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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긴장하면서 면접을 봤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면접을 

보고 난 후 정말 여기서 대학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며, 

합격할지 걱정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석사 

과정을 마무리 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것이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 시점에 과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생각을 하니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은 데 이렇게 석사 학위를 받는 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잘 적용해서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채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와 연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과의 보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discussion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가졌었다면 이때까지 배웠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알려 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알찬 실험실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에 전념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험실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실험실 밖에서의 

생활에서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던 선생님.. 

그 때 보냈던 하루하루가 정말 저에겐 소중한 추억입니다. 

항상 선생님께 배웠던 것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기면서 

선생님 앞에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미래의 어느 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부족한 저희 학위논문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면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꼼꼼하게 자문해 

주셨던 허만욱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모자란 태도에 

있어서는 따끔한 충고를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따뜻한 

조언도 아낌 없이 해주셨던 교수님.. 잊지 않겠습니다. 대학원 

면역학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뵈었던 최인홍 교수님..부족한 

저를 항상 따뜻하게 자문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번거롭게 해드린 저에게 끝까지 학위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노팀에서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는 동안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연구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일들을 이야기 해주시면서 조언도 해주셨던 

강은아 선생님, 인도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는 카살라 선생님..음식에서부터 

문화까지 적응하느라 힘드실 텐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실험실 

생활하시는 모습이 항상 배울 점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쓰면서 실험실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니 실험실 식구 분들이 제 곁에 없었다면 석사 



 

 

과정을 잘 마무리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가끔씩 

회식자리에 오실 때 마다 저의 실험실 생활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와서 물어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김인욱 선생님, 인터뷰 때부터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못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항상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실험실의 맏언니 셨던 지금은 한 회사의 과장 

자리에서 지휘를 하시는 언제나 든든한 민정언니, 처음에는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던 언니지만, “궁뎅이”라고 부르면서 

먼저 장난도 쳐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금방 가까워 지고, 

늦었지만 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이제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지만 가끔씩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안부를 묻는 

아름언니, 나에게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 다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실 때는 정말 무섭고 독하게, 

하지만 힘든 저의 모습을 보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 하시는, 그리고 많은 일이 쌓여 

있어도 먼저 저의 실험을 도와 주시고 discussion 해주셨던, 

평생 보자고 약속하셨던 말씀 꼭 잊지 말아달라고 전하고 

싶은 나의 사수 오빠이신 일규 오빠, 빈자리가 더 많이 

느껴지는 요즘..처음 실험실에 왔을 때부터 일본에 가시기 

전까지 항상 실험실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오셔서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셨고, 후배로서 

해드린 것이 없지만 항상 이뻐라 해주셨던, 일본에 가서도 



 

 

연락 먼저 해주시고 저를 항상 걱정해 주시는 친 오빠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한 지훈 오빠, 요즘 들어 이것 저것 

물어보면서 귀찮게 하지만 열정적으로 하나하나 알려 주시고 

실험에 있어서 항상 속전속결 실수 없이 결과를 뽑아내시는, 

언니를 생각하면 speed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이제 박사 

과정을 마무리 하시고 사회 생활을 준비하시는 항상 밝고 

당당한 정선언니, 저에게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많이 했던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든 오빠이지만, 실험을 하실 때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골똘하게 하시고, 실험에 들어가면 

한번에 결과를 뽑으시는, 일상생활에서는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실험실의 기자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정우 오빠, 

너무 늦게 가까워지고, 너무 늦게 편안해 지고, 너무 늦게 

마음을 알게 되어서 아쉬움이 큰, 잘 한 것 없는 저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짧지만 힘이 나는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한국을 떠나시는 

오준오빠, 지금은 한 아이의 아빠로 병원에서는 교수로 멋있게 

살아가시는, 중국에 가서도 먼저 소식을 전해 주시고, 답 

메일도 바로바로 해주시는, 중국에 언제 한번 놀러 오라며, 

항상 저의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던 고마운 

송남오빠, 저를 “볼매”라고 너무 잘 봐주시고 실험에 있어서도 

실험실 생활에 있어서도 저에게 항상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던, 지금은 오준오빠와 미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시는 

지성언니, 저와 같이 제주도에서 태어나셨지만 저와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신, 실험실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실험실 들어올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지금은 

미국에서 힘겨운 실험실 생활을 하시는,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혜원 언니, 구수하게 사투리를 하시고, 

무뚝뚝한 것 같지만 장난치시면서 서툴게라도 잘 챙겨 주셨고, 

처음 실험실에 들어와서 오빠의 시크릿 산타로 준비한 선물을 

한 목도리를 정말 잘 하고 다니셔서 고마웠던, 지금은 유학 

준비로 바쁘신 태진오빠, 표현에 있어서는 강하게 하시지만 

정말 여린 마음을 가진 천상 여자로, 지금은 실험실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까지 책임지시고 척척 해내시는, 실험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쫄쫄쫄 따라 다니면서 귀찮게 해드렸던 

저와 자매 같은 연이 언니, 같이 석사 과정을 시작한 

동기이지만, 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움만 받고 도와 

드리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저는 힘들 

때 언니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언니는 언제나 저에게 

밝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발랄한 성경언니, 실험실 

식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시고 상담도 잘 해주시는데, 정작 

언니가 힘들 땐 기댈 곳이 없어서 힘들어 보이시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나에게 언제나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싶은 

유진언니,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7년 동안 알고 

지냈고, 실험실에서는 먼저 들어와서 많이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항상 고민만 들어주고, 실질적이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저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옆에서 고민도 들어 주고 저를 걱정해 주는 초희언니,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언주씨”라고 부르면서 말 놓는 것도 

어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며, 

장난도 치면서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부족한 나를 

너무나 과대 평가해서 고맙고, 일규 오빠의 싱크로율 

100%여서 깜짝 깜짝 나를 놀라게 하는 효민오빠, 실험실에 

오자마자 많은 실험을 소화 해야 해서 힘들어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배워서 해결해 나가고, 제가 번거롭게 

