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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 때 프로젝트 발표 수업을 통해 처음 접하였던

암 유전자치료를 실질적으로 대학원에서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들뜬 마음으로 대학원을 진학 하기위해 2004년 9월 처음

실험실을 방문하고, 교수님을 뵙고, 실험실 선배들을 만났을 때

가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

렸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학위를 받으면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저에게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실

험적인 문제에 직면 하였을 때 풀어가는 방법들, 결과들을 분석

하여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1년

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 연수를 통해 더 넓은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실험적인 것뿐만 아

니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 등 여러 가

지 능력들을 제자를 아끼는 선생님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어

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윤채옥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마

음으로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드리면 반갑게 반겨주시며 “실험

잘 돼?”라고 물어봐 주시는 김주항 교수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논문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권영근 교수님, 진

료와 외부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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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협 교수님과 따뜻한 마음으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자상하

게 자문해주신 성진실 교수님. 교수님들께 저의 논문 자문심사

를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항상 따

뜻한 관심으로 부족한 저를 지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

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지치고 힘들 때 연구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방상용 선생님

과 최향희 선생님, 연구에 대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경희대 김지영 교수님, 해외 연수기간 동안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Lily Wu 교수님, 낯설었던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데 많은 도움과 미국생활에 있어서도 작은 것 하나하나 배려해

준 Makoto Sato 박사님과, Steven Huyn, Karen Jiang,

Shuwen Koh 그리고 다우니 제일교회 청년부, 유치부 가족들에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실험실에서 동고동락한 실험실 식구들… 당

신들이 있었기에 저의 대학원 생활은 너무나 즐겁고 소중한 시

간이었습니다. 처음 실험실 면접 때부터 긴장감과 설레임을 가

지고 온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실험실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실험실 방장으로서도 멋진 면모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김재성 박사님, 처음 실험실 생활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

도록 용기 주시고 함께 해주신 김현희 선생님, 지금 어려움 없

이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물 실험을 가르쳐 주신

황경화 선생님, 나노물질 연구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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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생님, 모든 척척 고쳐내시는 만물박사인 두 아이의 아빠

김인욱 선생님, 많은 시간을 실험실에서 함께 하지 못해 아쉬운

영숙누나와 동현이형, 항상 친동생처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

는 실험실 간암치료제 파트너 민정누나, 바이러스를 처음 접하

고 생산하게끔 가르쳐주신 경주누나, 항상 열심히 하면서도 한

번도 실험실을 같이 써 보지 못했던 지영누나, 저에게 실험 기

술들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에 20

시간 이상을 함께한 저의 대학원 사수 평환이형, “오징어~”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경희대 유전공학과 동문 아름누나, 언제나 밝

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던 태영누나, 실험실 선배로서 처음 후배

로서의 자세를 알려주고 자신의 일에 열정을 보여주며 후배들에

게 배우게 하는 일규형, 자신의 일과 삶에 최선을 다하고 미국

에서 박사과정 중인 윤아누나, 실험실에서 막내로서의 고락을

함께했고 이젠 회사에 열정을 쏟는 동기 민주, 항상 어른스러운

말투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고민을 상담해주며 친동생처럼 대해

주고 아껴주신 지훈이형, 연구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 준

지금은 교수님이 된 송남이형, 가정과 실험실 모두에서 항상 최

선을 다하는 준모엄마~정선누나, 실험실 살림꾼이었던 대학원에

서의 첫 번째 후배인 활발한 성격의 성미, 실험실 첫 화학과 출

신의 차분한 연아, 항상 저의 옆에서 용기주고 아껴주어 더욱

실험실 일을 잘할 수 있게 큰 힘이 되어준 실험실에서 만난 사

랑하는 나의 보물 지성이, 미국에서의 박사과정을 준비 중인 실

험실 첫 번째 제주도 소녀 혜원이, 실험실 분위기 메이커, 입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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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인 정우형, 자신의 일에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는 태진이형,

실험실에서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하는 리연누나, 자신의 주

장을 잘 표현하여 당당해 보이는 성경이, 선배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 선사하는 실험실 두 번째 제주도 소녀 언주, 이제 막 실험

실에서 연구를 시작하려는 문표형, 옆에 있지만 많이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조용히 강한 선정누나, 바쁜 의대 수업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실험실에 찾아 온 재림, 현구, 양환이, 미국에서

의 의대생활을 앞두고 연구소에서 함께 생활 하고 있는 착한 막

내 경민이. 그리고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나의 친구 홍관이. 암

연구소 모든 식구들에게 당신들이 있어 저의 행복한 대학원 생

활이 있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시절부터 형제, 자매처럼 지내오며 항상 옆에서 응

원해 주는 MC클럽의 듬직한 대장님 석현이형, 자신의 능력을

일터에서 100% 발휘하고 있는 도훈이형, 이제 한 가정의 가장

이 된 잘생긴 남자 철형이형, 항상 남자다운 밀양아저씨 대형이

형, 그리고 늦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강

릉소녀 영화, 석사 후 차병원에서 불임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인 윤진이. 옆에서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연락도 못하고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태경이, 전화 안 받

는 다고 만날 때마다 혼내는 광연이와 원영이, 마음씨 착한 철

준이, 이제 아저씨가 다 된 재철이, 행복한 가족을 이룬 재선이,

열심히 일하는 영하, 대경회 후배 창기, 학부 때부터 우등생인

나에겐 언제나 모범생인 상철이, 자신의 일은 반드시 해내는 종



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의 부모님, 아들을 위해 배려해 주시

고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신 마음...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대학

원 생활동안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아들로

서, 그동안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해드린 게 너무 없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지?” 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오준이 왔내~”하며 반겨주시는 외할머

니, 공부하는데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고

모, 작은아버지, 큰이모, 큰외삼촌, 작은 외삼촌, 막내이모, 그리

고 오빠로서 이끌고 보살펴 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

고 있는 하나 뿐인 내 동생 민희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

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부족한 저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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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종양 내 저산소 환경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복제가능

adenovirus 및 전신 투여형 adenovirus-liposome hybrid 벡터에

의한 항종양 효과 검증

종양 선택적 살상 adenovirus(Ad) 는 기존의 복제 불능 Ad보다

치료 효과 및 유전자 전달효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암 유전자

치료의 새로운 치료제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실험실에서는 E1B19 kDa 이 제거된 살상 Ad(Ad-∆E1B19)

를 개발하여 강력한 세포 살상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Ad-∆E1B19는 암세포뿐 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살상하는 한

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암 세포 특이적인 세포

살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향상된 human alpha-fetoprotein

(hAFP) promoter를 Ad의 복제를 조절하는데 사용하였다. 또

한 종양 내의 저산소 환경에서 promoter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6 또는 12 copies의 hypoxia response element(HRE)를 삽

입하여 hAFP promoter 또는 HREs/hAFP 에 의해 E1A 발현이

조절되는 종양 선택적 살상 Ad를 제작하였다. HRE12가 삽입된

Ad-HRE12/hAFP∆19는 대조군인 Ad-hAFP∆19과 비교하여 향

상된 종양 선택성과 세포 살상능을 나타냈다. 비침습성 분자 영

상으로 Ad-HRE12/hAFP∆19의 종양 살상능을 관찰하였을 때

피하모델과 원발성 간암 모델 모두에서 생체 외 결과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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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대된 종양 선택성과 종양 성장 억제능을 나타냈다. 또한,

종양의 조직학적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저산소 지역에서 바이러

스의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Ad-HRE12/hAFP∆19를 정맥주사 한 생쥐에서는 심각

한 면역반응, 간 독성 또는 조직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hAFP promoter와 HREs

가 삽입된 Ad-∆E1B19는 향상 된 간암 조직 특이성과 종양 환

경 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증대된 선택성

과 종양 살상능을 가진 Ad-HRE12/hAFP∆19는 AFP를 발현하

는 간암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원발암이나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맥

주사를 통한 Ad의 전달은 체내에 존재하는 Ad에 대한 항체에

의해 치료효과가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간에 대한 높은 친화력

으로 인해 간 이외의 원하는 암 조직에는 전달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비

바이러스성 벡터인 liposome에 Ad의 DNA를 삽입하여 hybrid

벡터를 제작하였다. 사용된 DNA는 HRE와 변형된 TERT

promoter에 의해 E1A 단백질이 조절 되고, 분비되는 TRAIL

단백질을 발현함으로서 암세포 살상능과 선택성이 증대 된 Ad

DNA(H5mT-Rd19/stTR)이며 폐암을 표적화 하는 DOTAP

:DOPE 또는 PEG:DOTAP:DOPE를 liposome으로 이용하여 Ad

DNA와 liposome이 1:6의 비율로 혼합된 약 150 nm의 size를

갖는 hybrid 벡터를 제작하였다. Hybrid 벡터는 폐암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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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인 세포 살상능을 나타냈으며, 생쥐에 정맥주사 하였을

때 면역반응과 간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Ad DNA-liposome hybrid 벡터는 국소적인 암 치료뿐 아니라

전이 암의 치료제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핵심되는 말 : 암 유전자 치료,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

스, human alpha-fetoprotein, hypoxia response element,

Adenovirus-liposome hybirid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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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내 저산소 환경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복제가능 adenovirus

및 전신 투여형 adenovirus-liposome hybrid 벡터에 의한 항종양

효과 검증

<지도교수 윤채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권 오 준

Ⅰ. 서론

세계적으로 간암은 가장 흔한 악성 종양 유형 중의 하나이다.

불행히도, 이 질병은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지고 있어 암으로 인한 사

망률로는 세 번째에 위치해 있으며1 특히, 그 중 hepatocellular

carcinoma(HCC)는 간암의 가장 흔한 유형이며 항암약물치료와 방사

선치료 모두에 저항성이 있어 새로운 치료법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2, 3. 이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암 치료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유전자 치료가 연구되고 사용되어 왔으며4, 5 최근에는 adenovirus

(Ad)를 이용한 암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시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6. Ad는 우수한 유전자 발현 효율, 구조적인 안정성, 높은 역가로

생산 가능 등의 암 유전자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

고 있다7-9. 그러나 여러 전 임상 실험 모델에서 Ad 정맥 투여 시 나

타난 간에 대한 높은 친화력으로 인해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체로서

의 큰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전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생쥐에 Ad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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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주사 이후, 주사된 Ad의 95% 이상이 간에 축척됨을 알 수 있었다

10, 11
.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Ad의 간에 대한 높은 친화력을 역으로

간암 치료를 위해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

하였다.

