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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언제 들어도 항상 설레이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단어

가 아닐까요? 학문이란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지혜와 앎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을 부단히 노력하던 시간을 끝맺

음하는 순간이기에 그럴 것 입니다. 그와 동시에 졸업이란 또다른 

새로운 분야와 과정으로 나아가고 시작하기 위한 순간이기도 합니

다. 그래서 졸업이란 단어로 ‘ 시작 ’ 이라는 뜻을 가진 

commencement를 학교 졸업식에 이용하나 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이란 시간을 끝맺음 지으려는 저로써는 

이 모든 과정을 찰나의 정신적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대학원이란 과정을 마치고나면 쉬이 자만심에 빠지

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기 위해

서는 채워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됩니다. 제가 암연구소 

실험실에서 공부하려고 방문하던 때가 엊그제 같고, 처음 실험실

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을 땐 졸업할 때쯤이면 많은 것을 이루리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되고, 졸업을 앞두니 아직 부족한 점도 매우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풍

요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보완하기 위

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

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는 즐거움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즐거움을 알고 느끼게 해 주신 윤채옥 교수님의 

지도하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과학자로서의 자세와 연구방법, 그리고 실험



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해석하기까지의 논리적인 접근방법

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의 방법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학문적 가르침 때문에 매우 값진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습

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의 학문적 발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저희를 북돋아주시는 교수님의 마음은 저희들

이 더 분발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

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바탕으로, 또 

교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앞으로 많이 성숙하고 더욱 노력하는 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

시고 학위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지도해 주셨던 김호근 교수님과 

저에게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본 논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지

도해 주신 허만욱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또한 제가 학부 과정동안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가르쳐주시고 

항상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경북대학교 이경열 교수님께도 진심으

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65일 중 거의 300일은 같이 동거동락했던 우리 실

험실 식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위 과정 초기

에 많이 부족했던 제게 좋은 조언을 주셨던 강은아 교수님, 감사

합니다. 그리고 제 사수이시자 많은 부분을 일깨워 주셨고 정신적 

지도자이며, 술 동지였던 일규형.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우

리 실험실 역사의 산 증인이시자 제게 많은 조언과 지도를 주셨던 

민정누나.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거 아시죠? 실험실에서 

가장 튼튼한 키와 체구를 지니지만 의외로 세심하고 센티멘털한 

지훈이형. 화장품이 많이 있지만 거의 쓰지않으며 재치있고 유머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 정우형. 항상 집안의 대소사와 어린 애기때

문에 바쁘신 정선누나. 언제나 든든하고 산과같이 넓은 마음을 지



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 놓기만을 기다리는 우리 연이. 곧 새

신랑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갈 꼼꼼한 성격의, 술 줄여서 

아쉬운, 우리 오준이. 새로운 환경에서 실험실 사람들과 잘 어울

려 독백이 필요없게된 내공 많은 우리 유진이. 항상 방글방글 웃

으며 해맑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많고 많이 여린, 수다쟁이 우

리 성경이. 간꽁치에서부터 유진박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외

모지만 간고등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 효민이. 남초 환경

에서도 야생초(야생화+잡초)처럼 무럭무럭 잘 성장하는 우리 초

희. 오빠들의 장난에도 잘 웃고 매사에 매우 열심히해서 때로는 

간이 걱정되는 우리 언주.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비를 전해

주시고 운영을 꾸려주시는 우리 선정누나. 보잘것 없는 저와 2년 

넘게 같이 참고 지내신다고 수고하셨고, 저도 여러분들로 부터 많

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모두에게 앞으로 커

다란 연구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든든한 상록수이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언제나 

제가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표현을 못한 아들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진

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또한 내게 많은 

것을 챙겨주고 신경써주는 동생 영진이. 형으로써 동생에게 많이 

베풀지 못해서 미안하고 멀리서 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

한다. 우리 가족 화이팅. 또한 할머니, 외할머니, 친척 어른분들, 

사촌들에게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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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에 의한 종양 특이적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 개발 및 저산소 조건에서의  

재조합 HRE 인핸서 효과 검증 
 

2009년 WH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환자의 생존

율은 57.1%로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 비해서 10-20% 

정도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

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유전자 치료는 

기존 암 치료법을 대체하기위해 새롭게 연구되고있는 치료법

이며, 유전자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

바이러스는 이전에 개발되었던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좋은 치료 효과와 암세포 살상율이 높게 나타남

이 보고되었다. 본 실험실에서 개발된 종양 선택적 살상 아

데노바이러스인 Ad-dE1B19는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 중 E1B19 kDa을 제거한 바이러스로서 매우 효율적

인 암세포 살상능을 보여주었으나, 정상 세포들도 죽이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세포가 아닌 암세포만을 살

상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암세포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

러스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E2F-1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도록 재조합된 E2F-1 프

로모터를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음으로써 암세포 특이적인 아

데노바이러스의 복제 조절을 유도하였다. 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 중, E2F-1이 결합하는 결합핵심부위을 반복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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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E2Ftr)로 존재할 때에 대조군인 E2Ftr가 없는 Ad-

E2F-d19보다 더 향상된 프로모터 활성을 보였고 결과적으

로 더 나은 암세포 살상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cytopathic effect assay뿐만이 아니라 MTT assay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viral productivity assay는 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의 향상된 전사 활성으로 인해 아데노바이

러스가 더 많이 복제되었음을 보여주었고, 그로인해 

cytopathic effect assay와 MTT assay에서 관찰되었던 향

상된 암세포 살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E2F-1 프로모터는 저산소 조건에서 그 활성이 

떨어진다는 보고1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암조직의 특징 중 하나인 저산소 조건에서 아데노바이

러스의 선택적 프로모터의 활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

해서 hypoxia response element (HRE) 결합핵심부위을 

재조합하여 프로모터의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

였다. 재조합된 HRE 프로모터 중, HRE30tr이 포함된 

pdE1sp1A/HRE30tr/E2F/GFP 플라스미드가 제일 향상된 

프로모터 활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GFP를 발현하

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HRE30tr/E2F/GFP가 가장 향상된 프로모터 활성을 보여주

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 중 가

장 좋은 활성을 보인 Ad-E2Ftr/E2F-d19, Ad-

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에 저산소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조합 된 HRE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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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중 HRE30tr를 결합한다면 효과적인 암세포 선택적 살