물어보더라도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면서 까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해단언니, 우리 실험실에 평균 신장을 높여준, 

점심, 저녁 시간을 잊지 않고 알려 주고,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동생이 생기게 해준, 어리지 않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어리고 여린 수정이, 이제 들어 온지 별로 안돼서 적응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언제나 보면 인사를 너무 깍듯하게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힘이 들 땐 “파이팅”을 외치면서 

힘이 나게 해주는, 나를 좋아해 줘서 너무나 고마운 종현이, 

우리가 실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일을 맡아서 해결해 

주고, 대학원 수업도 들으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면서도, 싫은 내색 없이 해줘서 너무나 고마운 

세영이,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추억을 저에게 만들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언젠가 실험실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실 때 쯤이면, 원하는 모든 목표를 

이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 훗날 선생님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 1년에 설날과 추석에 두 번 집에 

내려가면 잊지 않고 연락해 줘서 동창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오랜만에 만나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까지 12년 동안,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잊지 않고 연락해 주는 

지금은 병원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서 안타까운 혜진이, 

대학교 때 유일하게 들었던 소모임인, 활동은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모임도 자주 가지 못했지만,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연락을 해주는 감사한 ST 식구들, 대학교 

06학번 새내기 이후로 4년 동안 같이 모여 다녔던 세원오빠, 

초희언니, 민정언니, 상은이, 은조, 지영이.. 많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다니려고 혼자 올라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사촌오빠와 사촌언니가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오빠 언니안테 의지 하면서 정말 

편하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상민오빠, 현경언니..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옆에 계시지 않았지만, 전화 한 통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께 감사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한 것 없는 딸이지만, 항상 잘한다고, 

이때까지 해 온 만큼 하나하나 해나가면 된다고, 저를 끝까지 

믿어 주셨던 부모님..항상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멋진 남동생 병관이..동생이지만 든든한 오빠처럼 아플 때나 

힘들 때 의지 할 수 있게 해줬고, 남자 친구처럼 잊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넓은 곳에서 배구 선수로써 운동을 시작할, 그래서 부상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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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Interleukin-12와 Decorin 동시 발현  

종양세포 살상 아데노바이러스가  

Regulatory T 세포의 면역억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항암 면역 치료법은 방사선 요법, 약물 요법과는 달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나 암은 종양내 면역 억제 환경을 조성하여 활성화된 

항종양 면역반응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종양의 면역 억제 

환경을 차단하고 종양의 면역원성을 부여함으로써 면역 감시 

체계에 암 세포를 노출시켜 항종양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암 면역 치료법의 하나로 면역 증진 사이토카인 유전자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Interleukin(IL)-12는 우수한 항암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종양세포 특이적으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E1 region에 IL-12 cDNA를 도입하고, 

종양내 면역억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E3 region에 Decorin 

cDNA을 도입하여 이들의 발현이 가능한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RdB/IL12/hDCN을 개발하였다. 

BALB/c 생쥐의 4T1 유방암 모델에서 항종양 효과를 

분석하여 RdB/IL12 또는 RdB/IL12/hDCN을 투여한 생쥐에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IL-12만 

단독으로 발현하는 RdB/IL12에 비해 IL-12와 Decorin을 동시에 

발현하는 RdB/IL12/hDCN을 투여한 경우 더욱 향상된 항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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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RdB/IL12/hDCN에 의한 향상된 치료효과는 

면역기능 억제를 유도하는 사이토카인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의 감소된 발현과 림프절 세포에서 Regulatory 

T (Treg) 세포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종양조직 

내 면역억제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항종양 면역반응을 수행하는 

CD4+와 CD8+ T 세포군이 RdB/IL12/hDCN에 의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nterferon(IFN)-γ enzyme-linked immune 

spot (ELISpot)을 시행하여, IFN-γ를 분비하는 세포군집도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RdB/IL12/hDCN을 투여한 

생쥐의 종양조직 내에서 Type-1 면역반응이 유도됨을 T helper 

1(Th1)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RdB/IL12/hDCN은 종양 선택적 아데노바이러스인 RdB에 의해 

유도되는 종양세포 특이 항종양 효과와 IL-12와 Decorin의 

종양세포 특이적 발현에 따른 면역억제 환경을 극복함과 동시에 

항종양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더 강력한 종양 세포 특이적 항종양 

효과를 보여주었다. 항암 면역치료의 한계인 면역억제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국소 암의 치료, 암의 재발 억제, 전이암의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되는 말: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IL-12, 

Decorin, TGF-β, 면역 억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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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ukin-12와 Decorin 동시 발현  

종양세포 살상 아데노바이러스가  

Regulatory T 세포의 면역억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 만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오 언 주 

 

 

Ⅰ. 서론 

 

암은 정상 세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비정상적인 세포주기가 

유도되어 무한 증식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며 혈관과 림프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질환이다. 암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요법, 방사선 요법, 약물 요법 등이 있으며 병용 요법도 시행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된 상태에

서 발견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법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법과 

면역 치료법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을 항암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항암 면역 치료법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암을 치

료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써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인식하여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기능(memory function)을 통해 암의 전

이 그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이러한 항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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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치료법의 하나로 면역 증진 사이토카인 유전자 치료법이 연구

되고 있다. 현재까지 항종양 효과가 보고된 면역 증진 사이토카인 

유전자들로는 Interleukin(IL)-24-5, IL-46-7, IL-78, IL-129, 

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GM-CSF)10, 

Interferon(IFN)-γ11 등이 있으며, 특히 IL-12는 우수한 항암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IL-12는 T helper 1(Th1) 세포 분화와 

Natural killer (NK) 세포, Lymphokine-activated killer (LAK) 세포

의 활성을 증강시킨다. 그리고 IL-2와 함께 allogenic response의 

유도 및 Th1 매개 면역반응 증가, CD8+ T 세포의 분화 등에 관여한

다. 또한, IL-12는 Cytotoxic T lymphocyte (CTL) 및 NK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IFN-γ의 분비를 촉진시켜 활성을 강화하고 세포 용

해 능력(lysis activity)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Th1 response도 증

진시킴으로써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8.  