종양 선택적 살상 Ad를 이용한 암 치료는 바이러스의 복제가

암세포 선택적으로 일어나면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살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상세포도 손상 시키는 다른 치료제와 구분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다. 복제 과정을 통하여 progeny virion을 생산하고 이는 주변

암세포로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치료효과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복제 불능 Ad와 비교하였

을 때 훨씬 효과적인 치료제이다12, 13. 따라서 본 실험실에서는 최근에

효율적인 세포 살상능을 획득하기 위해 E1B 19kDa 단백질을 제거한

복제 가능 Ad에 종양 선택능을 부여하고자 종양 특이적 전사조절 인

자에 의해 E1A 단백질의 발현이 조절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는 바이러

스의 복제가 암세포에서만 일어나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은 감소시킬 수 있다15.

Human alpha-fetoprotein(hAFP)는 HCC의 중요한 생물학적 인

지자이며 이는 활성이 태어난 이후 감소되어서 정상 성인의 조직에서

는 감지할 수 없게 되는 발생학적으로 조절되는 유전자이다. 흥미롭

게도 AFP 유전자는 HCC 환자에서 높은 발현으로 재활성화 된다. 증

가된 혈청 내 AFP는 70% 이상의 HCC 환자에서 관찰되어져 AFP는

HCC의 진단 그리고 예후 탐지자로 사용되고 있다16-18.

최근에 Tamaoki 연구팀에서는 AFP를 낮게 발현하는 HCC에서

도 강력한 전사 조절능을 나타내는 -5.1 kb부터 -2.9 kb 부위와

minimal promoter 169 bp만을 가지고 있는 짧아진 hAFP 조절 부위

를 개발하였다19.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변형된 promoter의 세포 선택

적 활성에 기초하여 이를 Ad의 복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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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HCC를 살상하게 하였다. 조직 선택적 promoter들을 이용하여

E1A 유전자 발현을 직접 조절하는 데의 최대 단점은 강력한 CMV

나 SV40 promoter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전사 활성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증가된

바이러스 복제를 위해 종양 선택적 조절인자를 도입하였다.

정상적인 조직의 산소 농도가 2-9% 인 것에 반해 종양 주변은

평균 1.3%의 산소농도를 나타내는 저산소 현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

다 (20, 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CC에 대해 더욱 증대되고 선택

적인 살상능을 얻기 위해 변형된 hAFP promoter와 hypoxia response

elements(HREs)를 결합하여 복제 가능 Ad에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CC 치료를 위해 AFP를 발현하는 간암 특이적

역할을 하는 hAFP promoter와 그 앞부분에 HRE 6 또는 12 copies가

삽입된 복제 가능한 Ad인 Ad-HRE6/hAFP∆19와 Ad-HRE12/hAFP∆

19를 제작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복제, 암세포 살상능 그리

고 동물 모델에서의 항종양 효과 실험을 통해 HCC 선택적이며 종양

환경 내에서 선택적으로 복제 가능 한 바이러스의 전사 능력과 선택

성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 하여 본 실험실에서 개발된

Ad-HRE12 /hAFP∆19는 HCC 치료에 있어 새로운 치료제로서 유용

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이용된 non-viral vector인 liposome은 수용

액 상태에서 인지질 분자의 자가 조립으로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달체

로서 1965년 이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으며 특히 AD

Bangham 연구진에 의해 특정 조직에 약물의 선택적으로 전달하는데

liposome을 사용한 이 후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친수성이나 소

수성 물질 모두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세포 내의 대사 작용으로

부터 전달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분해 적이고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

용될 수 있으며 또한 생체 내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 반복투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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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투여경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돌연변이를 일으

키지 않고 생산가격이 저렴하여 대량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42

. 또한, antibody 등을 liposome에 연결하여 특정 조직에 대

한 표적지향성을 부여하는 연구와 cationic 한 성격을 띠게 하여 전달

효율을 높이는 연구, 그리고 polyethylene glycol을 연결하여 전신투여

후 혈액 내에서의 순환시간을 늘리는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어 오는 liposome을 이용한 생체 내 유전자

전달법은 plasmid DNA를 전달하기 때문에 원하는 유전자의 일시적

인 발현만을 얻을 수 있어 효율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lasmid DNA 대신 종양 선택적 살상

Ad DNA를 전달해 줌으로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encapsultion한 Ad DNA는 HRE와 변형된 TERT promoter에 의해

E1A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어져 바이러스의 복제가 저산소 그리고

종양 특이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종양 세포 살상을 유도하는 단백질

인 분비될 수 있는 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TRAIL)을 발현하는 Ad-H5mT-Rd19/stTR을 이용하였다. 양

성전하를 나타내는 DOTAP:DOPE, 체내 순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

해 PEG를 첨가해준 PEG:DOTAP:DOPE와 pH5mT-Rd19/stTR를 반

응시켜 hybrid 벡터를 제작하고 암 세포주에서 살상능 및 체내에서의

발현능을 관찰하고 벡터에 의해 유도되는 면역 반응과 간독성에 대해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Ad와 liposome이 가진 장점들만을 이용하여 전

신투여를 통해 원발암과 전이암 치료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벡터

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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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세포주 및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 들은 인체 간암 세포주(Huh-7, Hep3B,

HepG2,　&　Hep1), 폐암 세포주(A549　＆ H1975), 자궁 경부암 세포

주(Hela), 뇌암 세포주(U343) 그리고 정상세포주(BJ, chang, CBHEL,　

＆ IMR90)는 모두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에서 구입하였으며, 아데노바이러스 초기 발현 유전

자인 E1 부위가 숙주 유전체 내에 내재되어있는 HEK293A 세포주는

Q-biogene에서 구입하였다. Hep3B 세포주를 제외한 모든 세포주 들

은 10%의 우태아 혈청(GIBCO, Grand Island, NY)을 포함하는

DMEM 배양액에 penicillin(100 IU/ml)/streptomycin(50 mg/ml)

(GIBCO)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Hep3B 세포주는 MEM 배양액을

이용하였다. 모든 세포주는 5% CO2의 존재 하에 37oC 항온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으며, 저산소 조건 실험은 배양기 내의 질소 함량을 높여

1% O2, 5% CO2로 조절해 주었다.

2. plasmid DNA를 이용한 luciferase assay

기존의 Tamaoki(Univ.of Calgary,　 Canada) 그룹에서 개발된

modified human alpha-fetoprotein(hAFP) promoter(AF5.1[∆2.7]

promoter) 가 luciferase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pGL3/hAFP, 저산

소 환경에서 전사조절을 활성화 시키는 hypoxia response element　

(HRE)는 VEGF 유전자의 5‘-region으로부터 5’ - TCGAGCCACA　

GTGCATACGTGGGCTCCAACAGGTCCTCTTG – 3’ and 3’ – C　

GGTGTCACGTATGCACCCGAGGTTGTCCAGGAGAACAGCT –

5’ primer를 이용하여 PCR 방법으로 획득되고 6 또는 12 copi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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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서열은 PCR 결과물의 concatemerization을 통하여 생성되었고 이

를 hAFP promoter 상단 쪽에 삽입하여 pGL3/HRE6/hAFP,

pGL3/HRE12/hAFP를 개발하였으며, SV40 promoter에 의해 luciferase

가 발현되는 pGL3/SV40를 양성 대조군으로 개발하였다. 제작된

plasmid DNA를 Huh-7, Hep3B, Hep1, Hela, BJ, 그리고 chang 세포

주에 lipofectamine을 이용하여 transfection 시키고 normoxia,

hypoxia 조건으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를 lysis 시키고

luciferase의 발현 양을 측정하였다.

3. Adenovirus들의 생산 및 역가 산출

Adenovirus의 E1과 E3 부위의 유전자가 소실된 복제불능

Ad-dE1에 CMV promoter에 의해 green fluorescence protein(GFP)이

발현되는 cassette를 삽입하여 양성대조군으로 Ad-dE1/GFP를 이용하

였고 hAFP promoter에 의해 GFP가 발현되는 Ad-dE1/hAFP/GFP,

이에 HRE 6 또는 12 copies가 삽입된 Ad-dE1/HRE6/hAFP/GFP,

Ad-dE1/HRE12/hAFP/GFP를 실험 군으로 개발하였다. 종양 선택적

살상 adenovirus로는 유전자중 E1B19부위를 제거하여 세포 살상능을

증대시킨 Ad-dE1B19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고 Ad의 E1A를 조

절하는 endogenous promoter 대신 hAFP promoter를 삽입하여 바이

러스의 복제가 간암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Ad-hAFPd19를 제작하였으

며, 종양 내 저산소 지역에서의 바이러스 복제를 증대시키기 위해

HREs를 삽입한 Ad-HRE6/hAFPd19, Ad-HRE12/hAFPd19를 실험군으

로 사용하였다. 재조합된 adenovirus들은 293A 세포주에서 증식시켜

CsCl gradient로 농축, 분리하는 정제과정을 거친 후 optical density

를 측정하여 수득한 바이러스의 전체 역가(VP)를 산출하였고 96 well

plate를 이용한 TCID50 방법의 limiting dilution을 통해 실제 세포 감

염이 가능한 plaque-forming units(PFU)를 결정하였다. 실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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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재조합 adenovirus인 Ad-dE1/GFP, Ad-dE1/hAFP/GFP, Ad-

dE1/HRE6/hAFP/GFP, Ad-dE1/HRE12/hAFP/GFP, Ad-dE1B19, Ad-

hAFPd19, Ad-HRE6/hAFPd19 그리고 Ad-HRE12/hAFPd19의 VP/

PFU의 비율은 각각 32.1, 87, 64.3, 58.3, 18.6, 36.2, 78.4 그리고 81.1으

로 확인되었다.