상 아데노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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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에 의한 종양 특이적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개발 및 저산소 조건에서  

재조합된 HRE 인핸서의 효과 검증 

 

 

<지도교수 윤 채 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윤 태 진 

 

 

I. 서론 

 

2009년 WHO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의 사망 인구 중 

13%에 해당하는 약 700만명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한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66,00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1999년부터 매해 3.4%씩 암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2003-07년 동안의 

우리나라 암환자 생존율은 57.1%로 다른 선진국(미국, 

캐나다)에 비해 10-20% 정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표준 항암치료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 

화학약물요법, 방사선치료와 같은 치료 방법이 있으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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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나타내고 완치가 어려워 보다 효과적인 치료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새로운 치료제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는, 암의 특정 유전자 과다 발현이나 

억제를 타겟으로 하므로,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서 암치료에 

효율적인 치료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암치료 목적으로 

진행된 유전자 치료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히 소개 

되었으며2-4, 우수한 유전자 전달 효율과 높은 역가로의 

바이러스생산이 가능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5.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치료는, 

바이러스의 복제가 암세포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살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상세포도 함께 손상 시키는 기존 

치료제와 구분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다.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을 통하여 progeny virion을 

생산하고 이는 주변 암세포로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치료효과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암세포 선택적 살상 및 바이러스 복제 능력은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효과적인 치료제이다6. 한편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가 정상세포는 살상하지 않고 암세포만을 

살상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유전자 수준에서의 암세포 

표적화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되는 방법으로는 특정 

세포군(예, p53이 불활성화된 암세포)에서만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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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가 복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작하는 방법, 

tyrosinase나 opsin처럼 특정한 조직 또는 세포군에서 

특이적인 활성을 보이는 유전자들의 프로모터를 이용한 

유전자의 전사조절방법 등이 있다. 특히, 전사조절을 통한 

표적화를 위해서는 암 조직에서만 발현되거나 정상 조직보다 

암 조직에서  더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와 인핸서, 

사일렌서와 같은 유전자 조절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암세포들은 주로 세포고사 회피기작, 신생 혈관생성 

촉진,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 유발, 무절제한 세포분열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이 중 무절제한 세포분열을 위해서는 

세포분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로써 E2F family가 널리 알려져있다. 

E2F 전사인자 family 중 E2F-1은 전사 촉진 인자로서 

세포분열 중 G1/S phase에 관여하며, 평소에는 

retinoblastoma proteins (Rb)와 E2F-1이 이형 이합체를 

이루어서 비활성화되어있다7-9. 하지만, 상당수의 종양에서는 

Rb가 변이되어있거나 C-terminal이 hyper-

phosphorylation되어서 E2F-1과 이형 이합체를 형성하지 

못하여 free E2F-1이 많이 존재한다10,11. Free E2F-1은 

전사인자로써 여러 프로모터에 결합하고 세포의 G1/S 

phase를 진행시키게 함으로써 DNA 복제를 증가시킨다. 

또한 E2F-1 프로모터에는 E2F-1 binding site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free E2F-1이 결합할 수 있고, 전사조절을 

유발시켜 intracrine을 유도한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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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F-1 프로모터에는 E2F-1이 결합하는 

결합핵심부위(5＇-CGCGGCGGCGCG-3＇)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사조절 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핵심부위가 

다수있다. 알려져있는 전사인자로는 MYC, Sp1, NFY, ATF 

등이 있으며14. 특히 MYC과 Sp1은 여러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5,16. MYC과 Sp1은 E2F-

1과 함께 암세포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텔레머레이즈 

프로모터에서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17, CUX1 

전사인자는 E2F-1과 함께 결합하여 DNA 생산에 관여하는 

폴리머레이즈-α 프로모터의 전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여 성장을 하게 되

는데, 이때 세포들에 영양분이나 산소를 전달해주는 혈관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된다19. 혈관에 근접되어있는 세포들은 50~60 

mmHg 정도의 산소를 가지나 대부분의 고형암에서는 10 

mmHg나 이하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저산소 상태는 방사

선치료나 약물치료에 저항성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보고된 바 있으며, 암세포 전이를 증가시키고 malignant 

progression 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20-22. 저산소와 관

련된 전사인자로 잘 알려진 HIF-1은 α와 β의 이형 이합

체로 구성되어있으며, 산소 포화도에 따라 다른 유전자 전사 

조절 양상을 나타낸다. HIF-1β는 세포내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발현되고 있는 반면, HIF-1α의 경우 일반적 산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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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태에서는 Von Hippel Lindau (VHL)에 의해 

ubiquitination이 되어 프로테아좀에 의해 분해되어진다. 그

러나 저산소 상태에서는 prolyl hydroxylase에 의한 

hydroxylation이 HIF-1α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VHL이 HIF-1α과 결합하지 못한다. 그에 따라, HIF-1α

는 안정화된 HIF-1β와 이형 이합체를 이루게 되어서, 프

로모터에 존재하는 Hypoxia-responsive element (HRE; 

5'-(A/G)CGT(G/C)(G/C)-3')에 붙게되어 혈관형성을 촉

진시키는 역할을 한다22-24.  

인간의 지놈에는 2-16 base pair의 동일한 DNA 

sequence가 반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를 반복 염기라

고한다. 이 짧은 반복 염기는 지놈의 coding region과 

uncoding region 모두에 존재하는데, coding region에 있을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에 관여한다고 여겨지며25,26, 

uncoding region에 반복 염기가 있을 경우에는 전사에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7. 일부 암세포에서는 이러한 

반복 염기가 증가되어 있으며 반복 염기의 copy 수가 증가

할수록 전사 진행이 향상되는 것이 보고되었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효율적인 세포 살상능을 

획득하기 위해 E1B19 kDa 단백질을 제거한 복제 가능 아

데노바이러스(Ad-dE1B19)에 종양 선택능을 부여하고자 

종양 특이적 전사조절 인자에 의해 E1A 단백질의 발현이 

조절되도록 제작하였다.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

되는 E2F-1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결합핵심부위을 6 

copies로 이루어진 반복 염기형태로 제작하여 E2F-1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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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와 조합하였으며, E2F-1 프로모터에 존재하는 MYC, 