 

하지만, 암세포들은 여러가지 전략을 통해 면역 체계를 교묘히 

피해가며 면역 체계가 활성화 되었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종양조직 내에 침윤된 

Regulatory T 세포 (Treg)에 의해 유도되는 면역 기능 억제가 있다. 

대부분의 암세포는 면역 기능 억제를 유도하는 인자를 분비하고 있

다. 특히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는 Treg의 분화

와 증식을 유도하고,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Treg의 면역억제 기능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흉선에서 분화된 natural Treg이 종

양조직 내로 침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naive CD4+ T 세포가 

Treg으로 분화되는데 중요한 인자인 Forkhead box P3 (Foxp3)을 

발현케 함으로써 분화를 유도시킨다. 또한 TGF-β에 영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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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 세포에 의해 Treg의 증식이 촉진되며, TGF-β에 의해 활성

화된 Treg은 효과 T 세포(effector T cell)의 기능을 억제시키고, 항

원전달세포(antigen-presenting cells, APC)의 주조직 적합 복합체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olecules, MHC)와 IL-12의 발

현을 저해함으로써 강력하게 항종양 면역반응을 억제한다. 따라서 

Treg의 면역억제 기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TGF-β을 억제하는 것

은 Treg을 통해 유도되는 면역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현저하게 증가된 항종양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질적으로 면역억제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Treg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19-21. Treg이 면역억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수용체로 cytotoxic 

T-lymphocyte-associated antigen 4와 Treg의 생존과 증식에 필

수적인 CD25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는 전임상 실험뿐만 아니라 임

상 시험 수준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신 항체 투여 

시 종양조직 내 과다하게 침윤된 Treg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종양조직 내 Treg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양

으로 전신 투여 시 독성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게다가 CD25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였을 때 Treg 뿐만 아니라 

CD25를 발현하는 효과 세포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항종양 면역치료

의 효과가 오히려 감소되는 단점까지 제시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으

로 면역억제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종양 특이적으로 TGF-β 기능의 

억제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Treg의 기능 또한 억제시킬 수 있는 새

로운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22-25.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 특이적으로 Decorin과 IL-12를 동시에 

발현시켜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기존의 항종양 면역치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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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Decorin은 Small leucin-rich 

proteoglycan(SLRP) 부류에 속하는 단백질로서 10-12개의 leucin 

rich repeat로 구성되어 있으며, TGF-β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용은 활성화된 TGF-β와 결합함으로

써 TGF-β와 TGF-β receptor간 상호작용을 억제하며, TGF-β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내 신호 전달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Decorin은 TGF-β의 기능을 저해시킴으로써 종양조직 내 Treg의 

분화, 증식, 기능을 억제시키며, 면역억제 기능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26-30. 

 

한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 유전자 치료법이 실질적

으로 임상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정상 세포에는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특이성과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의 개발이 필수이다. 하지만 복제

에 필수적인 E1A 유전자가 소실된 1세대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

스는 감염된 세포들과 주변에서 제한적인 항종양 효과를 보여 임상

적인 응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

는 E1B55 kDa 유전자가 완전히 결손되어, p53 종양 억제 단백질이 

불활성화된 암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YKL-1(Ad-ΔE1B55)을 개발하여 암세포 특이

적 증식 및 살상 효과를 보고하였다31.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일차 

감염세포에서 치료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증식된 바이러스가 주

변의 종양세포들을 이차적으로 감염시켜 연쇄적인 감염이 이루어 

지면서 현격히 증가된 살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YKL-1 

아데노바이러스는 야생형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상

능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항종양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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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L-1 아데노바이러스의 낮은 세포 살상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E1B 19 kDa 유전자 부위를 결손시켜 세포 살상능을 

증대시키고, E1A 유전자의 CR1 부위 45번째 아미노산인 Glu(E)을 

Gly(G)로, CR2부위의 7개 아미노산(DLTCHEA)을 Gly(G)으로 치환

시킴으로써 종양세포 특이적 살상능을 개선시킨 RdB 아데노바이러

스를 개발하여 우수한 생체외 및 생체내 항종양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32.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 특이적 증식

가능 RdB 아데노바이러스를 유전자 전달 매개체로 이용하며,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IL-12와 면역 기능 억제를 개선하기 위한 

Decorin을 동시에 과발현시켜 암세포에 대한 아데노바이러스의 살

상 효과의 개선 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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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주 및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들은 인체 뇌암 세포주(U343), 생쥐 유

방암 세포주(4T1), 아데노바이러스 초기 발현 유전자인 E1 부위가 

숙주 유전체내에 내재되어 있는 293 세포주이며, 이들 세포주들은 

ATCC (America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에서 구입

하였다. 4T1을 제외한 모든 세포주들은 10%의 우태아 혈청

(HyClone, Utah)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배양액으로 항생제 Penicillin/Streptomycin 

(HyClone)을 첨가하여 5% CO2의 존재 하에 37℃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4T1은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RPMI) 1640 

medium (HyClone)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2. 실험동물 

 

생체내 항종양 실험은 생후 6-8주 체중 20 g 내외의 BALB/c 

생쥐를 Orientbio (Orientbio Inc, Seongnam, Korea)에서 구입하여 

시행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온도는 22±2℃, 습도는 55-60%로 유

지시켰으며, 명암 순환이 12 시간 단위로 조절되게 하였고, 방사선 

조사로 멸균한 고형사료(중앙실험동물, Seoul, Korea)와 멸균된 급수

를 자유로이 섭취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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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생산 

 

복제 가능 RdB/hDCN과 RdB/IL12/hDCN을 제작하기 위해서 

RdB와 RdB/IL12 바이러스32 E3 부분에 각각 Decorin cDNA을 삽

입하였다. pSP72△E3/CMV-hDCN-pol을 XmnI으로 절단하고 SpeI

으로 절단한 RdB 또는 RdB/IL12을 대장균 BJ5183에 동시 형질 

전환시켜 유전자 상동 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을 하였

다. BJ5183에서 획득한 DNA는 다시 DH5α 대장균에 형질 전환시

켜 증폭시키고 이를 HindIII 제한효소로 처리하여 재조합된 아데노

바이러스 유전체들을 선별하였다. 확인된 DNA를 293 세포주에 형

질 전환하여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생산, 증식하였으며, limiting 

titration assay로 바이러스의 역가를 결정하고, CsCl gradient를 이

용하여 농축 및 분리하였다.  