4. 유세포 분석

HREs와 hAFP에 의해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Ad가 AFP를

발현하는 세포 주에서만 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hAFP promoter의

선택성과 HREs의 삽입에 의한 저산소 조건에서의 증가되는

transcriptional activity를 확인하기 위해서,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

포주 Huh-7과 Hep3B, AFP를 발현하지 않는 간암 세포주 Hep1 과

폐암 세포주 A549, 그리고 정상 세포주인 BJ 와 CBHEL를 24 well

plate 에 세포를 분주하고 Ad-dE1/GFP, Ad-dE1/hAFP/GFP,

Ad-dE1/HRE6 /hAFP/GFP, Ad-dE1/HRE12/hAFP/GFP를 처리하여

감염시켰다(Huh, Hep3B and A549 : 2000 VP/cell, Hep1 and CBHEL

: 5000 VP/cell, BJ : 10000 VP/cell). 감염 후 normoxia와 hypoxia 조

건으로 48 시간동안 배양하고 이를 회수하여 3 ml의 PBS로 3회

washing 해주고 FACScan(Beckton-Dickinson, Sunnyvale, CA) 장비

를 이용하여 발현된 GFP를 확인하였고 10000개의 세포를 분석한 결

과는 CellQuest software(BD biosciences Immunocytometry systems,

San Jose, C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실험동물

동물 실험은 6～8주령의 수컷 누드 생쥐(BALB/c-nu)를 중앙실

험동물(중앙실험동물, Seoul, Korea) 또는 오리엔트(Orient Inc.,



- 11 -

Korea)에서 구입하여 시행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온도는 22 ± 2℃, 습

도는 55～60% 로 유지시켰으며, 명암 순환이 12 시간 단위로 조절되

게 하였고, 방사선 조사로 멸균한 고형사료와 멸균된 급수를 자유로

이 섭취하게 하였다.

6. 동물조직 내에서 발현하는 GFP의 조직면역염색

세포주 실험에서 확인한 hAFP promoter의 선택성과 HREs에

의해 증가된 전사활성도가 동물모델에서도 유지되는 지를 관찰하고

자, 생후 7 주된 수컷 누드 생쥐의 복벽에 피하로 1 × 107개의 Hep3B

와 5 × 106개의 Hep1를 100 ㎕의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Gibco BRL)에 부유하여 피하 주사하고 누드 생쥐의 복벽에

형성된 종양이 200 ㎣ 정도로 성장하였을 때, 음성대조군으로 PBS, 5

× 109 VP의 Ad-dE1/GFP, Ad-dE1/hAFP/GFP, Ad-dE1/HRE6

/hAFP/GFP 그리고 Ad-dE1/HRE12/hAFP/GFP를 이틀 간격으로 3회

종양 내에 직접 주사한 후 마지막 주사일로부터 4 일 뒤에 종양 조직

을 적출하여 10% 포르말린 수용액에 보관하여 고정한 후 파라핀 블

록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파라핀 블록을 5 ㎛ 두께의 슬라이드로 절

단한 뒤, 이를 xylene, 100%, 95%, 80%, 70% ethanol 용액에 차례로

담가 파라핀을 제거한 후 슬라이드에 부착된 조직을 3% H2O2 용액에

서 15 분간 반응시키고 GFP를 특이적으로 인지하는 일차 항체인

anti-GFP monoclonal antibody(MAB3580; Chemicon, Temecula, CA)

를 실온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일차항체 특이적으로 인지하고

horse radish peroxidase(HRP)가 결합된 이차항체로 1 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3,3'-Diaminobenzidine(DAB)를 첨가하여 발색 정도를

지켜본 후 hematoxylin을 처리하고 핵을 염색하고 70%, 80%, 95%,

100% ethanol과 xylene 용액에 침전시키고 커버 글라스를 덮어 광학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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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ytopathic effect(CPE) 분석

종양 내 저산소증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살상 adenovirus에

의한 암세포 살상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AFP가 발현되는 간암 세포

주(Huh-7, Hep3B & HepG2) 와 AFP를 발현하지 않는 종양 세포주

(Hep1, A549 & U343) 그리고 정상 세포주(CBHEL, BJ & IMR90)를

24-well plate에 40-80%로 분주하고 Ad-∆E1B19, Ad-hAFP∆19,

Ad-HRE6/hAFP∆19, or Ad-HRE12/hAFP∆19를 여러 가지 역가 (20

-10000 VP)로 각각 처리하였다. Hypoxia 조건의 세포들은 48시간 동

안 저산소배양기에서 배양되었으며 이후 시간에는 정상 산소에서 배

양하였다. 각각의 독립된 실험에 처리된 여러 바이러스들 중 어느 한

바이러스가 가장 낮은 역가에서 세포를 거의 사멸시킨 시점에 모든

배지를 제거하고 0.5% crystal violet(in 50% methanol)으로 잔존한 세

포들을 고정시키고 염색한 후 분석 하였다.

8. MTT assay

종양 내 저산소증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살상 adenovirus에

의한 암세포 살상능을 정량화 그리고 살상능을 날짜별로 검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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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인체 간암 세포주(Huh-7, Hep3B &

Hep1), 폐암 세포주(A549) 그리고 정상 세포주(BJ & CBHEL)를 24

well plate에 분주하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 Ad-∆

E1B19, Ad-hAFP∆19, Ad-HRE6/hAFP∆19, or Ad-HRE12/hAFP∆19

를 각각 처리하였다. cytopathic effect 실험과 마찬가지로 저산소 조

건은 2일까지 진행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이후 지정된 날짜에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각 250 μL의 MTT 용액(2 mg/㎖)을 plate well

에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37℃에서 반응시킨 후 상층 액을 제거하고



- 13 -

1 ㎖의 dimethyl sulfoxide(DMSO)를 첨가하고 37℃ 에서 30분간 반

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음성 대조군의 흡광도를

100% 생존으로 하여 세포의 상대적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9. 피하종양모델에서의 항종양 효과 관찰

종양 내 저산소증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살상 adenovirus에

의한 항종양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

Hep3B와 AFP를 발현하지 않는 간암 세포주 Hep1을 누드 생쥐의 복

부 피하에 주사하여 종양을 생성시키고 종양의 크기가 150-200 mm3

이 되었을 때 음성 대조군인 PBS 그리고 5 x 109 VP의 Ad-∆

E1B19, Ad-hAFP∆19, Ad-HRE6/hAFP∆19, or Ad-HRE12/hAFP∆19

들을 이틀간격으로 3회 종양 내에 직접 주사해 주었다. 종양의 용적

는 매 2일 마다 caliper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종양의 용적

(mm3)=0.523 x 장축 x (단축)2 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denovirus에 의한 나타난 항종양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

막 바이러스 주사 이후 7일째 저산소 지역에 축적되는 pimonidazole

을 정맥주사 하고 1 시간 후에 생쥐에서 종양을 적출하고 10% 포르

말린 수용액에 고정시키고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여 5 ㎛ 두께의 슬

라이드로 절단하였다. 이 슬라이드는 anti-Ad polyclonal antibody

(AB1056; Chemicon, Temecula, CA)에 의해 adenovirus hexon 단백

질이 염색되었고 저산소지역 염색을 위해 anti-pimonidazole

monoclonal antibody(HP1-100; Chemicon)를 반응시켰다. 그리고

hexon 단백질은 Alexa fluor 488 goat anti-mouse IgG(A-11001;

Invitrogen), pimonidazole은 Alexa fluor 568 rabbit anti-goat IgG

(A-11079, Invitrogen)에 의해 각각 녹색과 빨간색으로 형광염색 되었

다. 조직 내 세포의 핵은 DAPI로 염색하어 파란색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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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발성 간암모델에서 항종양 효과

누드 생쥐에서의 피하모델보다 실질적인 종양모델에 가까운 원

발성 간암에 adenovirus들을 정맥 주사하여 간암치료를 진행하기 위

해 firefly luciferase를 발현하는 Hep3B 1 x 106 세포를 growth

factor-containing matrigel(BD Bioscience, San Jose, CA)와 섞어 7

주령 누드 생쥐의 왼쪽 간엽에 주사하였다. 그리고 15일 후, 혈액을

안와채혈을 통해 채취하고 혈청내의 AFP 농도를 ELISA(R&D

Systems, Minneapolis, M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AFP 농도가 300

ng/㎖이 되었을 때 3개의 군으로 분리하고 각 군당 7마리씩 PBS, 1

× 1010 VP Ad-hAFP∆19 or Ad-HRE12/hAFP∆19를 이틀 간격으로

3회 주사하였다. 종양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IVIS SPECTRUM

(Xenogen, Alameda, CA) 기계를 이용하여 luminescence optical

imaging을 바이러스 주사 전(day 0), 바이러스 주사(days 0, 2, 4) 후

1, 2, 3 주째 그리고 4주째(days 11, 18, 25, 32) 수행하였고, 이를 통

해 얻은 signal들은 IGOR-PRO Living Image software(Xenogen)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마지막 imaging 날인 32일째 혈액은 AFP

농도분석을 위해 채취되었고, 저산소 지역 염색을 위해 pimonidazole

을 주사하고 1 시간 후에 간과 종양을 적출하어 사진 촬영하였으며,

또한 이 종양의 사진촬영을 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

다. 적출된 종양은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adenovirus의 E1A, hexon을

염색하였고 pimonidazole 또한 탐지하였다. E1A는 Alexa fluor 568

goat anti-rabbit IgG(A-11011, Invitrogen, Carlsbad, CA)에 의해 빨

간색으로 형광 염색하였으며, Hexon은 Alexa fluor 488 goat

anti-mouse IgG(A-11001; Invitrogen) 그리고 pimonidazole은 Alexa

fluor 568 rabbit anti-goat IgG(A-11079, Invitrogen)로 각각 녹색, 빨

간색으로 형광염색 하여 분석하였다. 조직 내 세포의 핵은 DAPI로

염색하여 파란색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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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denovirus에 의한 염증 면역 및 독성 측정

종양 내 저산소증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살상 adenovirus의

정맥 투여 시, 나타나는 면역반응과 간독성, 장기독성을 관찰하기 위

해서 PBS, 선택성이 존재하지 않는 Ad-∆E1B19, 그리고 조직 특이

적 선택성이 부여된 Ad-HRE12/hAFP∆19를 2×10
10
VP로 정맥주사

한 후 6 시간 후에 안와채혈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고 serum 내의

Interleukin-6(IL-6) 농도를 ELISA(DY406; R&D System, Minnea-

polis, MN)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주사 후 3일째도 안와채혈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내의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와

alanine aminotransferase(ALT) 수치를 BIOTOXTECH Corporation

(Ochang, Chungcheong, Korea)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3일째 바이러

스가 투여된 생쥐의 간, 위, 근육, 심장, 폐, 신장, 비장을 적출하고

10% 포르말린에 고정 후 파라핀 블록을 만들고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핵과 세포질을 각각 hemotoxylin 과 eosin으로 염색하고 관찰하였다.