Sp1, NFY, ATF, CUX1이 결합하는 결합핵심부위도 E2F-

1 프로모터와 조합하였다. 이렇게 재조합된 프로모터의 전사 

효율을 비교하여 전사 효율이 가장 좋은 프로모터를 이용해

서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암세포 선택 살상능

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CITED2 프로모터에 존재하는 

HRE 시퀀스 (5＇-GCGTG-3＇)를 6 copies로 이루어진 

반복염기형태로 재조합하였다. 이 재조합에는 ELK1 결합핵

심부위도 이용되었다. ELK1 전사인자는 CITED2 프로모터

에서 HRE 전사 효율을 증대시켜 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또한 ELK1과 결합핵심부위를 공유하는 EST1 전사인자에 

의한 전사효과를 확인해보려 하였다. 전사인자 EST1은 세

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ETS1 전사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

로 이전에 보고되었었고, 이는 세포 밀도가 높은 암종양 환

경과 비슷할 것이라 사료되어서 ETS1에 의한 전사효율 증

대를 HRE 인핸서와 함께 검증하려 하였다. 이렇게 재조합된 

프로모터의 전사 효율을 비교하여 재조합된 HRE 인핸서가 

저농도 산소 조건에서 좋은 전사효율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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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세포주 및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이용된 세포주들은 폐암 세포주(A549), 자

궁 경부암 세포주(C33A, SK-OV-3), 뇌암 세포주(U343), 

간암 세포주(Huh-7, U-87 MG, Hep3B), 정상 세포주(BJ, 

MRC5)는 모두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에서 구입하였으며, 아데노바이

러스의 생산을 위해서 아데노바이러스 초기 발현 유전자인 

E1 부위가 숙주 유전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HEK293A 세

포주는 Q-biogene (Carlsbad, CA)에서 구입하였다. 

HEP3B 세포주를 제외한 모든 세포주 들은 10% 우태아 혈

청 (GIBCO, Grand Island, NY)을 포함하는 DMEM 배양액

에 penicillin (100 IU/㎖)/streptomycin (50 ㎎/㎖)을 첨

가하여 사용하였으며, Hep3B 세포주는 같은 조건하에 

MEM (GIBCO, Grnad Island, NY)으로 배양하였다. 모든 

세포주는 5% CO2가 공급되는 37℃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

되었다. 

저산소 상태에서의 실험에 필요한 세포들은 5% CO2 - 

1% O2 - 94% N2 가 공급되는 37oC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

되었으며, GFP 발현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포들을 정상 

산소와 저산소 상태로 각각의 조건에서 12 시간씩 2번 옮겨 

배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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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조합 E2F-1 프로모터에 의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 아데노바이러스 제작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아데

노바이러스의 E1 셔틀벡터인 pdE1sp1A에 HindIII와 

EcoRI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E2F 프로모터를 삽입하여 

pdE1sp1A/E2F 셔틀벡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벡터를 

XhoI과 BglII로 자른 부위에 E2Ftr 프로모터가 삽입된 

pdE1sp1A/E2Ftr/E2F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pdE1sp1A/E2Ftr/E2F를 SmaI과 XbaI으로 자른 부위에 각

각 MYCtr/SP1tr 프로모터, NFYtr/ATFtr 프로모터, CUXtr 

프로모터를 삽입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pdE1sp1A/E2F, 

pdE1sp1A/E2Ftr/E2F, pdE1sp1A/MYCtr/SP1tr/E2F, 

pdE1sp1A/MYCtr/SP1tr/E2Ftr/E2F, 

pdE1sp1A/NFYtr/ATFtr/E2Ftr/E2F, 

pdE1sp1A/CUXtr/E2Ftr/E2F 셔틀벡터를 각각 EcoRI과 

BamHI으로 잘라내어서 잘려져나온 조각을 d19 아데노바이

러스의 셔틀벡터인 pdE1sp1A/E1A/E1B19/E1B55 벡터에 

각각 넣어주었으며, 이 벡터의 E1B19 kDa 유전자의 경우 

개시 코돈을 종결 코돈으로 변형시켜 유전자는 존재하되 단

백질로 발현되지 않도록 변형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6종류의 

E1 셔틀벡터를 아데노바이러스 토탈벡터인 dl324BstBI과 

함께 대장균 BJ5183에서 상동 재조합시켜 최종적으로 아데

노바이러스 토탈벡터인 Ad-E2F-d19, Ad-E2Ftr/E2F-

d19, Ad-MYCtr/SP1tr/E2F-d19,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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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을 제작하였다. 완성된 모든 플라즈미드들은 PacI 제한

효소로 절단하여 선형화시킨 후, 아데노바이러스 생산세포주

인 HEK293에 lipofectamine을 이용하여 형질 전환하여 아

데노바이러스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아데노바이러스들은 

HEK293 세포주에 재감염시켜 CsCl gradient 방법으로 농

축하여 순수 분리한 후 limiting dilution assay와 viral 지

놈의 흡광도에 의한 optical density (O.D.)로 아데노바이러

스의 역가를 결정하였다. 

 

3. 재조합 HRE 프로모터에 의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플라스미드 및 아데노바이러스 제작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아데

노바이러스의 E1 셔틀벡터인 pdE1sp1A에 HindIII와 

EcoRI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E2F 프로모터를 삽입하여 

pdE1sp1A/E2F 셔틀벡터를 제작하였다. 이 셔틀벡터를 

EcoRI과 BamHI으로 자른 후 GFP 유전자를 삽입하여 

pdE1sp1A/E2F/GFP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pdE1sp1A/E2F/GFP에 각각의 제조합된 HRE 프로모터를 

삽입하기 위해서 SmaI과 XbaI으로 자른 후, 프로모터 

HRE284tr (284 bp length 반복 염기), HRE30tr (30 bp 

length 반복 염기), HRE30tr/HRE284tr, HRE284tr/HRE284tr, 

ELK1/HRE30tr, ELK1/HRE284tr/HRE284tr를 삽입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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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제작된 pdE1sp1A/E2F/GFP, 

pdE1sp1A/HRE284tr/E2F/GFP, 

pdE1sp1A/HRE30tr/E2F/GFP, 

pdE1sp1A/HRE30tr/HRE284tr/E2F/GFP, 

pdE1sp1A/HRE284tr/HRE284tr/E2F/GFP, 

pdE1sp1A/ELK1/HRE30tr/E2F/GFP, 

pdE1sp1A/ELK1/HRE284tr/HRE284tr/E2F/GFP 셔틀벡터를 

아데노바이러스 토탈벡터인 dl324BstBI과 함께 대장균 

BJ5183에서 상동 재조합시켜 최종적으로 복제 불가능 아데

노바이러스 토탈벡터인 E2F/GFP, HRE284tr/E2F/GFP, 

HRE30tr/E2F/GFP, HRE30tr/HRE284tr/E2F/GFP, 

HRE284tr/HRE284tr/E2F/GFP, ELK1/HRE30tr/E2F/GFP, 

ELK1/HRE284tr/HRE284tr/E2F/GFP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모든 플라즈미드들은 PacI 제한효소로 절단하여 선형화시킨 