 

4.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IL-12 발현량 분석 

 

RdB/IL12 또는 RdB/IL12/hDCN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에 따른 IL-12 발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수행하였다. U343(1 × 105개)를 

6-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날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RdB, 

RdB/IL12, RdB/hDCN, RdB/IL12/hDCN을 1, 3 multiplicity of 

infection (MOI)로 각각 감염시키고 48 시간 후 배지를 회수하여 

IL-12의 발현을 ELISA로 확인하였다. ELISA의 전 과정은 mouse 

IL-12 ELISA kit (eBioscience, San Diego, CA)의 설명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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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Decorin 단백질 발현 분석 

 

U343에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RdB, RdB/IL12, RdB/hDCN, 

RdB/IL12/hDCN(3 MOI)을 각각 감염시키고 48 시간 후 감염된 세

포를 회수하여 Decorin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다. 회수

한 세포를 lysis buffer (50 mM HEPES, 0.15 M NaCl, 0.5% NP-40, 

protease inhibitors: PMSF, TLCK, TPCK)로 용해시켜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를 시행하였다. 전기영동 후 gel에 있는 단백질들을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에 electrotransfer한 뒤 Decorin (R&D 

System, Minneapolis, MN)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인지하는 항체를 

일차항체로 결합시키고 Horse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된 

이차항체를 다시 결합시킨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을 이용해 membrane 상의 Decorin과 항체와의 결합여부를 조사하

고 Decorin의 발현양상을 확인하였다.   

 

6. Decorin을 발현하는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TGF-β 발현의 미치는 영향 분석 

 

Decorin을 발현하는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암세포에

서 분비되는 TGF-β 발현의 감소를 분석하기 위해, 6-well plate에 

4T1(1 × 105개)를 분주하고 24 시간 배양 후 재조합 아데노바이러

스 dE1/GFP30, dE1/GFP/hDCN30(50, 100, 200 MOI)을 감염하였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48 시간 후 배지를 회수하고 Decorin의 발

현에 따른 TGF-β 발현의 감소를 ELISA를 통해 확인하였다. 

ELISA는 mouse TGF-β ELISA kit (R&D System)의 설명서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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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7. 생체내 항종양 효과 분석  

 

생후 7-8주 정도의 BALB/c 생쥐에 2 × 104개의 4T1을 50 

㎕ HBSS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Gibco BRL, Grand Island, 

NY)로 부유하여 복부 피하조직에 주사하였다. 종양의 크기가 약 

130-150 ㎣ 정도로 성장하였을 때 RdB, RdB/IL12, RdB/hDCN, 

RdB/IL12/hDCN을 2 × 108 plaque-forming unit (PFU)/20 ㎕ 용

량으로 2일 간격으로 한 번씩 3회 종양내로 주사하였다. 음성 대조 

군으로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을 종양내로 주사하였다. 

종양의 용적은 종양의 단축과 장축을 각각 측정하여 아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종양 용적(㎣) = 단축2 × 장축 × 0.523 

 

8. 생쥐 생체내의 비장 세포의 추출물 제조 

 

BALB/c 생쥐의 피하에 형성된 종양에 “생체내 항종양 효과 

분석”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뒤, 마지막 

주사 후 3-5일경에 생쥐를 경추 탈골 후 개복하여 비장을 무균적으

로 적출하고, 멸균된 슬라이드의 거친 부분을 이용하여 균질화하였

다. 균질화된 비장세포를 10% 우태아 혈청이 들어있는 RPMI 1640 

배지로 부유시킨 후 2500 rpm으로 7 분간 원심분리 한 뒤 상층액

을 제거하고, 적혈구 용혈액(ACK lysing buffer; 0.15 M NH4C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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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KHCO3, 0.1 mM Na2 EDTA, pH 7.2)을 넣어 상온에서 5 분간 

방치하여 적혈구를 제거하였다. 이 후 2,500 rpm으로 7 분간 원심

분리한 뒤 세포 침전물을 10% 우태아 혈청이 들어있는 RPMI 1640 

배지로 2회 세척하고 trypan blue (Gibco BRL)로 희석하여 세포 수

를 측정하였다.  

 

9. BALB/c 생쥐 종양조직에서 IL-12, Decorin, Th1 사이

토카인의 발현 분석 

 

BALB/c 생쥐의 피하에 형성된 종양내로 바이러스를 투여하고 

1일 또는 6일 뒤 종양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종양을 액체 질소에 

얼린 후 막자 사발로 분쇄하고 proteinase inhibitor cocktail 

(Sigma-Aldrich, St. Louis, MO)이 첨가된 PBS에 부유하였다. 종양

조직을 미세하게 분쇄하기 위하여 homogenizer (ART-MICCRA 

D-8, ART moderne Labortechnik, munchen, Germeny)로 균질화한 

후, 3,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만 취하여 IL-12, 

Decorin, Th1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ELISA, western blot, 

Th1/Th2/Th17 Cytometric Bead Assay (CBA) Kit (BD Bioscience, 

SanJose, CA)을 통해 측정하였다. IL-12의 ELISA와 Decorin의 

western blot은 “RdB/IL12, RdB/hDCN, RdB/IL12/hDCN 아데노바

이러스의 단백질 발현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Th1/Th2/Th17 CBA는 assay 튜브에 사이토카인을 인지하는 bead

를 잘 혼합하여 넣은 후 순차적으로 희석한 표준 사이토카인 단백

질과 취한 상층액을 넣었다. 이후 Th1/Th2/Th17 PE 감지 용액을 

넣은 뒤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빛을 차단시킨 후 반응시키고, 세척

액을 넣고 200 g에서 5 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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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ead를 세척액으로 부유하고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FACS) 분석을 수행하였다.  