12. Materials

본 연구에 사용된 lipid DOTAP(1,2-dioleoyl-3-trimethyl-

ammoniopropane)과 DOPE(1,2-di-(9Z-octadecenoyl)-sn-glycero-3-

phosphoethanolamine) 그리고 18:0 PEG3000PE(1,2-distearoyl-sn-gl

-ycero-3-phosphoethanolamine-N-[methoxy(polyethyleneglycol)

-3000](ammonium salt))는 Avanti Polar Lipids, Inc.(Alabaster, AL)

로부터 구입하였다. plasmid DNA를 획득하기 위해서 QIAGEN En-

dofree Plasmid Giga kit(QIAGEN,Hilden, Germany)를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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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iposome vesicle

Liposome 들을 chloroform에 완전히 녹인 후 argon gas를 이용

하여 chloroform을 제거하고, 형성된 lipid film에 남아있는 용매를 제

거하기 위해 1시간 동안 vacuum 건조반응을 진행하였다. 이후 deep

freezer와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freeze-thaw 반응을 3회 반복해 준

다. 그리고 multilamellar vesicles 제작을 위해 증류수를 첨가하여

hydration을 시켜준다. 형성된 multilamellar vesicles은 ultra sound

sonicator를 이용하여 5 분간 반응 시키고 extruder를 이용하여 0.1

um pore size의 polycarbonate filter를 20회 통과시켜 unilamellar

vesicles을 제작하여 준다. Vesicle을 이루는 구성성분들은 DOTAP

:DOPE(1:1, mole ration), DOTAP:DOPE:PEG-lipid(50:49.5:0.5) 두 가

지 종류로 liposome vesicle을 제작하였다.

14. Ad DNA/liposome complexes의 제작

최적화된 Ad DNA와 liposome complexes의 제작을 위해 Ad

DNA 1 ug 당 lipid를 0.5, 1, 2, 4, 6, 8, 10 그리고 12 ug을 반응 시켰

다. DNA를 polystyrene tube에 넣고 증류수로 20 ul까지 volume을

맞춰주고 각 농도의 lipid를 20 ul에 맞춰 1:1 volume 비율로 Ad

DNA와 liposome을 섞은 후 30분간 반응하였다.

15. Ad DNA/liposome complexes의 size 측정

Ad DNA와 liposome complexes가 나타내는 size를 dynamic

light scattering(DL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작된 complexes를

증류수 1 mL에 재 분산 시키고 vortexing을 10 초간 진행한 후 DLS

의 488 nm의 argon ion laser와 fixed 90-degree scattering ang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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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particles의 diameter를 측정하였다(Malvern Instrument,

Worcestershire, United Kingdom).

16. Gel retardation assay

Ad DNA와 liposome complexes 제작 시, DNA가 liposome에

encapsulation 되는 최적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gel retardation

test를 진행하였다. 각 비율대로 제작된 complexes를 EtBr이 함유된

1% agarose gel 에 loading을 하고 gel electroporation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Ad DNA/liposome complexes에 H ind III enzyme을 2 시간

동안 처리하고 gel electroporation을 진행함으로서 Ad DNA가

liposome에 encapsulation 되어 잘 보호 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17. 동물 모델에서의 gene delivery

제작된 Ad DNA/liposome complexes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물

모델에서 유전자 전달능을 확인하기 위해 간을 표적화 하는 liposome

과 앞 실험에서 개발된 HRE12/hAFP∆19 DNA를 사용하여 Hep3B 원

발성 간암이 있는 누드 생쥐에 300 ug의 liposome only, 50 ug의 Ad

DNA와 300ug liposome complex 그리고 양성대조군으로 1 x1010 VP

의 Ad-HRE12/hAFP∆19를 이틀 간격으로 3회 정맥 주사하고 마지막

주사 후 1, 2, 3 주째 종양을 적출하여 10%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파

라핀 블록 제작 후 절편을 이용하여 Ad의 E1A와 hexon 단백질을 조

직면역염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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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d DNA/liposome complexes에 의한 면역반응 및 간독성

유전자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러스성 벡터는 체내 면역반응과 독

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d DNA

/liposome 벡터의 정맥 투여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2 x 1010 VP Ad,

Ad DNA(30 ug), DOTAP:DOPE(180 ug), PEG:DOTAP:DOPE(180

ug), Ad DNA+DOTAP:DOPE 그리고 Ad DNA+PEG:DOTAP:DOPE

를 주사한 후 6 시간째 혈액을 안와채혈로 채취하고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 내에 존재하는 IL-6 발현 정도를 ELISA를 통해 검증하였다. 주

사 후 3일째의 혈청은 BIOTOXTECH corporation 에 ALT, AST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19. Ad DNA/liposome complexes에 의한 세포 살상능

Ad DNA/liposome complexes가 폐암 세포주인 A549, H1975에

서 시간대별로 나타내는 세포 살상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24 well

plate에 3 x 104 cell을 분주하고 24 시간 후에 pH5mT-Rd19/stTR 1

ug Ad DNA와 6 ug의 DOTAP:DOPE 그리고 pH5mT-Rd19/stTR

1ug Ad DNA와 6 ug의 PEG:DOTAP:DOPE를 반응시키고 Ad

DNA/lipid complexes를 처리하였다. 또한 음성 대조군으로 DOTAP

:DOPE와 PEG:DOTAP:DOPE 6 ug씩을 처리하였다. 아무것도 처리하

지 않은 세포군을 각 날짜에 100% 생존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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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Luciferase를 발현하는 plasmid를 이용한 HREs/hAFP promoter

활성 측정

human AFP promoter의 선택성과 HREs 삽입에 의해 저산소

조건에서 증대되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luciferase의 발현을 조절하

는 plasmid를 제작하였다(Figure 1A). 제작된 luciferase-expressing

plasmid들을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 Huh-7과 Hep3B, AFP를

발현하지 않는 암세포주 Hep1과 Hela 그리고 정상세포주인 BJ와

chang에 lipofectamin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48시간 배양 후 luciferase

발현 양을 확인 해보았을 때 AFP를 발현하는 세포주인 Huh-7과

Hep3B 세포주에서만 luciferase 활성이 증가되어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hAFP promoter의 선택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HRE 삽입 후에도 잘 유지 되고 있었다. HRE의 삽입

을 통한 활성증가를 알아보기 위해 저산소와 정상산소 조건 모두에서

luciferase 활성을 살펴본 결과 HREs는 promoter의 활성을 저산소 뿐

만 아니라 정산산소 조건에서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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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REs and hAFP promoter activity and selectivity test by

luciferase-expressing plasmids. A. luciferase-expressing plasmids;

pGL3/hAFP, pGL3/HRE6/hAFP, pGL3/HRE12/hAFP, and pGL3/SV40

as a control. B. All cells were transfected with each plasmid and

incubated under normoxia or hypoxia for 48 hr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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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luciferase was detected. Huh-7 & Hep3B; AFP-positive

cell lines, Hep1 & Hela; AFP-negative cell lines, BJ & chang;

normal cell lines. Error bars represent ± s.e. * P < 0.05 versus

pGL3/hAFP; ** P < 0.01 versus pGL3/hAFP. From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HRE/hAFP promoter has enhanced activity in

hypoxia and maintains selectivity to AFP positive HCCs.

2. GFP를 발현하는 복제 불능 adenovirus를 이용한 HREs/hAFP

promoter 활성 측정

Figure 2.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GFP-expressing replication

-incompetent Ads; Ad-∆E1/CMV/GFP, Ad-∆E1/hAFP/GFP, Ad-

∆E1/HRE6/hAFP /GFP, and Ad-∆E1/HRE12/hAFP/GFP.

plasmid DNA를 이용하여 살펴본 promoter의 활성이 바이러스

체계에서도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hAFP promoter와 HREs에 의

해서 GFP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복제 불능 Ad를 제작하여 다양

한 세포에 감염시킨 후 48시간째 유세포 분석 장치로 GFP 발현 양을

확인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hAFP promoter에 의해

GFP의 발현이 AFP를 발현하는 Huh-7과 Hep3B에서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함으로서 선택성이 매우 높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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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d-∆E1/hAFP/GFP는 Huh-7 세포주에서 정상산소와 저산소 조

건에서 Ad-∆E1/CMV/GFP의 발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13%와

10%의 GFP 발현율을 나타내었다. HRE 6 copies의 삽입을 통해서

GFP의 발현은 36% 과 69%로 증가되었으며, 12 copies를 삽입하였을

때에는 정상산소와 저산소 조건 각각에서 48% 와 93%로 증가되었다.