후, 아데노바이러스 생산세포주인 HEK293에 lipofectamine

을 이용하여 형질 전환하여 아데노바이러스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아데노바이러스들은 HEK293 세포주에 재감염시켜 

CsCl gradient 방법으로 농축하여 순수 분리한 후 limiting 

dilution assay와 viral 지놈의 흡광도에 의한 optical 

density (O.D.)로 아데노바이러스의 역가를 결정하였다. 

 

4. Cytopathic effect (CPE) 분석 

 

폐암 세포주(A549), 자궁 경부암 세포주(C33A, SK-

OV-3), 뇌암 세포주(U343), 간암 세포주(Huh-7, U-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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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Hep3B), 정상 세포주(BJ, MRC5)를 24 well plate에 

40-80% 분주하고 Ad-E2F-d19, Ad-E2Ftr/E2F-d19, 

Ad-MYCtr/SP1tr/E2F-d19, Ad-

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 바이러스를 여러 가지 역가 (20-40000 VP)로 각각 

처리하였다. 각각의 독립된 실험에 처리된 여러 바이러스들 

중 어느 한 바이러스가 가장 낮은 역가에서 세포를 거의 사

멸시킨 시점에 모든 배지를 제거하고 0.5% crystal violet 

(in 50% methanol)으로 잔존한 세포들을 고정시키고 염색

한 후 분석하였다. 

 

5. MTT assay 

 

암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정량화 그리고 살상능을 날짜

별로 검증하기 위하여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를 수행

하였다. 자궁 경부암 세포주 SK-OV-3를 24 well plate에 

분주하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 Ad-E2F-

d19, Ad-E2Ftr/E2F-d19, Ad-MYCtr/SP1tr/E2F-d19, 

Ad-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 바이러스를 각각 처리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이후 지정

된 나랒에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각 250 ㎕의 MTT 용

액(2 ㎎/㎖)을 plate well에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37℃에



! "!%)!"!

서 반응시킨다. 이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1 ㎖의 dimethyl 

sulfoxide (DMSO)를 첨가하고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

고, 54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음성 대조군의 흡광도를 

100% 생존으로 하여 세포의 상대적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6. Viral production assay 

 

암세포 선택적 세포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복제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SK-OV-3 암세포를 이용하였다. 48 well 

plate에 암세포를 분주하고, Ad-E2F-d19, Ad-

E2Ftr/E2F-d19, Ad-MYCtr/SP1tr/E2F-d19, Ad-

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2일, 3일, 4일 후 세포배양액

을 수거하고, plate에 남은 세포들은 freezing/thawing을 3

번 반복하여 세포 내의 바이러스까지 함게 수거하여 이를 

HEK293A 세포주에 감염시키고 10일 후, limiting dilution 

assay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역가를 결정하였다. 

 

7. 재조합된 HRE 프로모터에 의한 GFP 발현 정도 

비교 

 

재조합된 HRE 프로모터들에 의한 정상산소 조건과 저

산소 조건에서의 GFP 발현을 비교하기 위해서 암 세포주에 

MCF7, SK-BR-3, U343, A549, SK-OV-3, C33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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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X104 ㎠의 밀도로 12 well plate에 분주하고 각각의 

DNA 1 ㎍씩 lipofectamine (INVITROGEN, Carlsbad, 

CA) 혹은 바이러스를 3 moi씩 트랜스팩션 혹은 감염시켰다. 

높은 밀도로 암 세포주를 분주할 때에는 7X104 ㎠의 밀도로 

12 well plate에 분주하고 각각의 DNA 5 ㎍씩 

lipofectamine 혹은 바이러스를 45 moi씩 트랜스팩션 혹은 

감염시켰다. 이후에 정상 산소와 저산소 상태로 각각의 조건

에서 12 시간씩 2번 옮겨 48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48 시

간 이후에 trypsin을 이용하여 각각의 세포주를 plate에서 

떼어낸 뒤, FACScan (Beckton-Dickinson, Sunnyvale, 

CA) 장비를 이용하여 발현된 GFP를 확인하였고, 10000개

의 세포를 분석한 결과는 CellQuest software (BD 

biosciences Immunocytometry systems, San Jose, C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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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에 의해 바이러스의 

복제가 조절되는 암세포 특이적 세포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세포 살상능 검증 

 

암세포 특이적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암세포에서 발현이 높은 E2F-1 전사인자의 프로모터 부위

를 재조합하였다. 이렇게 재조합된 각각의 프로모터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 프로모터를 E1B19 kDa이 제거되어 세포 살

상능이 우수한 아데노바이러스에 삽입하여 암세포 특이적으

로 바이러스의 복제가 조절되는 복제 가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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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replication-competent Ads with modified E2F-1 

promoter. tr (tandem repeat)=6 copies of 

tandem repeats of DNA sequence; ITR=inverted 

terminal repeat; !=packaging signal. 