 

10.  종양 특이적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Th1 사이토카인 

의 발현 분석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종양세포 특이적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Th1 사이토카인 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Th1/Th2/Th17 

CBA assay를 수행하였다. 생쥐 피하에 형성된 종양에 바이러스를 

투여한 뒤, 비장 세포를 추출하였다. 비장 세포와 50 Gy 감마선을 

조사한 종양세포를 3일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회수하여 CBA 

assay를 수행하였다.   

 

11.  IFN-γ의 Enzyme-linked immune spot (ELISpot) 분 

석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생쥐에서 종양세포 특이적 면역세포 

활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ELISpot assay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아

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생쥐의 비장 세포를 추출하였다. Assay 

plate는 anti-IFN-γ 항체로 24 시간 코팅하고, 다음 날 1.0 × 105, 

2.5 × 105개의 비장 세포를 plate에 분주하고 24 시간 반응시켰다. 

이 후 biotinylated anti-IFN-γ 항체를 넣고 2 시간 동안 반응시키

고 streptavidin-alkakine phosphatase 접합체를 넣고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기질로 3-amino-9-ethylcarbazol (AEC) 용액을 넣고 

반응을 지속시킨 다음, 각각의 IFN-γ을 분비하는 세포(적색)의 숫

자를 입체 현미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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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ALB/c 생쥐 종양조직에서 TGF-β 발현 감소 분 

석 

 

생쥐의 피하에 형성된 종양내로 바이러스를 투여하고 6일 뒤 

종양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종양에서 단백질을 얻는 방법은 상기의 

“BALB/c 생쥐 종양조직에서 IL-12, Decorin, Th1 사이토카인의 발

현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 후 종양조직에서 TGF-β 

발현량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ELISA를 수행하였다.  

 

13.  생쥐 림프절 CD4+CD25+Foxp3+ T 세포 군집 변화의  

유세포 분석  

 

생쥐의 림프절 세포를 적출하여 단세포 부유물로 만든 다음, 

PerCP-Cy5.5-conjugated rat anti-mouse CD4 단클론 항체

(eBioscience)와 PE-conjugated rat anti-mouse CD25 단클론 항체

(eBioscience)를 처리하여 4℃에서 20 분간 반응 시킨 후 세척액

(FACS buffer; 2% FBS, 0.02% sodium azide in PBS)으로 세척한다.   

이후 전사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Foxp3 Fixation/Permeabilization 

Concentrate and Diluent (eBioscience)을 이용하여 핵막을 

permealization 후, APC-conjugated rat anti-mouse Foxp3 단클론 

항체(eBioscience)를 처리하여 4℃에서 20 분간 반응 시킨다. 반응

이 끝나면 Foxp3 staining buffer (eBioscience)로 2번 세척하고 1% 

parafolmaldehyde로 고정시킨 뒤 유세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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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L-12와 Decorin을 발현하는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

스 투여에 따른 종양조직의 면역세포 군집 변화 분석 

 

BALB/c 생쥐의 피하에 형성된 종양에 “생체내 항종양 효과 

분석”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뒤, 마지막 

바이러스 주사 후 3일 후 종양을 적출하였다. 그리고 O.C.T. 

compound로 동결한 후 10 μm 두께로 절단하여 젤라틴이 코팅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부착하여 조직 면역 염색을 시행하였다. 비특

이적인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blocking solution (Dako, 

Cambridge, United Kingdom)을 상온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rat 

anti-mouse CD4 단클론 항체(BD PharMingen, San Diego, CA) 또

는 rat anti-mouse CD8 단 클론 항체(BD PharMingen)를 4℃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형광색소가 결합된 Alexa Fluor 

488 goat anti-rat 항체를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Fluorescence mounting medium (Dako)을 처리하여 커버 글라스를 

덮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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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IL-12와 Decorin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IL-12와 Decorin의 발현  

 

Decorin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제 불가능 

아데노바이러스 dE1/GFP와 dE1/GFP/hDCN을 사용하였다 (그림 

1A).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분석하고자, IL-12 cDNA가 RdB 

아데노바이러스 E1 부위에 삽입된 RdB/IL12, Decorin cDNA가 E3 

부위에 삽입된 RdB/hDCN, E1 부위에 IL-12, E3 부위에 Decorin이 

동시에 삽입된 아데노바이러스 RdB/IL12/hDCN을 제작하였다 

(그림 1B). 제작된 아데노바이러스들에 의한 IL-12 또는 Decorin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U343에 아데노바이러스(RdB, RdB/IL12, 

RdB/hDCN, RdB/IL12/hDCN)를 1, 3 MOI로 감염시키고, 48 시간 

후에 배지 및 세포를 회수하여 IL-12 ELISA와 Decorin western 

blot을 각각 수행하였다. IL-12의 발현은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역가가 증가함에 따라 용량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림 2A), Decorin의 발현은 RdB/hDCN, 

RdB/IL12/hDCN을 감염시킨 세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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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lication-incompetent adenovirus  

 

B  Replication-competent adenovirus 

 

 

그림 1.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the adenoviral vectors 

prepared. (A) Replication-incompetent adenovirus(Ad) expressing 

GFP or GFP plus Decorin. dE1 is E1 deleted. dE1/GFP or 

dE1/GFP/hDCN comprised of GFP or GFP and Decorin genes in E1 

or E3 region of dE1, respectively. (B) Replication-competent Ad 

expressing IL-12, Decorin, or IL-12 plus Decorin. RdB contains 

mutated E1A, but is E1B deleted.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comprised of the IL-12, Decorin, or IL-1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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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in genes in each E1 or E3 region of RdB, respectively. (★: 

mutation) 

 

A  IL-12    

 

B  Decorin   

 

 

그림 2. Analysis of IL-12 and Decorin expression secreted by 

U343 cells infected with Ads. (A) U343 cells were infected with 

RdB,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of 1 or 3 MOIs. 

