을 보이며 이는 야생형 프로모터에 

의해 E1A가 발현되는 Ad-Δ19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암세포 살상능

을 보임으로써 ADP 유전자의 삽입을 통한 개선된 암세포 살상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BJ와 같은 정상세포에서는 ADP 유전자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mTERT 프로모터에 의한 제한된 바이러스 복제

로 인해 세포 살상능은 Ad-mTERT-Δ19와 비슷한 수준을 보 다. 

WI38, IMR90, MRC5 등의 정상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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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19와 유사한 수준의 세포 살상능을 보여 정상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

를 보여주지 못하 다. 이는 ADP에 의한 세포 살상효과가 너무 강하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ADP 발현을 암세포 선택적으로 유

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후 일어나는 세포고사는 일종의 방어기

작으로, 감염된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여 인접한 비감염세포를 보호하

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52-53
.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숙주세포의 자살(apoptosis)을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는데 감염 초기에 

E1A 유전자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고사를 E1B 19kD와 E1B 55kD 유

전자가 각기 다른 기전으로 저해한다
52, 54-55

. 반면에 감염후기에는 증

식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뚫고 나와 다른 이웃세포를 재 감염

시키고자 세포사를 촉진하게 된다. 이때 작용하는 ADP 유전자는 감

염세포로부터 바이러스의 방출을 촉진한다고 보고 되어졌지만
40
, 아직 

ADP 유전자가 어떠한 기전으로 세포사를 유도하여 바이러스의 방출

을 촉진하는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P

가 세포사의 대표적 기전 중 하나인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해 세포고사를 검증할 수 있는 TUNEL 분석과 Annexin-V/PI 

이중염색(double staining)후 FACS 분석을 시행하 다. 핵 내의 DNA 

절편을 확인할 수 있는 TUNEL 분석에서 ADP를 발현하는 두 종류

의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Δ55-cA와 Ad-XJ에 의해 감염

된 세포들이 ADP를 발현하지 않는 대조군 아데노바이러스들인 Ad-Δ

55과 Ad-XC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세포고사를 유발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특히 CMV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Ad-Δ

55-cA에 의해 감염된 경우에,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인 Ad-XJ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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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뚜렷한 세포고사가 진행된 세포들이 많이 관찰되어 바이러스 내

재 프로모터에 비해 훨씬 높은 효율로 ADP가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UNEL 분석; Figure 30). 또한, FACS 분석에서도 초기 세포

고사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Annexin-V
+
/PI

-
인 세포들의 비율이 ADP

를 발현하는 Ad-Δ55-cA와 Ad-XJ의 경우에 월등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9).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에 의하여 ADP의 발현에 

따른 세포 살상능 증가 및 주변세포로의 확산 촉진은 ADP 유전자의 

세포고사 유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치료효과와 함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Ad-mTERT-Δ19 아데노바이

러스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한 암세포 특이적 바이러스 증식과 

E1B 19kD 유전자 소실에 의한 효율적인 암세포 살상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암치료에 필요한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바이러스에 의

한 생체내 독성과 면역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DP 유전자가 삽입된 Ad-mTERT-Δ19-cA의 경우에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 모두에서 높은 세포살상능을 보여 암세포 선택적인 세

포 살상효과를 더욱 개선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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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치료효과와 함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여 세포 살상을 유도할 수 있는 암세포 특이

성이 부여된 바이러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전 연구에 의해 개발된 세포 살상능이 현격히 증대된 Ad-Δ19에 암세

포 특이성을 부여하고 세포 살상능을 증가하는 방안으로 암세포에서

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

는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와 E3 부위에 세포고사에 관여하

는 ADP 유전자를 삽입한 Ad-mTERT-Δ19-cA 아데노바이러스를 제

작하 다. 암세포에서의 활성과 특이성이 야생형 TERT 프로모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mTERT 프로모터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Ad-mTERT-Δ19 아데노바이러스를 암 유전자 치료에 이용한다면, 정

상세포에 대한 독성 감소와 암세포에 대한 살상능의 개선으로 암치료

에 필요한 투여량을 감소시켜 바이러스에 의한 생체 내 독성과 면역

반응을 크게 줄이면서 효율적인 암치료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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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topathic effect of adenovirus death protein (ADP) 

expressing adenoviruses 

regulated by telomerase promoter 

Eun Hee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or Joo-Hang Kim)