 

제작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암세포 특이적 세포 살

상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포주에 Ad-E2F-d19, 

Ad-E2Ftr/E2F-d19, Ad-MYCtr/SP1tr/E2F-d19, Ad-

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의 바이러스를 각각 감염시킨 후 cytopathic effect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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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진행하였다(Figure 2). Figure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험에 이용된 SK-OV-3, Huh-7, C33A 암 세포주

에서는 E2F-1 결합핵심부위 6 copies(E2Ftr)가 들어간 

Ad-E2Ftr/E2F-d19, Ad-MYCtr/SP1tr/E2Ftr/E2F-d19, 

Ad-NFYtr/ATFtr/E2Ftr/E2F-d19, Ad-

CUXtr/E2Ftr/E2F-d19 4가지 아데노바이러스가 E2Ftr가 

없는 아데노바이러스보다 대략 2배 정도 증가된 살상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E2F-1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핵심부위 6개를 제공하는 재조합된 E2Ftr가 전사 효율

을 증가시킨 것으로 고찰된다. 또한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정

상세포인 BJ와 MRC5의 세포 생존률을 wild type 아데노바

이러스인 XC 바이러스보다 25배나 높여서 정상세포보다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

만 6 copies의 결합핵심부위로 재조합된 MYC, Sp1, NFY, 

ATF, CUX1의 인핸서에 의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거나 미미

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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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 vitro cytopathic effect assay. Cells 

were infected with replication-competent Ads at 

various VPs ranging from 20 to 40000 and 

incubated up to 11 days until being fixed and 

stained. 1, Ad-dE1; 2, XC; 3, Ad-E2F-d19; 4, 

Ad-E2Ftr/E2F-d19; 5, Ad-MYCtr/SP1tr/E2F-

d19; 6, Ad-MYCtr/SP1tr/E2Ftr/E2F-d19; 7, 

Ad-NFYtr/ATFtr/E2Ftr/E2F-d19; 8, Ad-

CUX1tr/E2Ftr/E2F-d19; N.C.=negative control; 

VP=virus particle. 

 

E2F-1 특이적 암세포 살상능을 지닌 아데노바이러스

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SK-OV-3 암세포

주를 가지고 MTT assay를 진행하였다(Figure 3). 바이러

스가 처리되지 않은 군을 100% 생존으로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도 앞의 cytopathic assay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

조합된 E2Ftr가 들어간 4 가지 바이러스, Ad-E2Ftr/E2F-

d19, Ad-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가 재조합된 E2Ftr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2 개의 바이

러스, Ad-E2F-d19, Ad-MYCtr/SP1tr/E2F-d19보다 

10% 향상된 암세포 살상능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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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K-OV-3 cell viability with various 

Ads with different virus titers. Cell only were 

calculated as 100% at the same time point. 

VP=virus particle. 

 

또한 앞에서 보았던 암세포 살상능이 과연 바이러스의 

증식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viral productivity 

assay를 SK-OV-3 암세포주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Figure 4). E2Ftr가 들어간 4 가지 바이러스,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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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Ftr/E2F-d19, Ad-MYCtr/SP1tr/E2Ftr/E2F-d19, 

Ad-NFYtr/ATFtr/E2Ftr/E2F-d19, Ad-

CUXtr/E2Ftr/E2F-d19가 E2Ftr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2 

개의 바이러스, Ad-E2F-d19, Ad-MYCtr/SP1tr/E2F-

d19보다 최소 1.5배, 최대 2.2배까지 SK-OV-3 암 세포주

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Figure 2와 Figure 

3의 실험결과들에서 나타난 암세포 살상 효과가 다른 요인

이 아닌 아데노바이러스의 증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

하고 있다. 

일련의 cytopathic assay와 MTT assay, viral 

productivity assay를 통하여 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는 

E2F-1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핵심부위의 숫자가 

6배 증가하면 전사효과도 증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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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iral production in SK-BR-3 infected 

with various Ads. Cells were infected with 100 

VP (A) and 200 VP (B). moi=multiplicity of 

infection. 

 

2. GFP를 발현하는 plasmid를 이용한 재조합된 HRE 

프로모터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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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된 HRE 프로모터에 의해 저산소 조건에서 전사 

발현이 증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FP 발현을 조절하는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다(Figure 5A). 제작된 GFP-

expressing 플라스미드들을 암 세포주에 lipofectamin을 이

용하여 전달하고 48 시간 배양 후 GFP 발현 양을 FACS로 

확인 하였을 때 HRE30tr이 삽입된 프로모터 HRE30tr/E2F의 

활성이 저산소 조건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

산소 조건과 정상산소 조건 모두에서 GFP 발현을 살펴본 

결과 HRE30tr는 저산소 뿐만 아니라 정상산소 조건에서도 

GFP 발현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5B). 한편 세포 밀도에 의한 프로모터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세포 밀도가 증가함에 따른 ELK1tr에 의한 GFP 발현 증가

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포 밀도가 증가함에 따른 재

조합된 HRE에 의한 증가된 GFP 발현은 Figure 5B에서 보

았던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HRE30tr/E2F에 의한것이 최대 

0.8배 더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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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dified HRE containing promoter 

construction and its GFP expression activity. 

(A) Construction of GFP-expressing plasmids. 

(B) All cells were transfected with each 

plasmids and incubated under normoxia or 

hypoxia for 48 hr. (C) Cells at different density 

were transfected with each plasmids and 

incubated under normoxia or hypoxia for 48 hr. 

Normal, 0.5X104 cells/㎠ ; High, 7X104 cells/㎠ . 

Empty column=Normoxia; Filled column 

=Hypoxia. 

 

3. GF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재조합된 

HRE 프로모터 활성 측정 

 

Plasmid DNA를 이용하여 살펴본 프로모터의 활성이 

바이러스 체계 (Figure 6A)에서도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고

자 HRE 프로모터에 의해 GFP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여 다양한 세포에 감염시

킨 후 48 시간째 FACS 분석 장치로 GFP 발현 양을 확인

하였다(Figure 6B). Figure 6A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HRE30tr/E2F 프로모터의 활성이 저산소 조건과 정상

산소 조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도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세포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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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프로모터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세포 밀도가 증가

함에 따른 ELK1tr 전사 증가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

만 세포 밀도가 증가함에 따른 HRE 전사 증가 효과는 플라

스미드를 이용한 실험과 동일하게 관찰되었다(Figure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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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competent Ads containing modified 

HRE containing promoter and its GFP expression 

activity. (A) Construction of GFP-expressing 

incompetent Ads. (B) All cells were transfected 

with each Ad and incubated under normoxia or 

hypoxia for 48 hr. (C) Cells at different density 

were infected with each Ad and incubated under 

normoxia or hypoxia for 48 hr. Normal=0.5X104 

cells/ ㎠ ; High=7X104 cells/ ㎠ . Empty column 

=Normoxia condition; Filled column=Hypoxia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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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현재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는 암의 특정 

유전자 과다 발현이나 억제를 목표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방

법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중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치료

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정상세포

는 살상하지 않고 암세포만을 살상하기 위한 유전자 수준에

서의 표적화이다. 이를 위해서 암조직에서 많이 발현되는 유

전자의 프로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Amin 그룹은 E2F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암의 특징 중 하나

인 세포분열이 활발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29. 또한 Alemany 그룹에서도 E2F-1 프로

모터를 이용하여 아데노바이러스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상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0.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E2F 프로모터에 의해 암특이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예상과는 다르

게 치료효과에서는 미미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제한

된 효과는 종양내의 저산소 환경에서 전사인자인 E2F-1의 

발현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된 E2F-1 프로모터의 활성을 얻기 위해서 

종양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에 HREs를 도입하는 재조합 프로

모터의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첫 번째로 E2F-1 프로모터에 의해 E1A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어지는 종양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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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종양 선택적 살상 바이러스 Ad-

E2Ftr/E2F-d19, Ad-MYCtr/SP1tr/E2F-d19, Ad-

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의 세포 살상능을 Ad-E2F-d19와 비교 분석하였다. 