The concentration of IL-12 was measured in the culture medi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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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hrs after infection. IL-12 level was increased linearly in a 

dose-dependent manner. (B) U343 cells were infected with RdB,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of 3 MOI. The 

concentration of Decorin was measured in the cell lysate at 48 hrs 

after infection.  

 

2. Decorin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TGF-β 발

현 감소  

 

Decorin은 종양내에서 면역 억제 환경을 유도하는 TGF-β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24-25, 30. 따라서, Decorin을 발현하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TGF-β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TGF-β 

ELISA을 수행하였다. TGF-β를 분비하는 4T1 세포에 Decorin을 

발현하는 복제 불가능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켜 TGF-β 양의 변

화를 ELISA을 통해 확인하였다. 4T1을 dE1/GFP 또는 

dE1/GFP/hDCN 아데노바이러스로 각각 50, 100, 200 MOI 각각 감

염시키고, 48 시간 후에 배지를 회수하여 ELISA을 수행하였다. 

dE1/GFP/hDCN 아데노바이러스로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의 양이 증

가함에 따라 TGF-β 양이 현저히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특히, 

dE1/GFP/hDCN 아데노바이러스의 역가가 200 MOI일 때 TGF-β 

양이 강력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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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own-regulation of TGF-β expression by Ad expressing 

Decorin. 4T1 cells were infected with dE1/GFP or dE1/GFP/hDCN 

at range of 50, 100, or 200 MOIs. The concentration of TGF-β 

was measured in the culture media at 48 hrs after infection by 

ELISA. 

 

3. IL-12와 Decorin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체내 

항종양 효과   

 

아데노바이러스 RdB/IL12, RdB/hDCN, 또는 RdB/IL12/hDCN

의 생체내 항종양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4T1 생쥐 유방암 

세포주를 BALB/c 생쥐의 피하에 주사한 후 형성된 종양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2 × 108 PFU/20 ㎕로 2일 간격으로 3회 종양내로 주

사하고 종양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PBS를 

투여한 생쥐의 경우에는 종양이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바이러스 

투여 후 16일경에는 종양의 크기가 1064.6 ± 71.3 ㎣로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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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8일 이후 생존한 생쥐는 없었다. RdB와 RdB/hDCN을 투여한 

생쥐의 경우 PBS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성장하여 바

이러스 투여 후 16일에는 RdB가 754.3 ± 59.7 ㎣, RdB/hDCN은 

668.8 ± 80.1 ㎣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RdB/IL12 실험군에서

는 바이러스 투여 후 16일에 531.7 ± 85.0 ㎣로서 RdB, RdB/hDCN

에 비해 종양의 성장이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RdB/IL12/hDCN을 투여한 생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투여 후 16일

에 종양의 크기가 233.1 ± 36.4 ㎣로서, RdB/IL12에 비해 종양의 

성장이 현저히 억제되어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  

 

 

 

그림 4. Anti-tumor growth effect of RdB/IL12, RdB/hDCN, and 

RdB/IL12/hDCN. BALB/c mice bearing tumor established by 

subcutaneous injection of 4T1 cells were treated 3 times with 

intratumoral injection of 2 × 108 PFU/20 ㎕ of Ads. Tumor 

growth was then monitored on a day interval until the en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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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4. 종양내 IL-12, Decorin, Th1 사이토카인의 발현   

     

바이러스가 투여된 종양조직 내에서의 IL-12, Decorin, 또는 

Th1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분석하고자, 바이러스가 투여된 

생쥐로부터 종양조직을 적출하여 미세하게 분쇄한 뒤 추출한 

시료에서 IL-12는 ELISA, Decorin은 western blot, Th1 사이토카인 

발현은 CBA kit를 이용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종양내 RdB/IL12 

또는 RdB/IL12/hDCN을 투여한 생쥐에서 각각 239 ± 0.012 pg/mg, 

238 ± 0.08 pg/mg IL-12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Decorin의 발현은 

RdB/hDCN, RdB/IL12/hDCN을 투여한 종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또한, 항종양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h1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IFN-γ와 TNF-α의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IFN-γ와 TNF-α 모두 RdB/IL12/hDCN을 투여한 

생쥐의 종양조직에서 각각 47.0 ± 0.768 pg/mg, 73.7 ± 2.016 

pg/m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어, PBS(5.59 ± 0.165, 27.85 ± 0.661 

pg/mg), RdB(7.93 ± 0.78, 14.32 ± 0.434 pg/mg), 또는 

RdB/hDCN(10.47 ± 0.343, 27.31 ± 0.487 pg/mg)을 투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RdB/IL12(36.48 ± 0.197, 29.61 ± 0.197 pg/mg)를 투여한 

경우에 비해서도 발현 정도가 확연히 높았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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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L-12 

 

B  Decorin  

 

 

그림 5. Increased local IL-12 and Decorin expression following 

transduction with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After 

injection of PBS, RdB,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into established 4T1 tumor in BALB/c mice, IL-12 and Decorin 

expression were measured in tumor homoge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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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FN-γ                   B  TNF-α 

 

 

그림 6. Elevated Th1 cytokines expression in tumor tissues 

treated with RdB/IL12/hDCN. Tumor tissues were obtained 6 days 

after final viral treatment. Th1/Th2/Th17 CBA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level of IFN-γ (A) and TNF-α (B) in tumor tissues. 

RdB/IL12/hDCN produced a higher level of Th1 cytokines than 

RdB/IL12 or RdB/hDCN. 

 

5. 종양 특이적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Th1 사이토카인 

발현 

 

Th1 사이토카인을 발현하는 T 림프구는 항종양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치료군에서 종양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분석하고자 Th1 사이토카인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바이러스를 투여한 생쥐에서 분리한 비장과 감마선을 

조사한 종양세포를 배양한 배지를 회수하여 CBA assa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IFN-γ의 발현량은 PBS(15.7 ± 0.9 pg/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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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245.78 ± 4 pg/mg), RdB/hDCN(175.1 pg/mg), RdB/IL12(351.5 

± 8.8 pg/mg)보다 RdB/IL12/hDCN(531.7 ± 5.2 pg/mg)에서 가장 

높게 발현되었다(그림 7A). TNF-α의 발현량 역시 RdB/IL12(55.9 ± 

3.11 pg/mg)보다 RdB/IL12/hDCN(78.0 ± 6.7 pg/mg)에서 높게 

발현되었다 (그림 7B).  