이는 HREs 삽입을 통하여 저산소 조건에서 전사활성이 7-9배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 다른 AFP 발현 세포주인

Hep3B에서도 나타났다. Ad-∆E1/HRE6/hAFP/GFP와 Ad-∆E1/

HRE12/hAFP/GFP는 정상산소 조건에서는 Ad-∆E1/hAFP/GFP보다

4-5배 증가된 발현을 보였고 저산소 조건에서는 Ad-∆E1/CMV/GFP

보다 더 높은 GFP 발현율을 보였다. Ad-∆E1/CMV/GFP와 비교해

보았을 때 Ad-∆E1/HRE6/hAFP/GFP는 151%를 Ad-∆E1/HRE12/

hAFP/GFP는 215%의 발현율을 보였다. 정상산소 조건에선 Hep1과

A549 세포주에서는 GFP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저산소 조건에서

는 발현량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정상세포에서는 정상산소나 저산소

조건 모두에서 GFP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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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REs and hAFP promoter activity and selectivity test by

replication-incompetent Ads in vitro. All cells were transduced

with each Ads (Huh-7, Hep3B, and A549 at 2000 VP; Hep1 and

CBHEL at 5000 VP; BJ at 10000 VP) and incubated under

normoxia or hypoxia. The transcriptional activity of CMV promoter

was set as 100 % in each cell lines. Error bars represent ± s.e. *

P < 0.05 versus Ad-∆E1/hAFP/GFP treatment; ** P < 0.01

versus Ad-∆E1/hAFP/GFP treatment. From this study, specificity

and promoter activity of HREs/hAFP chimeric promoter to AFP

positive HCCs were also maintained on adenovi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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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택성과 활성도는 두 가지 간암모델에서 확인하였다

(Figure 4). 즉, AFP를 발현하는 Hep3B와 발현하지 않는 Hep1에 각

각의 Ad들을 종양에 직접 주사하고 GFP의 발현을 조직면역염색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Hep3B 종양에서는 hAFP promoter에 의해서도 발현

을 관찰 할 수 있었으나 Hep1에서는 Ad-∆E1/CMV/GFP를 처리한

군에서만 관찰되었다. 발현정도는 HRE들의 삽입을 하였을 때 hAFP

promoter 보다 증가된 발현을 보였으며 이는 앞선 세포주에 처리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나타냈다. 이러한 세포주, 동물 모델의 결과를 통하

여서 HRE들의 삽입은 AFP 발현 에 대한 promoter 선택성의 변화

없이 전사활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4. HREs and hAFP promoter activity and selectivity test in

in vivo model. Replication-incompetent Ads were intratumorally

injected to Hep3B and Hep1 tumor. The tumor sections were

stained by anti-GFP antibody. GFP appeared as brown color in

tumor sections. (1. PBS, 2. Ad-∆E1/CMV/GFP, 3. Ad-∆E1/hAFP

/GFP, 4. Ad-∆E1/HRE6/hAFP/GFP, 5. Ad-∆E1/HRE12/hAFP/GFP

). This in vivo study demonstrated that selectivity and activity of

HREs/hAFP promoter were still maintained. Original magnifica

-tio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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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REs 삽입에 의한 증대된 종양 선택적 세포살상능

Luciferase를 발현하는 plasmid와 GFP를 발현하는 복제 불능

adenovirus를 이용하여 hAFP와 HREs 삽입에 의한 선택성과 증가된

유전자의 발현을 토대로 저산소증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살상

adenovirus들을 제작하였다(Figure 5).

Figure 5.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replication-competent Ads.

A. Ad-∆E1B19 contains intact E1A and E1B55k. Other 3 vectors

use hAFP promoter to drive E1A and six or twelve HREs are

fused, Ad-hAFP∆19, Ad-HRE6/hAFP∆19, and Ad-HRE12/hAFP∆

19, respectively.

제작된 바이러스들이 AFP 발현에 의존적인 세포 살상능을 나

타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cytopathic effect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HREs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normoxia 조건과 hypoxia 조

건에서 나타나는 세포 살상능을 비교해 보았다. Figure 6A에서 나타

나는 봐와 같이 hAFP 그리고 HREs/hAFP에 의해 복제가 조절되는

종양 살상 adenovirus는 AFP가 발현되는 세포주에서만 특이적으로

세포 살상능을 나타내었으며, HRE 6 copies가 삽입된 바이러스는

Ad-hAFP∆19 보다 normoxia에서는 5배, hypoxia에서는 10배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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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능을 보였고 12 copies가 삽입된 군에서는 7배 와 20배 증가된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세포주에서는 Ad-hAFP∆19에

의한 세포 살상능은 관찰할 수 없었다. HREs가 삽입된 바이러스는

정상 세포주에는 전혀 세포 살상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른 암세

포에서는 저산소 조건의 높은 VP가 처리된 군에서는 세포 살상능을

나타냈다. 이러한 세포 살상능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cell viability assay를 다양한 날짜별로 진행해 보았다. 바이러스가 처

리되지 않은 군을 100% 생존으로 나타내었다. 선택성이 결여된 Ad-

∆E1B19는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에서 세포 살상을 보였으나 앞의

cytopathic effect 실험과 마찬가지로 Ad-hAFP∆19, Ad-HRE6/hAFP

∆19, and Ad-HRE12/hAFP∆19는 AFP를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에서

만 세포독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효과는 hypoxia 조건에서 증대되었으

며, HRE의 반복수에 따라 증가되었다. Hep3B 세포주에서 IC50 값을

계산해 보았을 때 normoxia 조건에서는 Ad-∆E1B19; 5 VP, Ad-

hAFP∆19; 692 VP, Ad-HRE6/hAFP∆19; 143 VP, and Ad-HRE12/

hAFP∆19; 104 VP을 나타냈고 hypoxia 조건에서는 Ad-∆E1B19; 5

VP, Ad-hAFP∆19; 553 VP, Ad-HRE6/hAFP∆19; 58 VP, Ad-HRE12

/hAFP∆19; 22 VP을 나타냈다. Hep1과 A549 세포주의 hypoxia 조건

에서 HREs가 삽입된 벡터에서는 세포 살상 효과가 관찰되었다

(Figure 6B).

이러한 세포 살상능 효과 실험을 통하여 hAFP promoter는

AFP 발현에 의존적인 E1A 단백질 발현을 나타낸 다는 것을 HREs

삽입으로 세포 살상 또한 hypoxia 조건에서 증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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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 vitro cytotoxicity test. A. Cells were infected with

replication-competent Ads at various VPs ranging from 20 to

50000 and incubated under normoxia or hypoxia. Cells were

thereafter incubated up to 17 days until being fixed and s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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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 Cells were infected with Ad-∆E1B19 (■), Ad-hAFP

∆19 (▲), Ad-HRE6/hAFP∆19(●) or Ad-HRE12/hAFP∆19 (×) at

the following VPs (50 VPs for Huh-7, Hep3B; 100 VPs for A549;

1000 VPs for Hep1; 2000 VPs for BJ & CBHEL) per cell. ♦ 

denotes untreated cells. Uninfected cells were calculated as 100%

at the same time points. From cytotoxicity assay, we approved

that HREs integrated Ads has potent killing effect both on

nomoxia and hypoxia with very specific selectivity to AFP positive

HCCs.



- 29 -

4. 피하종양 모델에서 증대된 항종양효과

세포주에서 확인한 저산소를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살상

adenovirus를 이용하여 동물모델에서 항종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Hep3B 와 Hep1 종양모델을 제작하고 바이러스를 종양에 직접 주사

한 후 성장하는 종양의 size를 측정하였다. 음성대조군인 PBS에 비하

여 모든 치료 군에서 종양성장이 저해 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Figure

7A). 바이러스 처리 후 26일째 Ad-hAFP∆19 처리군은 707.5 ± 302.2

mm
3
의 size를 가지며 2437.0 ± 734.4 mm

3
의 size를 가지는 PBS 처

리군과 비교하였을 때 71%의 종양 성장 억제를 관찰할 수 있었다.

Ad-HRE6/hAFP∆19와 Ad-HRE12/hAFP∆19 처리군에서는 각각

126.3 ± 66.9 mm3와 23.7 ± 16.4mm3 size를 나타내며 더 강한 종양성

장 억제능을 나타냈다. 이는 PBS 처리군의 5%와 1% 정도의 size만

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HRE 12 copies를 삽입한 바이러스에서

나타난 항종양 효과는 선택성이 없지만 강력한 살상능을 가진 Ad-∆

E1B19(39.2 ± 19.0 mm3)와 유사한 결과 나타내었다. 이러한 치료효과

는 Hep1 종양 모델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ure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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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 vivo tumor growth inhibition by HCC-targeted

oncolytic Ads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in subcutaneous

tumor xenografts. A. Hep3B tumor growth was monitored

following the intratumoral administration of vectors. The red arrow

indicate virus treatment. They received PBS(♦, filled diamond, n =

6), Ad-∆E1B19(■, filled square, n = 6), Ad-hAFP∆19(▲, filled

triangle, n = 6), Ad-HRE6/hAFP∆19(●, filled circle, n=6) or

Ad-HRE12/hAFP∆19(×, n=6) on days 0, 2 and 4. Tumor sizes are

presented as means ± SEM. * P < 0.05 versus Ad-hAFP∆19

treatment and ** P < 0.01 versus PBS-treated group. B. Hep1

tumor growth was monitored following the intratumoral

administration of Ads. They received 5 × 109 VP of Ad-∆E1B19

(■, filled square, n=6), Ad-hAFP∆19(▲, filled triangle, n=6), or

Ad-HRE12/hAFP∆19(×, filled circle, n=6) and also PB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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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filled diamond, n=6), on days 0, 2 and 4. Tumor sizes

are presented as means ± SEM. From antitumor effect test on two

subcutaneous model, we demostrated that Ad-HRE12/hAFP∆19

has potent antitumor efficacy compare with Ad-∆E1B19 which is

the most potent Ad with no selectivity.

5. 저산소 환경에서 증가된 바이러스 복제능

HREs의 삽입에 의해 증대된 항종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denovirus 의 hexon 단백질과 종양 내에 나타나는 저산소 지역을 탐

지하기 위해 조직면역염색을 진행하였다. Figure 8에 나타난것과 같이

바이러스를 처리한 군의 종양 내에서 hexon 단백질은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Ad-HRE6/hAFP∆19와 Ad-HRE12/hAFP∆19의 hexon 단백질

들은 normoxia 지역과 hypoxia 지역 모두에 발현되고 있는 것을 관

찰 할 수 있었다. 이는 HREs 의 삽입을 통하여 hypoxia 지역에서

adenovirus의 복제가 저해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조적으로 Ad-∆E1B19와 Ad-hAFP∆19 군에서는 hypoxia 지역에

서는 바이러스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이는 바이러스의 복제가

hypoxia 지역에서 저해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HREs의 삽입은 종양의 hypoxia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복제가 원활하

게 일어남으로서 항종양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근거가 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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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tumor sections were stained by anti-Ad hexon

antibody to examine virus replication(green). Anti-pimonidazole

antibody was used to see the hypoxic regions(red). Both normoxic

and hypoxic regions were represented. Original magnification: ×

400. In hypoxia, the replication of Ad-∆E1B19 and Ad-hAFP∆19

were inhibited, but HREs integrated Ads overcomed this tumor

environmental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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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발성 간암 모델에서 전신투여 후 항종양효과

피하종양모델에서의 성공적인 치료 이후 원발성 간암 모델에서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bioluminescence imaging과

혈청 내 AFP 단백질의 농도를 이용한 두 가지의 비 침습성 방법으로

종양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Figure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PBS를 처리

한 생쥐에서의 종양은 4 주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Ad-hAFP∆19와 Ad-HRE12/hAFP∆

19을 처리한 군에서는 현저히 저해된 종양 성장률을 보였다. 바이러

스를 처리한지 4 주째에 증가된 flux를 계산해 보았을 때 Ad-hAFP

∆19 처리군은 초기 측정값보다 평균 8.5 배가 증가되었고

Ad-HRE12/hAFP∆19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3.2 배가 증가되었다. 이

러한 증가는 45.7% 와 86.3%의 종양 성장 억제를 나타낸다(Figure

9B). 치료 후 4 주째의 종양 무게를 측정해 보았을 때 Ad-hAFP∆19

에 의해서는 56.9%, Ad-HRE12/hAFP∆19에 의해서는 86.7%의 종양

성장 억제를 나타냈다(Figure 9C). 또 다른 종양 성장 인자로 작용하

는 혈청 내의 AFP농도는 PBS처리군에서는 주사 전보다 107 배가 증

가되었으나, 반면에 Ad-hAFP∆19와 Ad-HRE12/hAFP∆19를 처리하

였을 때는 대조군의 41.2%와 18.6% 만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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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 vivo tumor growth inhibition by HCC-targeted

oncolytic Ads in liver orthotopic tumor xenograft model. A. Hep3B

tumor was monitored through optical imaging. At fifteen days after

tumor establishment, each vector was intravenously injected.