E2F-1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전사인자 E2F-1이 결합하는 

결합핵심부위을 반복 염기로 도입함으로써 대부분의 암세포

에서 증가된 세포 살상 효과를 나타내었고, 또한 이러한 경

향성은 세포의 생존률을 확인 할 수 있는 MTT assay에서

도 확인되었으며, viral production assay에서는 암세포에서 

종양 선택적 살상 바이러스가 얼마나 증식했는지를 확인하여 

증식된 바이러스에 의해 암세포가 선택적으로 살상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세 가지 실험 결과는 E2F-1 결합핵심부위가 

반복 염기형태로 들어간 아데노바이러스가 Ad-E2F-d19보

다 더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었다.  

하지만 E2F-1 프로모터가 반복 염기로 존재하는 아데

노바이러스의 효과가 모든 암 세포주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

다. SK-OV-3, Huh-7, C33A의 암 세포주에서는 반복 염

기가 있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반복 염기가 존재하지 않는 아

데노바이러스보다 좋은 암세포 살상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U-87 MG와 U343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관찰되었

다. 또한 E2F-1 이외의 다른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핵심부위의 반복 염기 조합 결과는 향상된 살상 능력 효

과를 보이지 않았었다. 세포주 마다 보이는 차이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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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른 미미한 전사효과 결과에 대해 추측

되는 원인으로서는 세포주마다 발현되는 전사인자의 발현 정

도, 전사인자의 유전자 상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한 위치

에 의해서 전사인자의 구조적 변이에 의한 발현 정도가 차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E2F와 같은 전사인자는 커다

란 전사인자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E2F-1에서 부터 

현재 E2F-7까지 알려져 있으며 각각의 전사인자가 조금씩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다. 특히 E2F-1부터 E2F-3α까지

는 전사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면 

E2F-3β부터 E2F-7까지는 전사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전사인자의 발현 차이가 전사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E2F 전사인자는 동

일한 결합핵심부위에 결합하여 전사 진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E2F 패밀리 내에서 서로 다른 E2F 전사인자들의 

상호작용과 결합핵심부위에 대한 서로 다른 결합력 차이가 

전사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31-36. 

본 실험에서 두 번째로, 저산소 조건에서의 전사 조절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는 HIF2-α를 이용한 프로모터 개발

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저산소 조건에서 

GFP를 발현하는 플라스미드와 바이러스를 각각 제작하여 

새로이 개발된 프로모터의 전사효과를 HIF가 결합할 수 없

는 E2F 프로모터와 비교하였다. E2F-1 프로모터에 

HRE30tr의 도입은 대부분의 암세포에서 증가된 GFP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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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었고, 특히 HRE30tr/E2F 프로모터가 가장 좋은 GFP 

발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실험과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실험, 두 가지 모두에서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실험에서 보

듯이37, 뛰어난 전사효과를 보여준 HRE30tr/E2F 프로모터를 

E2F-1 프로모터가 반복 염기로 존재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준다면, 종양 내 환경 선택적이면서 저산소 조건을 극복

하는 강력한 세포 살상능을 지닌 종양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프로모터 실험에서 HRE30tr/E2F 프로모터가 

제일 좋은 GFP 발현을 보여준반면, ELK1 전사인자가 

HIF1-α가 아닌 HIF2-α 전사인자의 전사 진행을 도와준

다는 보고1를 이용한 ELK1tr/ HRE30tr/E2F 프로모터는 

HRE30tr/E2F보다 비슷하거나 최대 0.8배 낮은 효율을 보였

다. 이는 암 세포주에서 HIF2-α의 발현이 HIF1-α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HIF2-α가 cancer initiating cell을 촉진한다는 결과38,39가 

있었고, 암조직 내에서 cancer initiating cell의 수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HIF2-α의 발현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뒷

받침한다. 한편, HIF2-α가 많이 발현하더라도 HIF1-α이 

HRE 프로모터에 더 우세하게 결합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HIF1-α와 HIF2-α의 HRE 프로모터에 결합하

는 경쟁관계를 연구한 보고가 전무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는 필요할 것이다. 반면, HRE30tr/HRE30tr이 삽입된 프로모

터는 오히려 HRE30tr보다 전사효과가 낮았는데, 이는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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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가 결합하는 부위가 너무 많아서 전사인자끼리 영향을 

끼치는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비슷한 경향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40. 세포의 밀도가 증가하면 

ETS1 전사인자의 발현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종양

도 급격한 세포증식으로 인한 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41. ELK1 프로모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암세포주 

밀도를 달리한 실험에서는 ETS1 전사인자에 의한 GFP 발

현 차이가 최대 0.3배 차이정도로써,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

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세포주 밀도 증가에 따른 

HIF1-α 혹은 HIF2-α 전사인자의 발현이 증가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관찰하였었다. 이는 이전에 보고된 내용과 동일

하지만41, 암세포에서 동일한 현상이 보고된 적은 현재까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최근에 개발된 몇몇 종양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들이 임

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암 치료제로서 E1B55 kDa 단백질이 제거된 종양살상 아데

노바이러스 제품이 시판되었다42. 또한 본 연구실에서도 암 

선택적인 재조합된 TERT promtoer에 의해 세포 살상이 조

절되는 종양 선택적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여 고형암 환자

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43. 또한 TERT 

프로모터 뿐만이 아니라 여러 프로모터를 재조합시켜서 암세

포 특이적으로 살상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19,20,44,45. 이 연구에서 제시된 2 가지의 프로모터를 조합하면 