 

A  IFN-γ                 B  TNF-α 

 

 

그림 7. Increased Th1 cytokines in medium of the spleen cells 

co-culture with irradiated 4T1. Secretion of Th1 cytokines was 

measured in the medium at 72 hrs after co-culture with spleen 

cells and irradiated 4T1. Spleen cells were harvested from 

BALB/c mice bearing 4T1 tumor on 6 days after viral injection.  

 

6. 암세포 특이적 면역반응 활성화 

 

활성화된 antigen-specific T cell에서는 주로 IFN-γ가 

분비된다. 따라서 IFN-γ을 분비하는 종양 특이적 면역세포들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IFN-γ ELISpot assay을 수행하였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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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아데노바이러스를 투여한 생쥐의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1.0 

× 105, 2.5 × 105개를 anti-IFN-γ 항체로 코팅된 96-well plate에 

분주한 뒤 IFN-γ을 분비하는 세포들의 개수를 산출하였다. 

RdB/IL12/hDCN에서 PBS, RdB, 또는 RdB/hDCN에 비해 붉은색 

spot의 개수가 크게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RdB/IL12 

보다 RdB/IL12/hDCN에서 spot의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ELISpot analysis of T cells secreting IFN-γ. Secretion of 

IFN-γ was measured by harvesting spleen cells from BALB/c mice 

bearing 4T1 tumor on 6 days after final viral injection. ELISpot 

plate was precoated with anti-IFN-γ antibody and spot forming 

cells (SFC) were visualized using avidin-HRP enzyme and AEC 

substrate. RdB/IL12/hDCN induced the highest frequency of 

IFN-γ-secreting 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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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GF-β의 종양내 발현량 감소 

  

면역 억제 환경을 유도하여 항종양 면역반응의 활성을 

억제하는 인자로 알려진 TGF-β의 발현량이 종양조직 내에서 

감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아데노바이러스가 투여된 생쥐로부터 

종양조직을 적출하여 미세하게 분쇄한 뒤 TGF-β ELISA 분석을 

시행하였다. PBS(302.4 ± 7.9 pg/mg), RdB(325.7 ± 13.0 pg/mg)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TGF-β 발현이 높게 검출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RdB/IL12(247.3 ± 4.2 pg/mg), RdB/hDCN(255.7 ± 9.8 

pg/mg)에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RdB/IL12/hDCN(194.1 ± 1.4 pg/mg)에서 RdB/IL12 또는 

RdB/hDCN에 비해 TGF-β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 

그림 9. Decreased TGF-β expression in the mice tumor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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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with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Tumors 

were treated with PBS, RdB,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and harvested from mice at 6 days after final 

treatment.  

 

8. 생쥐 림프절 세포의 CD4+CD25+Foxp3+ T 세포 군집 

감소 

 

TGF-β에 의해 Treg의 분화와 증식 유도, Treg의 기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Decorin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 RdB/hDCN, RdB/IL12/hDCN에 의해 

TGF-β 발현 감소에 따라 Treg의 세포 군집 변화를 확인하고자 

림프절 세포에서 FACS을 수행하였다. PBS(21%), RdB(14%), 

RdB/IL12(13.6%)에 비해 Decorin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인 

RdB/hDCN(11.2%), RdB/IL12/hDCN(10%)에서 림프절 세포의 

Treg 세포 군집이 감소되었다 (그림 10). 이러한 결과는 TGF-β 

발현 억제를 통해 Treg의 세포 군집이 감소됨에 따라 면역 억제 

환경이 차단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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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D4+CD25+Foxp3+ T cell population in draining lymph 

nodes (DLNs). DLNs were collected from mice treated with PBS, 

RdB,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Proportion of 

CD4+CD25+Foxp3+ T cells in the DLNs from different groups of 

mice was measured by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analysis.   

 

9. IL-12와 Decorin을 발현하는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투여에 따른 종양조직의 면역세포 군집 변화 

 

     IL-12와 Decorin 발현에 따른 종양조직 내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종양내로 침윤한 림프구를 조사하였다. 종양조직 내 

침윤된 림프구의 세포군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CD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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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8+ T 림프구를 특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항체를 사용하여 

면역 형광 염색을 시행한 결과, RdB/IL12와 RdB/IL12/hDCN을 

투여한 종양조직 내에서 CD4+과 CD8+ T 림프구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RdB/IL12/hDCN에서 좀 더 증가된 T 림프구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A  CD4 

 

B  CD8 

 

 

그림 11. Infiltration of CD4+ (A) and CD8+ (B) T cells in tumors 

harvested from the mice treated with PBS, RdB, RdB/IL12, 

RdB/hDCN, or RdB/IL12/hDCN. Cryosections of tumor tissue were 

stained with stained with anti-CD4 or anti-CD8 monoclonal 

antibody. Original magnificatio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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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항암 면역 치료법은 면역원성이 현저하게 낮은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면역활성을 유도함으로써 면역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항암 면역 치료법의 하나로 

면역 증진 사이토카인 유전자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IL-12는 우수한 항암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IL-12는 세포 

매개 면역반응(cell-mediated immune response)을 유도하고 

향상시킴으로써 항암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암전이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IL-12는 신생혈관생성 억제할 수 있으며, 

IL-12 DNA를 종양내로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혈관생성 

억제효과를 보여준다33.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IL-12를 통한 암 면역 치료법은 종양내의 면역 억제 환경에 의해 

항종양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20. 현재까지 

종양내 면역 억제 환경은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TGF-β가 Treg의 

분화와 증식 유도, Treg의 기능 강화에 영향을 미쳐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종양내 면역 억제 환경을 차단하고 

