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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Decorin과 shHSP27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항 종양 효과 

 

환자의 체내에서 유전자 변이로 형성된 암 세포가 조직을 이루어 원발성암 조직을 

형성하고 원발성암 조직의 세포가 혈관을 통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여 전이암을 

형성할 경우 환자의 예후는 아주 나빠지게 된다. 암세포에서 decorin 의 발현을 

유도하고 HSP27 의 발현을 억제한다면 암의 전이를 억제하고 더불어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암세포에 decorin 과 

shHSP27 을 전달하고자 decorin 과 shHSP27 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먼저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에 상동 재조합을 통하여 E1 부분에 

decorin 단백질을 E3 부분에 human HSP27 의 발현을 낮추어 주는 shHSP27 을 

삽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decorin 은 small leucine-rich proteoglycan 으로 

알려져 있고 이 또한 종양의 혈관형성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 Decorin 은 

처음에 악성종양의 성장을 도울것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그 후에 EGFR 을 포함한 

여러가지 receptor tyrosine kinase 들과 다른 ErbB family member 의 발현억제를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른 연구에서는 β-catenin 의 역할을 막아 세포의 

성장을 막거나 VEGF-A 의 분비를 막아 암세포 주변으로 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보고가 되어있다. HSP27 은 여러 암세포에서 암세포의 성장, 

전이 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항 세포고사 단백질의 유도로 이루어 지며 

이러한 HSP27 의 발현을 저해할 경우 암세포의 성장 억제 및 전이 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이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두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하게 하여 암세포에서 항 종양 및 전이 효과를 얻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corin 과 shHSP27 을 발현하는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암세포에서 Real-time PCR 을 시행한 결과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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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암세포에 비해 TGF-β family 의 mRNA level 이 감소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발현양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decorin 과 shHSP27 모두에서 유도가 되지만 HSP27 의 발현을 저해할 경우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decorin, shHSP27 모두를 발현하는 암세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전자에 의해 항 종양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의 발현 혹은 활성 상태를 살펴본 결과 pSTAT3, p-p65, p-

Lyn 의 활성과 β-catenin 의 발현양이 감소하고 전이를 유도하는 물질인 N-

cadherin 의 발현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암세포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Migration 

assay 를 시행한 결과 decorin 혹은 shHSP27 을 각각 발현시켰을 때 보다 두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시켰을 때 가장 이동능력이 저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decorin 과 shHSP27 을 암세포 내에서 발현시킬 경우 invasion assay 에서 

암세포의 침윤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decorin, shHSP27 을 각각 

혹은 모두 발현시켜 얻은 배지를 처리했을 때 대조군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얻은 

배지를 처리한 HUVEC 세포 보다 혈관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두 유전자로 인한 항 종양 및 전이 관련 단백질의 변화로 인해 실제 암세포에서 

세포의 이동 및 전이가 저해되는 결과를 얻었고 clonogenic assay 를 통해 dl324-

DCN-shHSP27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암세포의 군락형성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proliferation assay 를 통해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decorin 의 발현유도 및 HSP27 발현의 억제는 암세포에서 

성장억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이동능력과 전이를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HSP27, decorin, 전이, EMT, 세포이동, 세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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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in과 shHSP27 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항 종양 효과 

 

<지도교수 김 주 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지 나 

 

Ⅰ. 서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암 치료 방식에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면역요법 등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법을 이용한 결과는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하는 

대안의 하나로  최근 유전자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유전자 치료란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겨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시켜 주거나 결손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를 암 치료에 적용할 때에는 

암세포에서 억제되어있는 유전자를 넣어주어 정상적인 작용을 하게 하거나 세포의 

고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거나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들어 항 종양효과를 얻는 치료법이다 1. 이뿐만 아니라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하면 환자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활성화된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사멸하도록 작용할 수 있게 한다 1-3. 이때 유전자를 암세포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가 필요한데 전달체로는 리포좀, 화학적 중합체, 

성체줄기세포, 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전달체로 아데노바이러스를 

들 수 있다 2. 아데노바이러스는 세포에 감염되어 효율적인 유전자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전달체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른 전달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으며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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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열 세포에 모두 감염이 가능하고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높은 농도로 농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9. 이러한 아데노바이러스의 게놈은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역 반복서열(Inverted terminal repeat, ITR), 포장신호(packaging signal), 

초기발현 유전자 그리고 후기발현 유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12. 그 중 

전달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삽입하기 위해 변형되는 주요 부위로 초기 발현 

유전자인 E1 그리고 E3 부위를 들 수 있다. E1 부분은 다시 E1A, E1B 부분으로 

나뉘는데 E1A 유전자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발현이 

되고 발현된 E1A 단백질에 의해 E1B 55kDa 단백질이 유도된다. E1B55kDa 는 p53 과 

결합하여 p53 의 불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E1B55kDa 의 역할로 

인해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었을 때 세포고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 세포 

내에서 아데노바이러스의 증폭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13,14. 또한 E3 유전자는 

발현되었을 때 생체내의 면역반응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15,16. 