종양 선택적이면서 저산소 조건을 극복하는 우수한 세포 살

상능을 지닌 종양 살상 아데노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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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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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조합된 E2F-1 프로모터에 의해 바이

러스의 복제가 조절되는 암세포 특이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를 제작하였고, in vitro 실험을 통해 암세포 특이적인 세포 

살상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종양 내 저산소 환경

을 극복하는 프로모터를 개발하기 위해 재조합된 HRE를 이

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그 효과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E2F-1 프로모터를 이용한 아데노바이러스가 더 한단계 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데노바

이러스가 기존의 항암치료법과 함께 암 치료에 이용된다면, 

치료 효과면에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안전성 면에서도 현재 이용되는 적용량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기존의 약물 치료에 의한 부작

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1. Bindra RS, Gibson SL, Meng A, Westermark U, 
Jasin M, Pierce AJ, et al. Hypoxia-Induced Down-
regulation of BRCA1 Expression by E2Fs. Cancer 
Research 2005;65:11597-604. 
2. Paillard F. Cancer gene therapy annual conference 
1997: trends and news. Human Gene Therapy 
1998;9:283-6. 
3. Runnebaum IB. Basics of cancer gene therapy. 
Anticancer Res 1997;17:2887-90. 
4. Verma IM, Somia N. Gene therapy - promises, 
problems and prospects. Nature 1997;389:239-42. 
5. Jolly D. Viral vector systems for gene therapy. 
Cancer Gene Ther 1994;1:51-64. 
6. Veha-Koskela MJV, Heikkill JE, Hinkkanen AE. 
Oncolytic viruses in cancer therapy. Cancer Letters 
2007;254:178-216. 
7. Ren B, Cam H, Takahashi Y, Volkert T. E2F 
integrates cell cycle progression with DNA repair, 
replication, and G2/M checkpoints. Genes & development 
2002. 
8. Polager S, Kalma Y, Berkovich E, Ginsberg D. 
E2Fs up-regulate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DNA 
replication, DNA repair and mitosis. Oncogene 
2002;21:437-46. 
9. Stanelle J, Stiewe T, Theseling C, Peter M. Gene 
expression changes in response to E2F1 activation. 
Nucleic Acids Research 2002. 
10. Chen D, Livne-bar I, Vanderluit JL, Slack RS, 
Agochiya M, Bremner R. Cell specific effects of RB or 
RB/p107 loss on retinal development implicate an 
intrinsically death resistant cell of origin in 
retinoblastoma. Cancer Cell 2004;5:539-51. 
11. Morris EJ, Dyson NJ. Retinoblastoma protein 
partners. Adv Cancer Res 2001;82:1-54. 



! "!'-!"!

12. Neuman E, Flemington E, Sellers W. 
Transcription of the E2F-1 gene is rendered cell cycle 
dependent by E2F DNA-binding sites within its 
promote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1994. 
13. Araki K, Nakajima Y, Eto K, Ikeda M-A. Distinct 
recruitment of E2F family members to specific E2F-
binding sites mediates activation and repression of the 
E2F1 promoter. Oncogene 2003;22:7632-41. 
14. Neuman E, Flemington EK, Sellers WR, Kaelin 
WG. Transcription of the E2F-1 gene is rendered cell 
cycle dependent by E2F DNA-binding sites within its 
promote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1995;15:4660. 
15. Spencer CA, Groudine M. Control of c-myc 
regulation in normal and neoplastic cells. Adv Cancer 
Res 1991;56:1-48. 
16. Shi Q, Le X, Abbruzzese JL, Peng Z, Qian CN, 
Tang H, et al. Constitutive Sp1 activity is essential for 
differential constitutive expression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 human pancreatic 
adenocarcinoma. Cancer Research 2001;61:4143-54. 
17. Kyo S, Takakura M, Taira T, Kanaya T, Itoh H. 
Sp1 cooperates with c-Myc to activate transcription of 
the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gene 
(hTERT). Nucleic Acids Research 2000. 
18. Truscott M, Harada R, Vadnais C, Robert F, 
Nepveu A. p110 CUX1 Cooperates with E2F 
Transcription Factors in the Transcriptional Activation 
of Cell Cycle-Regulated Genes.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2008;28:3127-38. 
19. Post DE, Devi NS, Li Z, Brat DJ, Kaur B, 
Nicholson A, et al. Cancer therapy with a replicating 
oncolytic adenovirus targeting the hypoxic 
microenvironment of tumors. Clin Cancer Res 
2004;10:8603-12. 
20. Post DE, Van Meir EG. A novel hypoxia-inducible 
factor (HIF) activated oncolytic adenovirus for cancer 
therapy. Oncogene 2003;22:2065-72. 



! "!(.!"!

21. Brahimi-Horn C, Pouyssegur J. The role of the 
hypoxia-inducible factor in tumor metabolism growth 
and invasion. Bull Cancer 2006;93:E73-80. 
22. Harris AL. Hypoxia-a key regulatory factor in 
tumour growth. Nature Reviews Cancer 2002;2:38-47. 
23. Post DE, Van Meir EG. A novel hypoxia-inducible 
factor (HIF) activated oncolytic adenovirus for cancer 
therapy. Oncogene 2003;22:2065-72. 
24. Goda N, Dozier SJ, Johnson RS. HIF-1 in cell 
cycle regulation, apoptosis, and tumor progression. 
Antioxid Redox Signal 2003;5:467-73. 
25. Verstrepen KJ, Jansen A, Lewitter F, Fink GR. 
Intragenic tandem repeats generate functional variability. 
Nat Genet 2005;37:986-90. 
26. Fondon JW, Garner HR. Molecular origins of rapid 
and continuous morphological evolution. Proc Natl Acad 
Sci USA 2004;101:18058-63. 
27. Vinces MD, Legendre M, Caldara M, Hagihara M, 
Verstrepen KJ. Unstable tandem repeats in promoters 
confer transcriptional evolvability. Science 
2009;324:1213-6. 
28. Frank B, Hemminki K, Wappenschmidt B, Klaes R, 
Meindl A, Schmutzler RK, et al.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s polymorphism in the SMYD3 promoter 
region and the risk of familial breast cancer. Int. J. 
Cancer 2006;118:2917-8. 
29. Tsukuda K, Wiewrodt R, Molnar-Kimber K. An 
E2F-responsive Replication-selective Adenovirus 
Targeted to the Defective Cell Cycle in Cancer Cells: 
Potent Antitumoral Efficacy but No Toxicity to Normal 
Cell. Cancer Research 2002. 
30. Majem M, Cascallo M, Bayo-Puxan N, Mesia R, 
Germa JR, Alemany R. Control of E1A under an E2F-1 
promoter insulated with the myotonic dystrophy locus 
insulator reduces the toxicity of oncolytic adenovirus 
Ad-Δ24RGD. Cancer Gene Ther 2006;13:696-705. 