Treatments include PBS(n = 7) as mock, Ad-hAFP∆19 (n = 7),

and Ad-HRE12/hAFP∆19(n = 7)(1×1010 VP, 3 time injection on day

0, 2, 4). Firefly luciferase expression was monitored every week

following the treatments. B. Average optical signal intensity is

shown by photons(p) acquired per second(s) in regions of interest.

C. Tumor weights were measured and plotted. D. Fold increase of

the serum AFP level was assessed by ELISA, dividing the levels

at 4 weeks after last treatment by the levels before the treatment.

* P < 0.05 versus Ad-hAFP∆19 treatment; ** P < 0.01 versus

PBS treatment. E. The picture of Hep3B liver cancer on orthotopic

model. At 4 weeks after treatment, mice were sacrificed and tumor

tissues were harvested. From optical imaging, AFP level, and

tumor weight, we approved that Ad-HRE12/hAFP∆19 dramatically

suppress growth of orthotopic liver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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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발성 간암 모델에서 조직면역염색

원발성 간암 모델에서 Ad-HRE12/hAFP∆19가 나타낸 증대된

항종양효과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종양 절편에서 adenovirus E1A 단

백질을 탐지하는 조직면역염색을 진행하였다. Figure 10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d-hAFP∆19를 처리한 종양 내에서는 E1A 단백질(분홍

색)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Ad-HRE12/hAFP∆19를 처리한 종양

절편에서는 종양 대부분의 지역에 E1A 단백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종양 절편에서 adenovirus의 hexon 단백질(녹색)

과 hypoxia 지역(빨간색)을 염색해 보았을 시 Ad-hAFP∆19 처리 군

에서는 normoxia 지역에서만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관찰되었으나,

Ad-HRE12/hAFP∆19를 처리한 군에서는 normoxia 뿐만 아니라

hypoxia 지역에서도 hexon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함으로서 hypoxia 조건에서도 바이러스의 복제능이 떨어지지 않고 유

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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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immunohistochemistry for Ad E1A, hexon protein

and hypoxic region on liver orthotopic model. A. Viral protein

(E1A) was examined on the tumor sections obtained from liver

orthotopic model of Hep3B xenografts. Sections were stained with

Ad E1A(red) and DAPI(blue) in two different magnifications.

Original magnifications: × 40, × 400. B. Relationships between

hexon and hypoxia were examined, stained with hexon-specific Ab

(green) and pimonidazole(red). Original magnifications: × 100. The

Ad-HRE12/hAFP∆19 actively replicate both in normoxia and

hypoxia on orthotopic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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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d-HRE12/hAFP∆19의 정맥 주사 이후에 나타난 감소된 면역반응

과 독성

정맥주사 이후 나타나는 Ad의 면역반응과 독성을 분석하기 위

해 혈청 내의 AST, ALT 그리고 IL-6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바이러

스의 정맥 주사 후 6 시간째에 Ad-∆E1B19 처리 군에서 156.63 ±

26.14 pg/mL의 농도로 상당히 증가된 IL-6 양이 관찰되었다. 이 농도

는 PBS 처리 군에서 나타난 19.83 ± 1.46 pg/mL보다 8배 증가된 농

도를 나타내었다. Ad-HRE12/hAFP∆19 처리 군에서는 30.54 ± 2.35

pg/mL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증가량이 많지 않았다. 또한, 3일째에

Ad-∆E1B19를 주사한 생쥐 군에서 ALT; 1625.6 ± 434.3 U/L, AST;

1514.2 ± 464.7 U/L로 상승된 혈청 내 transaminases 값이 관찰되었

으나 Ad-HRE12/hAFP∆19를 주사한 모든 생쥐에서는 정상 수치 인

ALT; 7 - 227 U/L, AST; 37 - 329U/L 사이의 값을 가졌다.

Figure 11. Evaluation of inflammatory immune response, liver

toxicity after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oncolytic Ads. A.

Induction of IL-6 inflammatory cytokine. At 6 hr after syst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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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of PBS, Ad-∆E1B19, or Ad-HRE12/hAFP∆19(2×10
10
VP),

serum level of IL-6 was measured by ELISA. ** P < 0.01 versus

PBS. B. Assessment of hepatotoxicity. Measurement of serum ALT

and AST at 72 hr following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Ad-∆

E1B19 or Ad-HRE12/hAFP∆19.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 P < 0.01 versus PBS and

Ad-HRE12/hAFP∆19. The Ad-HRE12/hAFP∆19 doesn't induce

inflammatory cytokine and liver toxicity after intravenous

treatment.

주사한 지 3일째에 적출하여 종양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한 조직을 통하여서 Ad-∆E1B19 처리에 의한 폐, 간,

신장에서의 손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하였으나 선택성이 부여된

Ad-HRE12/hAFP∆19 처리 군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세포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d-HRE12/hAFP∆19는 정상

조직에 대한 독성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항종

양 효과를 가지는 유전자 치료제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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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valuation of tissue damage. Assessment of tissue

histopathology. Photomicrographs of representative hemotoxylin and

eosin(H&E)-stained organs(heart, lung, liver, stomach, spleen,

kidney, and muscle) at 72 hr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each Ad

preparation. Original magnification: × 400. The Ad-HRE12/hAFP∆

19 doesn't make tissue damage after tailvein injection.

9. Ad DNA/liposome complexes의 size 측정

Ad DNA와 liposome을 반응시켜 complexes가 되었을 때 제작

되는 물질이 정맥주사하기에 알맞은 size로 제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dynamic light sca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Liposome만의 size를 측정해 보았을 때 DOTAP:DOPE는 100 nm를

PEG:DOTAP:DOPE는 90 nm의 size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Liposome과 Ad DNA의 complexes의 size를 확인해 보았을 때

DOTAP:DOPE-Ad DNA 군은 Ad DNA:liposome 비율에 관계없이

약 130 nm의 size를 나타냈고 PEG:DOTAP:DOPE-Ad DNA 군에서

도 비율에 관계없이 약 150 nm의 size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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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peak-size of Ad DNA/liposome prepared with

DOTAP:DOPE or PEG:DOTAP:DOPE liposome at various weight

ratios. Then, 30 min after preparation of the Ad DNA/Liposome,

particle size was measured. The Ad DNA/Liposome hybrid

complexes appeared around 150 nm size.

10. 최적의 encapsulation 비율을 찾기 위한 gel retardation test

Ad DNA와 liposome의 벡터 제작 시 최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

해 Ad DNA의 양을 고정시키고 liposome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서

encapsulation 되는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제작된 complexes를 EtBr

이 존재하는 1% agarose gel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Ad DNA

:liposome 비율이 1:6 일 때 대부분의 Ad DNA가 encapsulation 되어

서 well에 걸리고 ration가 1:0.5부터 1:4까지는 대부분의 DNA가 gel

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6 기준으로 1:10 까지는 well

에서 DNA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encapsulation

된 것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Ad DNA를 보호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

기 위해 제작된 complexes와 H ind III enzyme을 2시간 동안 반응시

켜준 후 gel electroporation을 진행해 보았다. Ad DNA:liposome

ration가 1:0.5부터 1:2까지는 Ad DNA only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DNA가 enzyme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Ad

DNA:liposome ratio가 1:8일 때 분해되는 DNA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바탕으로 1:6 비율 정도로 실험을 진행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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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garose gel retardation assays. The 1 ug of Ad DNA

and 0.5, 1, 2, 4, 6, 8 and 10 ug of DOTAP:DOPE were used. Ad

DNA and lipid were mixed and incubated for 30 min. For enzyme

digestion, complexes were treated with Hind III for 2 hr at 37◦C.

At 1:6 of Ad DNA:Liposome ratio, most of Ad DNA were

encapsulated by liposome.