Replication-competent adenoviruses (Ads) are promising 

new modality for the treatment of cancer. Selective replication of a 

viral agent in tumor may lead to improved efficacy over 

non-replicating Ads due to viral multiplication, lysis of the infected 

cancer cell and spread to surrounding cells.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hTERT) is the catalytic subunit of 

telomerase that is responsible for stabilizing telomere length during 

the replication of chromosome. The hTERT promoter is highly 

active in virtually all types of tumors and immortal cells, but is 

usually inactive in most normal somatic cells. To improve activity 

and cancer cell specificity of hTERT promoter, more copies of 

c-myc sequence and Sp1 sites were incorporated into the 

downstream of hTERT promoter, generating a m-hTERT 

promoter. The activation of hTERT or m-hTERT promoter was 

significantly up-regulated only in hTERT-positive cells, but not in 

hTERT-negative cells. For the aim of restricting viral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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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umor cells, the adenoviral E1 gene that is essential for viral 

replication has been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hTERT or 

modified m-hTERT promoter, generating conditional replication 

competent adenoviruses, Ad-TERT-Δ19 and Ad-mTERT-Δ19, 

respectively. The in vitro efficacy and specificity of the hTERT 

and m-hTERT promoter have been evaluated by the comparison of 

viral replication and cytopathic effect in cancer cells and normal 

cell lines. While the wild type Ad-TERT-Δ19 replicated in and 

induced cytopathic effect in cancer and in some normal cell lines, 

Ad-mTERT-Δ19 enhanced viral replication and cytopathic effect in 

cancer cells only. In addition, the growth of established human 

cervical carcinoma in nude mice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intratumoral injection of Ad-mTERT-Δ19. 

We have previously shown that the E1B 55kD-deleted Ad, 

Ad-Δ55 (YKL-1) exhibits tumor specific replication and cell lysis, 

but with reduced cytolytic effects in comparison to wild type 

adenovirus. Thus, improving the potency of oncolytic adenovirus 

remains an important goal for cancer gene therapy. To increase 

the oncolytic ability of Ad-Δ55 we have reintroduced adenovirus 

death protein (ADP) gene under the control of CMV or MLP 

promoter at E3 region of Ad-Δ55, generating an Ad-Δ55-cA and 

Ad-Δ55-MA, respectively. ADP is an 11.6kD protein encoded by 

the E3 transcription unit, and is required to efficiently kill 

adenovirus-infected cells. However to date, the mechanism by 

which ADP mediates cell death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this study, we report that ADP-overexpressing Ad markedly 

enhanced cytolytic effect (up to 1000-fold) against all tumor cell 

lines tested, but did not increase CPE in normal skin fibr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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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Moreover, plaque size formed by Ad-Δ55-cA was substantially 

larger than that of Ad-Δ55, indicating enhancement in cell lysis. 

TUNEL assay and Annexin-V/PI double staining indicate that 

ADP-mediated cytotoxicity was largely driven by apoptosis. 

Finally, Ad-Δ55-cA adenovirus also showed superior antitumor 

effect than Ad-Δ55 and Ad-Δ55-MA in C33A cervical and Hep3B 

hepatoma xenograft tumor models.

To further improve tumor cell specific cytotoxicity of 

Ad-mTERT-Δ19, we have introduced ADP gene under the control 

of CMV promoter at E3 region of Ad-mTERT-Δ19, generating an 

Ad-mTERT-Δ19-cA. Ad-mTERT-Δ19-cA showed markedly 

increased tumor cell killing effect in comparison of that of 

Ad-mTERT-Δ19 or wild type adenovirus. But, in normal cells, BJ, 

Ad-mTERT-Δ19-cA showed similar cell killing effect as that of 

Ad-mTERT-Δ19.

Taken together,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the use of 

mTERT promoter is not only useful in regulation of therapeutic 

gene expression but also that replication-competent oncolytic 

adenovirus under the control of mTERT promoter may be a new 

promising tool for the treatment of human malignancies. Also, 

ADP-overexpressing adenovirus elicits enhanced cytopathic effect 

by induction of apoptosis, which is critical for adding therapeutic 

value to replicating adenovirus for cancer gen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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