! "!(%!"!

31. Chen H-Z, Tsai S-Y, Leone G. Emerging roles of 
E2Fs in cancer: an exit from cell cycle control. Nature 
Reviews Cancer 2009;9:785-97. 
32. Cam H, Dynlacht B. Emerging roles for E2F: 
beyond the G1/S transition and DNA replication. Cancer 
Cell 2003. 
33. Stanelle J, Putzer B. E2F1-induced apoptosis: 
turning killers into therapeutics. Trends in Molecular 
Medicine 2006;12:177-85. 
34. Kitagawa M, Aonuma M, Lee SH, Fukutake S, 
McCormick F. E2F-1 transcriptional activity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Mdm2 antagonist-induced apoptosis in 
human tumor cell lines. Oncogene 2008;27:5303-14. 
35. Van Den Heuvel S, Dyson NJ. Conserved 
functions of the pRB and E2F families. Nat Rev Mol Cell 
Biol 2008;9:713-24. 
36. Burkhart DL, Sage J. Cellular mechanisms of 
tumour suppression by the retinoblastoma gene. Nature 
Reviews Cancer 2008;8:671-82. 
37. Li Y. Dual Promoter-Controlled Oncolytic 
Adenovirus CG5757 Has Strong Tumor Selectivity and 
Significant Antitumor Efficacy in Preclinical Models. 
Clinical Cancer Research 2005;11:8845-55. 
38. Heddleston JM, Li Z, Lathia JD, Bao S, Hjelmeland 
AB, Rich JN. Hypoxia inducible factors in cancer stem 
cells. Br J Cancer 2010:1-7. 
39. Li Z, Bao S, Wu Q, Wang H, Eyler C, 
Sathornsumetee S, et al. Hypoxia-Inducible Factors 
Regulate Tumorigenic Capacity of Glioma Stem Cells. 
Cancer Cell 2009;15:501-13. 
40. Tsuge M, Hamamoto R, Silva FP, Ohnishi Y, 
Chayama K, Kamatani N, et al. A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s polymorphism in an E2F-1 binding 
element in the 5′ flanking region of SMYD3 is a risk 
factor for human cancers. Nat Genet 2005;37:1104-7. 
41. Salnikow K, Aprelikova O, Ivanov S, Tackett S, 
Kaczmarek M, Karaczyn A, et al. Regulation of hypoxia-



! "!(&!"!

inducible genes by ETS1 transcription factor. 
Carcinogenesis 2008;29:1493-9. 
42. Bischoff J, Kirn D, Williams A, Heise C, Horn S. 
An Adenovirus Mutant That Replicates Selectively in 
p53-Deficient Human Tumor Cells. Science 1996. 
43. Kim E, Kim J, Shin H, Lee H, Yang J. Ad-
mTERT-delta19, a Conditional Replication-Competent 
Adenovirus Driven by the Human Telomerase Promoter, 
Selectively Replicates in and Elicits Cytopathic Effect in 
a Cancer Cell-Specific Manner. Human Gene Therapy 
2003. 
44. Dougherty CJ, Smith GW, Dorey CK, Prentice HM, 
Webster KA, Blanks JC. Robust hypoxia-selective 
regulation of a retinal pigment epithelium-specific 
adeno-associated virus vector. Mol Vis 2008;14:471-
80. 
45. Hernandez-Alcoceba R, Pihalja M, Qian D, Clarke 
M. New Oncolytic Adenoviruses with Hypoxia-and 
Estrogen Receptor-Regulated Replication. Human Gene 
Therapy 2002. 
 



! "!('!"!

Abstract 

Antitumor efficacy of modified E2F-1 depend 

oncolytic adenovirus and potency of modified 

HRE enhancer under hypoxia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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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vival rate of cancer patients in South 

Korea was 57.1% between 2003 and 2007, and it is 

about 10-20% lower than other countries’. For the 

reason,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new cancer 

therapeutic treatment rather than contemporary 

method has been increased. The recent development 

of oncolytic adenoviruses (Ads) showed better 

efficacy over non-replicating Ads, and many cancer 

researches have been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oncolytic Ads. We have previously shown that E1B19 

kDa-deleted oncolytic Ad exhibits  strong cell killing 

effect but lacks tumour selectivity. 

To achieve cancer specific cytotoxicit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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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ed modified promoters of E2F-1, which is 

known as an overexpressed transcription factor in 

many cancer cells, into E1B19 kDa-deleted oncolytic 

Ads. Among the modified E2F-1 promoters in this 

study, E2Ftr, which is consisted of 6 copies tandem 

repeats of E2F-1 binding site, containing promoters 

showed better cancer cell killing effects compare to 

non-E2Ftr containing promoters (Ad-E2F-d19). The 

same tendency was observed by not only cytopathic 

effect assays but also MTT assays. Also, viral 

productivity assays confirmed that the selective 

cancer cell killing effects had been driven by higher 

replication of oncolytic Ads with E2Ftr containing 

modified promoters. 

However, lower transcription efficiency of E2F-1 

promoter under hypoxia had been reported previously. 

To overcome and enhance the lower transcription 

efficiency of E2F-1 promoter in hypoxic condition, 

we modified hypoxia response element (HRE) 

promoter by increasing number of HIF binding site. 

HRE30tr containing plasmid, 

pdE1sp1A/HRE30tr/E2F/GFP, showed the highest 

transcription efficiency, and non-replicating Ad 

derived from pdE1sp1A/HRE30tr/E2F/GFP, also, 

showed the same result of plasmid GFP assa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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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Ad-E2Ftr/E2F-d19, Ad-

MYCtr/SP1tr/E2Ftr/E2F-d19, Ad-

NFYtr/ATFtr/E2Ftr/E2F-d19, Ad-CUXtr/E2Ftr/E2F-

d19 oncolytic Ads, which had showed higher 

transcription proficiency, would show the promising 

result in cancer treatment if those are combined with 

modified HRE30tr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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