11. Ad DNA/liposome의 정맥 주사 후에 바이러스 단백질의 발현

Liver에 Hep3B tumor가 존재하는 생쥐에 정맥주사로

Ad-HRE12/hAFP∆19, 간으로 선호성이 있는 DMKE liposome,

DMKE와 pHRE12/hAFP∆19의 complexes를 처리하고 1, 2, 3 주째

종양내의 Ad의 단백질을 염색해보았을 때 Ad-HRE12/hAFP∆19 처리

군 에서는 1주째 종양에서부터 많은 양의 E1A와 hexon 단백질이 발



- 44 -

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DMKE-pHRE12/hAFP∆19를 처리

한 종양에서는 3주째가 되어서야 Ad와 유사한 유전자 발현율을 보인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Ad DNA/liposome complexes가 Ad보다는

유전자 발현이 상대적 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5. The expression of viral protein after systemic delivery

of Ad DNA/liposome. Ad-HRE12/hAFP∆19, DMKE and DMKE-

pHRE12/hAFP∆19 were intravenously injected to Hep3B orthotopic

liver tumor bearing nude mice. At 1, 2, 3 weeks after last

treatment, tumors were harvested, sectioned and stained with

anti-Ad E1A and anti-Ad hexon. Original magnification: × 100 and

× 400. We can detect viral protein from 1 week on Ad

DNA-liposome hybrid vector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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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alb/c 생쥐에서 Ad DNA/liposome에 의한 면역 반응 및 간독성

Ad DNA/liposome complexes의 정맥주사 이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 확인을 위해 IL-6 발현량을 확인해 보았다. Ad-H5mT-Rd19

/stTR 처리를 하였을 때는 PBS 처리군에 피해 2배 증가된 IL-6양이

관찰되었으나 pH5mT-Rd19/stTR 또는 DOTAP:DOPE, PEG:DOTAP

:DOPE only 그리고 DOTAP:DOPE 또는 PEG:DOTAP:DOPE-

pH5mT-Rd19/stTR를 처리한 군에서는 PBS 처리군과 유사한 IL-6

양을 나타내며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일째에 각 벡터들에 의해 나타나는 간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ALT와

AST 수치를 확인해 보았을 때 Ad-H5mT-Rd19/stTR에 의해서만 증

가된 간 수치(ALT:345 U/L, AST:513 U/L)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의

군에서는 정상수치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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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valuation of inflammatory immune response and liver

toxicity after systemic delivery of Ad DNA/liposome. At 6 hr after

systemic injection of Ad-H5mT-Rd19/stTR, pH5mT-Rd19/stTR,

DOTAP:DOPE, PEG:DOTAP:DOPE, DOTAP: DOPE-pH5mT-Rd19

/stTR and PEG:DOTAP:DOPE-pH5mT-Rd19/ stTR, serum level of

IL-6 was measured by ELISA. Measurement of serum ALT and

AST at 72 hr following intravenous administration.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he Ad DNA

-liposome hybrid vectors don't induce the inflammatory immune

response and liver toxicity.

13. Ad DNA/liposome complexes에 의한 폐암세포주 에서의 세포 살

상능

DOTAP:DOPE, PEG:DOTAP:DOPE에 종양 살상 Ad의 plasmid

인 pH5mT-Rd19/stTR를 encapsulation을 하여 나타내는 세포 살상능

을 A549와 H1975 세포주에서 처리하고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DOTAP:DOPE 처리군에서는 세포 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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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pH5mT-Rd19/stTR를 lipid에 encapsulation 하여 처리하였을 때

일주일 후 DOTAP:DOPE-pH5mT-Rd19/stTR 처리군의 A549에서는

33.2%, H1975에서는 28.2%의 세포만 살아 남아있었고 PEG:DOTAP

:DOPE-pH5mT-Rd19/stTR 처리군의 A549는 55.14%, H1975에서는

48.8%의 세포가 생존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제작된 Ad DNA

/liposome complexes에 의해서 우수한 세포 살상능을 나타내는 것을

검증하였다.

Figure 17. In vitro cytotoxicity by Ad DNA/liposome. DOTAP

:DOPE(■), DOTAP:DOPE-pH5mT-Rd19/stTR(▲), PEG:DOTAP

:DOPE-pH5mT-Rd19/stTR(×) were treated to A549 and H1975

cells. ♦ denotes untreated cells. Uninfected cells were calculated as

100% at the same tim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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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간암 중에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알려진 hepatocellular carcinoma

(HCC)는 기존의 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항암약물치료와 방사선 치

료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 후에도

좋지 않은 예후를 가지고 있어 또 다른 치료법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

며, 이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HCC 치료를 위해 hAFP promoter를 이용하여 간암 선택적

으로 살상하는 복제 가능 Ad를 이용한 많은 유전자 치료 방법이 연

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hAFP promoter를 이용하여 HSV-TK 자살

유전자와 같은 삽입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23, 24

종양 특이적 살

상 Ad에 이를 도입하여 선택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이 시행되어졌다

25-27.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hAFP promoter에 의해 HCC 특이적으

로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예상과는 다르게 치료효과에서는 미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효과는 종양내의 저산소 환경에서 hAFP promoter의 낮은 전

사능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된

AFP promoter의 전사 수준을 얻기 위해 종양 살상 Ad에 HREs를 도

입하였다.

저산소 조건에서 종양은 HIF-1 이라는 전사 조절인자를 발현시

키며, 이 조절인자는 HRE에 결합함으로서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 시

킨다28. 빠르게 자라는 악성종양과 전이암에서 저산소 조건은 매우

흔한 현상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HRE를 이용하여 종양 선택적으로

삽입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9-32. 저산

소 조건하에 자극되는 몇몇 생리학적 현상은 hAFP promoter에 의해

조절되는 종양 살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FP 유전자

조절 부위 내의 음성인자는 HIF-1alpha와 결합하여 반응을 일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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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산소 조건에서 유전자 전사를 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

고되었다
33

. 게다가, 저산소 조건은 E1A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킴으

로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저해시켜 복제가능 살상 Ad를 이용한 유전

자 치료를 저해한다고 보고되었다
34, 35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FP

promoter에 HREs를 결합시켜 Ad의 복제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서 세

가지의 우수한 특징을 지닌 Ad 벡터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HREs가

증폭자로 작용함으로서 hAFP promoter의 전사 활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둘째로, HREs의 삽입을 통해 종양 내에 존재하는 저산소 환

경을 표적화 함으로서 추가적인 종양 선택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마

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HCC에서 AFP는 100%가 아닌 대략

70% 정도로 발현되기 때문에 HRE를 이용한 저산소의 표적화는 AFP

를 발현하지 않거나 낮게 발현하는 HCC에 대한 치료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첫 번째로 hAFP와 HREs/hAFP promoter 구조의

전사조절 능력과 선택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AFP를 발현하는 HCCs

에서만 HREs/hAFP promoter에 의한 제한적인 발현을 나타내며 정

상세포에서는 발현시키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저산소

조건에서 HRE에 의한 전사는 예상하였던 것처럼 증가하였으며, HRE

의 반복 개수에 따라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HRE에 의한 전사능 증가

는 AFP를 높게 발현하는 세포와 중간정도 발현하는 세포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흥미롭게도 이러한 증가는 중간

정도로 AFP를 발현하는 세포 주에서 더 크게 상승하였다. 그 예로,

AFP를 높게 발현하는 Huh-7 세포 주에서는 저산소 조건에서 HRE

12개가 삽입된 벡터는 hAFP promoter 보다 10배 증가된 발현 율을

보였으나, 중간정도의 AFP를 발현하는 Hep3B 세포 주에서는

20 배 이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CMV promoter에 의한

발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CMV promoter를

능가하는 HRE가 삽입된 AFP promoter 활성의 증가는 Hep3B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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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생체 내와 생체 외 실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추측되는 원인으로서는 생체 외 실험에서

는 저산소 배양기의 사용으로 엄격하게 산소농도를 조절 할 수 있지

만, 생체 내 실험에서는 종양 조직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산소 농도

가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HREs/hAFP 구조의 우수한 선택성과 조절된 발현 현상

결과를 토대로 HREs/hAFP promoter에 의해 E1A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어지는 종양 살상 Ad를 개발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종양 선택

적 살상 바이러스 Ad-HRE6/hAFP∆19와 Ad-HRE12/hAFP∆19의 세

포 살상능을 Ad-hAFP∆19와 비교 분석하였다. hAFP promoter 앞부

분에 HREs의 도입은 AFP를 높게 발현하는 세포와 중간 정도 발현하

는 HCCs 모두에서 증가된 세포 살상 효과를 나타내었고 심지어 저산

소 조건에서는 AFP를 발현하지 않는 Hep1 세포 주에서도 살상능을

보였다. 특히 암세포 선택성이 없지만 현재 가장 강력한 살상능을 가

진 Ad인 Ad-∆E1B19와 비교 해보았을 때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AFP와 저산소 지역에 대한 선택성은 유지되어 있었다. 이

러한 치료 효과는 HCC 피하 모델과 원발성 Hep3B 전임상 동물 모델

에서 연구되었으며, 정맥 투여된 Ad-HRE12/hAFP∆19의 우수한 치료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치료효과는 bioluminescent

imaging 과 혈청 내의 AFP 수준 그리고 치료 마지막 때의 종양의

무게를 확인함으로서 얻을 수 있었다. 세 가지 측정결과는 서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RE12/hAFP∆19는 Ad-hAFP∆19 보

다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세부적인 병리학적 분석을 통해 Ad-HRE12/hAFP∆19를 처리

한 군은 저산소 지역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증가되었기 때문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HREs의 도입을 통해 바이

러스의 복제를 증가시켜 보다 우수한 종양 살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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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증명 할 수 있었다. Ad-HRE12/hAFP∆19의 우수한 선택성은 염

증 면역 반응과 조직 독성 또한 줄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강력하면서도 안전성을 가진 종양 선택적 살상 바이러스를 통하

여 HCCs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Ido 연구진36에서는 HRE와 AFP promoter를 결합하여 retroviral 벡터

에 의한 자살 유전자를 발현과 그에 따른 치료 효과가 증가했다는 연

구를 보고 하였으나, 이 보고에서는 AFP의 minimal promoter 만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수하게 변형된 promoter를 사용하여

더욱 강력하고 선택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본 실험에서는 삽입한 HRE의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반복서열이 증

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활성도 또한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HRE

를 복제가능 종양 살상 바이러스에 삽입함으로서 기존의 복제 불능

retroviral 벡터에 삽입되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향상된 HREs/hAFP promoters를 이

용하여 종양 선택적 살상 Ad 체제에 처음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를 통

해 개발된 Ad-HRE12/hAFP∆19는 종양 내 환경 선택적이면서 간암

특이적으로 강력한 세포 살상능을 가지면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한 치

료제임을 증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에 개발된 몇몇 종양

살상 Ad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암 치료제로서 E1B 55kDa 단백질이 제거된 종양살상 Ad 제

품이 시판이 되었다37. 또한 본 연구실에서도 암 선택적인 변형된

TERT promoter38에 의해 세포 살상이 조절되는 종양 선택적 Ad를

사용하여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현

재 종양 살상 Ad를 이용한 치료는 주로 종양 내 직접 주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맥 주사 후 암과 전이암 모두를 표적

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벡터의 개발이 치료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양 살상 바

이러스의 정맥 투여를 통하여 간에 생성된 전이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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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될수 있을 것이다
39-41

.