암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을 증진 시키고자 TGF-β 기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으며22-23, 효과적인 

항암면역치료를 위해서는 TGF-β을 통한 종양내 면역 억제                                                                                                                                                                                                                                                                                                                                                                                                                                                                                                                                                                                                                                                                                                                                                                                                                                                                                                            

환경의 극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RdB E1 부위에 IL-12 cDNA, E3 부위에 Decorin 

cDNA을 삽입하여, Decorin 발현에 따른 종양내 TGF-β의 

발현량을 감소하여 면역 억제 환경을 극복하고, IL-12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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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항종양 효과가 유도될 수 있는지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RdB/IL12/hDCN에 의한 IL-12, 

Decorin의 과발현을 생체외에서 검증하였으며, RdB/IL12/hDCN에 

의한 Decorin의 과발현은 TGF-β의 현저한 발현 감소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reg의 면역억제 기능을 극복함으로써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유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5-36. 본 

연구에서도 항종양 면역치료의 한계점인 면역 억제 환경을 

Decorin에 의한 TGF-β 발현 감소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RdB/IL12, 

RdB/hDCN, RdB/IL12/hDCN 아데노바이러스들의 생체내 항종양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RdB/hDCN은 

RdB와 비슷한 크기로 종양이 성장한 반면, RdB/IL12는 RdB, 

RdB/hDCN에 비해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RdB/IL12에 비해 RdB/IL12/hDCN을 투여한 경우 종양의 

성장이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IL-12은 세포 용해 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12-18. 

하지만, RdB/IL12에 비해 RdB/IL12/hDCN에서 더욱 향상된 항종양 

효과가 유도된 결과는 Decorin 발현을 통해 면역억제가 개선된 

종양조직에서 IL-12의 좀 더 강력한 면역반응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또한, Decorin의 발현은 TGF-β의 발현을 현격히 

억제시키고 이는 결국 RdB/IL12/hDCN을 투여한 생쥐의 림프절 

세포에서 Treg의 군집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항종양 효과는 Type-1 면역반응에 의해 유도되며34,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RdB/IL12/hDCN을 투여한 생쥐에서 종양조직 

내 면역 억제 환경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Type-1 면역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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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Th1 사이토카인 발현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면역반응을 수행하는 면역세포인 CD4+ 또는 CD8+ 림프구가 

RdB/IL12/hDCN을 투여한 종양내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FN-γ ELISpot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RdB/IL12, 

RdB/hDCN 대조군들에 비해 IFN-γ를 분비하는 면역세포의 수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RdB/IL12/hDCN에 의해 

IL-12와 Decorin이 종양내부에서 동시 발현됨에 따라 종양내 

TGF-β의 발현이 억제 되고, Treg의 면역억제 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Type-1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CD4+ 또는 CD8+ 림프구의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이들로부터 

IFN-γ가 분비되어 면역반응이 월등하게 증가됨으로써 향상된 

항종양 효과가 유도됨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항암 면역 치료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RdB/IL12/hDCN은 아데노바이러스인 RdB에 의해 유도되는 항종양 

효과 뿐만 아니라, Decorin의 발현에 따른 면역 억제 환경을 

극복하고, IL-12의 발현에 의한 항종양 면역반응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는 항암 

면역치료의 주된 한계점인 면역 억제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국소적인 암의 치료는 물론 암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이암의 치료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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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Decorin 과발현에 의해 

TGF-β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면역 억제 환경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IL-12에 의한 종양 특이적 T 림프구 매개 세포살상에 

의한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작된 RdB/IL12/hDCN은 아데노바이러스인 RdB의 항종양 

효과뿐만 아니라, IL-12와 Decorin의 발현에 따른 면역 억제를 

개선하여 항종양 면역반응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향상된 항종양 

효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유전자-면역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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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cape from Treg-mediated immunosuppression through 

oncolytic adenovirus co-expressing  

interleukin-12 and Decorin 

 

Eonju Oh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an-Wook Hur) 

 

Interleukin (IL)-12 has shown to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and promising antitumor cytokines. The major 

antitumor activities of IL-12 rely on its ability to promote T 

helper type 1 (Th1) immune responses and CTL responses. 

However, the use of IL-12 in cancer immunotherapy is 

hindered by immune suppression-dominated 

microenvironment in advanced tumors. Most tumor cells 

produce large amounts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 which plays crucial roles of tumor-induced 

immune suppression. The TGF-β inhibits proliferation of 

immune cells such as T, NK, and dendritic cells, resulting in 

suppressed the antitumor immunity. TGF-β is also known to 

regulate the maintenance and induction of regulatory T 

(Treg) cells. So, it has been hypothesized that inhibiting 

TGF-β might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gen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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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ffective immunotherapy for cancer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L-12-mediated cancer immunotherapy, 

therefore, we generated IL-12 and Decorin co-expressing 

oncolytic adenovirus (RdB/IL12/hDCN) as suitable 

therapeutic adjuvant to overcome immune suppression by 

down-regulation of TGF-β using Decorin and promote 

antitumor immune responses by IL-12. We report that 

RdB/IL12/hDCN promoted antitumor immune responses 

compared with an oncolytic adenovirus expressing IL-12 or 

Decorin alone (RdB/IL12 or RdB/hDCN, respectively). Treg 

in draining lymph nodes (DLNs) dramatically decreased in 

mice treated with RdB/IL12/hDCN. This result was 

associated with down-regulation of TGF-β in tumor treated 

with RdB/IL12/hDCN. Moreover, the ratio of T helper type 

1/2 cytokine as well as the interferon (IFN)-γ secreting cells 

was markedly elevated in RdB/IL12/hDCN-treated tumors. 

Furthermore, infiltration of CD4+ T and CD8+ T cells was 

observed in RdB/IL12/hDCN-treated tumor tissue.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provide new insight into the ability of 

Decorin to eliminate immune suppression and demonstrate 

that adenovirus co-expressing IL-12 and Decorin is a potent 

therapeutic tool for the treatment of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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