현재 adenovirus의 정맥주사를 통한 암 유전자치료는 앞에서 언

급한 바이러스의 간 특이적 친화력으로 인해 간에 생성된 간암이나

간에 전이가 된 전이암을 제외하고 다른 장기의 암이나 전이암을 치

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투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과량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간 독성과 체내 면역 반응을 일으

키는 등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Andrew

H. Baker 연구진(University of Glasgow, United Kingdom)에서는 이

런 간 특이적 친화력은 Ad 전달체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아형 5의

hexon과 혈액 내 coagulation factor X의 결합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하였다43,44. 따라서 여러 연구실에서는 Ad 5의 hexon을 다른 아형의

hexon으로 교체하여 간에 대한 친화력을 억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5-47.

또한 Ad의 정맥 주사 이후에 생성되는 중화항체는 Ad의 반복

투여 시 치료효과를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 Ad를 polymer 혹은 liposome을 이용하여 encapsulation 함

으로서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중화항체 생성을 억제하고 또

한 항체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으며 factor X과 hexon의 결합 또한

일어나지 않게 하여 혈액 내 순환 시간을 늘려주고, 간 특이적 친화

력도 저해 할 수 있다48-50. 본 연구실에서도 종양 선택적 살상 Ad의

pegylation을 통하여 바이러스의 표면을 둘러싸고 표적 인지자인

herceptin을 탑재함으로서 heceptin을 발현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감염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51. 정맥 주사 시 간으로 전달되는 Ad의

양이 pegylation 되지 않은 Ad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감소되어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pegylation으로 포획된 Ad에서는

중화항체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Ad DNA를 liposome으로 encapsulation하여 hybrid 벡터를 제작하

였을 때 Ad의 단점으로 지적된 간 특이적 친화력을 억제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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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투여 시 혈액 내 중화항체에 대한 저해반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Ad DNA의 종양 내 전달 이후 이는 종양 선택적

살상 Ad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Ad는 암세포 특이적인 살상을 일

으키며 이후 주변 암세포에 감염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liposome

을 이용한 암 유전자 치료에서 문제점인 제한적인 치료 효과를 극복

할 수 있다
52. 53

.

본 연구를 위해서 제작한 DOTAP:DOPE-pH5mT-Rd19/stTR과

PEG:DOTAP:DOPE-pH5mT-Rd19/stTR hybrid 벡터의 크기를 DLS

로 측정해 보았을 시 약 150 nm를 가져 정맥 주사가 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다. Ad DNA가 liposome에 encapsulation이 되는 최적 조건

을 찾기 위해 DNA의 양을 고정하고 liposome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1:6 비율에서 대부분의 DNA가 encapsulation 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Hybrid 벡터의 유전자 전달능을 확인하고자 간 표적화 liposome

과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pHRE12/hAFP∆19로 hybrid 벡터를 제작하

고 Ad-HRE12/hAFP∆19와 원발성 간암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1, 2

주째는 Ad보다 낮은 발현은 보였으나 3주째의 종양 내에서는 동등하

게 바이러스 단백질들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Hybrid 벡

터가 Ad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Ad의 95%

이상이 간으로 전달된 것에 비해 liposome에 의한 전달율은 이에 비

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맥 주사 시에 나타나는

면역반응과 간 독성을 확인하여 안전성에 대한 면을 Ad와 비교해 보

았을 때 Ad-H5mT-Rd19/stTR를 투여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면

역반응과 간 효소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hybrid

벡터인 DOTAP:DOPE-pH5mT-Rd19/stTR 과 PEG:DOTAP:DOPE

-pH5mT-Rd19/stTR를 처리한 군에서는 정상수치의 간 효소 수치와

cytokine 양을 나타내었다. DOTAP:DOPE-pH5mT-Rd19/stTR 과

PEG:DOTAP:DOPE-pH5mT-Rd19/stTR를 이용한 세포 살상능을 확

인해 보았을 시 우수한 암세포 살상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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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hybrid 벡터는 Ad보다 유전자의 발현율이 늦거나 낮을 수도

있지만 더욱 안전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Ad를 이용한 암유전

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d의 효과적인 살상능과

함께 안정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hybrid 벡터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데노바이러스의 간 특이성과 중화항체 생성의 감

소, 그리고 종양 세포 안에서의 바이러스 복제를 증가시켜 결과적으

로 원하지 않는 side effect 없이 항종양 효과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hybrid 벡터를 실제 치료에 적용

함으로써 암유전자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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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hAFP promoter와 HREs에 의한 전사 조절 능

력을 두 가지 reporter 실험을 통하여 AFP 발현에 따른 전사의 선택

성이 유지되며 저산소 조건에서 전사가 증가되는 효과를 생체외 실험

과 생체 내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종양 내 저산소

환경을 극복하는 간암 특이적 복제 가능 Ads를 개발하여 여러 가지

세포주에 처리하여 세포 살상능을 관찰하였을 때 hAFP promoter에

의해 조절되는 모든 바이러스는 정상세포에 대한 살상이 전혀 관찰되

지 않아 우수한 종양 선택적 promoter 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HREs

가 삽입된 Ad는 AFP를 발현하는 세포주에서 Ad-hAFP∆19보다 정

상산소나 저산소 조건 모두에서 향상된 살상효과를 나타내었고 AFP

를 발현하지 않는 암세포에서는 저산소 조건에서만 살상능을 보여 모

든 간암 세포가 AFP를 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였을 때 종양

선택적인 살상능이 증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피하모델에서 Ad

의 항종양효과를 관찰하였을 때 HREs를 삽입한 바이러스는 Ad-∆

E1B19와 유사한 항암효과를 나타냄으로서 매우 강력한 암 유전자 치

료제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저산소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복제가 원활

히 진행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면역 조직 염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비침습성 영상화 방법과 혈청 내의 AFP양을 통하여 항암효과를 관찰

한 원발성 간암 모델은 음성 대조군인 PBS 처리군에 비해

Ad-HRE12/hAFP∆19를 정맥 주사 하였을 시 85%의 종양 성장 억제

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 바이러스는 정맥 주사 시에 면역반

응, 간 독성 그리고 조직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하여 Ad-HRE12/hAFP∆19는 간암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Ad의 간 특이적 친화성 억제와 체내의 Ad에 대한 중화

항체로 부터의 보호를 위해 비바이러스성 벡터인 liposome으로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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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encapsulation하는 hybrid 벡터는 정맥 투여가 가능한 약 150

nm size를 가지며 Ad DNA/liposome 비율이 1:6 일 때 대부분의

DNA가 encapsulation 되었다. Ad DNA/liposome complexes를 이용

하여 원발성 간암 모델에서 유전자 발현능을 확인해 보았을 때 Ad보

다는 낮은 발현을 보였으나 우수한 발현능을 가지고 있었다. Hybrid

벡터를 정맥주사 하였을 때 면역 반응과 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폐암 세포주에 처리 한 후 6일째 70%의 세포를 살상하는 효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폐암 또는 체내의 원발암과 전이암을 치료할 시 개

발된 Ad DNA/liposome hybrid 벡터가 우수한 항암제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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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tumor efficacy of hypoxia and alpha fetoprotein-dependent

oncolytic adenovirus and systemically injectable

adenovirus-liposome hybrid vector

Oh-Joon Kwo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e-Ok Yun)

Oncolytic adenoviruses(Ads) constitute a new promising modality

of cancer gene therapy that displays improved efficacy over

non-replicating Ads. We have previously shown that an

E1B19kDa-deleted oncolytic Ad exhibits a strong cell killing effect

but lacks tumor selectivity. To achieve tissue-restricted

cytotoxicity, we used a modified human alpha-fetoprotein(hAFP)

promoter to control replication of Ad. In order to enhance promoter

activity within the context of the tumor microenvironment, we

introduced either 6 or 12 copies of a hypoxia response element

(HRE6 or HRE12) upstream of the promoter. We constructed a

series of oncolytic Ads with E1 gene expression and replication

regulated by either the hAFP promoter alone or the chimeric HRE

enhanced hAFP promoter. The HRE12–AFP promoter 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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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B19kDa-deleted oncolytic virus, termed Ad-HRE12/hAFP∆19,

exhibited enhanced tumor-selectivity and cell-killing activity when

compared to the hAFP promoter controlled oncolytic virus. The

tumoricidal activity of Ad-HRE12/hAFP∆19, monitored by

non-invasive molecular imaging, resulted in significant inhibition of

tumor growth, in both subcutaneous and liver orthotopic models.

Histological examination of the primary tumor after treatment

confirmed accumulation of viral proteins near hypoxic areas.

Furthermore, Ad-HRE12/hAFP∆19 did not cause liver toxicity after

systemic injection. The results presented here demonstrate the

advantages of incorporating hypoxia responsive elements into a

hAFP promoter driven oncolytic virus system. This system is

unique in that it acts in both a tissue-specific and tumor

environment-selective manner. The greatly enhanced selectivity

and tumoricidal activity of Ad-HRE12/hAFP∆19 make it a

promising therapeutic agent in the treatment of AFP-positive liver

cancers. But, the treatment efficacy to orthotopic and metastasis

cancer except liver cancer by systemic delivery of Ad is

inhibited by neutralizing antibody response against adenovirus and

is blocked by liver tropism of A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se

disadvantages, we developed hybrid vector which is composed of

liposome and adenoviral DNA. The condition of optimal

encapsulation between Ad DNA and liposome was 1 to 6 wt

ratio. The peak size of DOTAP:DOPE/H5mT-Rd19/stTR and

PEG:DOTAP:DOPE/H5mT-Rd19/stTR were 152.9 ± 6.3 and 131.5

± 4.2 nm, respectively. The hybrid vectors showed potent

cytotoxicity to A549 and H1975 lung cancer cell. Moreover,

reduced serum alanine transaminase and aspartate transam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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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nd interleukin-6 level were appeared in mice treated

with hybrid vectors than adenovirus treate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travenous injection of Ad DNA/lipsome hybrid

vectors is an effective strategy for treatment of lung cancer and

metastasis tumors.


Key Words : Liver cancer, cancer gene therapy, oncolytic

adenovirus, human alpha-fetoprotein(hAFP), hypoxia response

element(HRE), Ad DNA/Liposome hybrid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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