안전한 유전자 전달체로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E1 과 E3 

부위를 제거한 형태의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유전자 전달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 유전자 치료에 이용되는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는 역반복서열과 포장신호를 

포함하며 E1 부분과 E3 부분이 결손 된 형태로 결손된 부위에 전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의 복제는 불가능 하되 유전자의 발현은 

가능하게 하고 있다 17-20.  

암세포가 암 조직을 형성하면 조직 내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혈관이 

형성되는데 혈관을 통해 공급된 영양분 및 산소로 인해 암 세포의 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통한 암세포의 전이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proteoglycan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여러 

proteoglycan 들은 세포 표면의 ligand 또는 결합 가능한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요한 하위 신호체계에 영향을 끼쳐 종양의 혈관형성을 억제한다 21. 그 

중 decorin 은 small leucine-rich proteoglycan 으로 알려져 있고 이 또한 종양의 

혈관형성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 Decorin 은 처음에 대장암의 기저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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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으로 분비되는 방식에 의해 악성종양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그 후에 EGFR 을 포함한 여러 가지 receptor 

tyrosine kinas 들과 다른 ErbB family member 의 발현억제를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22,23. 이러한 신호전달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22,23. 그 예로 세포의 

Met receptor 의 활성을 떨어뜨려서 그 하위 물질인 β-Catenin 과 Myc 의 발현량을 

줄여 p21 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세포가 퍼져나가거나 이동하는것, 성장 등의 

현상을 억제한다 24. 또한 decorin 은 extra cellular matrix (ECM)의 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콜라겐 섬유와 결합되어 있는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콜라겐 

섬유와 결합되어있는 decorin 은 콜라겐 섬유가 삼중나선구조를 형성하는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섬유의 직경이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25.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다고 알려진 heat shock protein (HSP)은 여러 종의 

생명체에서 열 그리고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과 발현이 된다고 

알려진 단백질이다 26-29. 첫 발견 이후 HSP 는 세포 내에서 분자의 

chaperone 으로써의 역할, 다른 단백질의 구조변형 30-33, 다른 단백질들과의 

결합으로부터 세포의 성장, 증식과 같은 세포대사에 관련이 되어있다 34,35. 이러한 

HSP 는 암세포에서 과 발현되면 36,37 과 발현 자체가 암 환자의 생존과 항암제에 

좋지 않은 예후의 징표로 여겨져 왔다 38-43. 또한 악성 종양 세포 내에서의 HSP 과 

발현은 자연스러운 세포의 고사, 약물치료에 의한 세포고사를 막고 종양세포가 

항암제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게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41,44,45. 이러한 

HSP 중 27kDa 의 분자량을 가지는 HSP27 은 세포 내에서 caspase 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주 역할로 알려져 있다 46. 전립선 암 세포주인 LNCaP 에서 HSP27 이 DNA 

전사요소인 STAT3 의 활성을 유도함으로써 세포보호역할을 하며 35, 이 밖에도 

세포에 스트레스가 가해진 상태에서 여러 단백질이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일으킴으로써 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47,48.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HSP27 이 IκBα의 분해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NF-κB 가 핵 내로 

이동하여 세포를 보호하게 하고 47, p27kip1 의 ubiquitination 을 일으켜 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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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여 세포가 G0/G1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S 기에 들어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보고가 있다 48. 이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전이가 일어날 때 

암세포는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EMT)과정을 거치면서 암 

조직으로부터 혈관으로 암 세포가 빠져나가 다른 장기에 정착하여 새로운 암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HSP27 이 유방암, 자궁암, 신경교종, 전립선 암 

등에서 EMT 과정을 촉진시키며 49-55 이러한 HSP27 은 STAT3 의 활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STAT3 가 핵 내로 들어가 Twist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EMT 과정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51. 이와 반대로 HSP27 의 발현을 억제 시 MMP-9 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VEGF 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이동을 막아주고 56 전립선 암 세포 주 

에서는 TGF-β가 MMP-2 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침투를 유도하는 현상을 

저해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57-59.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데노바이러스에 유전자를 삽입하여 암세포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효율을 높이고 decorin 의 암세포의 성장 및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HSP27 의 발현을 억제시켜 암세포의 이동, 침투에 의한 전이를 

막아주고 성장을 억제하여 항 종양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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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 

 293A (Invitrogen, Carlsbad, CA, USA), A-375, A549, BJ, MDA-MB-231 그리고 DU-

145 (ATCC, Manassas, VA, USA)세포주를 사용하였고 10 % 우태아 혈청과 10 

unit/ml의 Penicillin-Streptomycin, 25 mM의 HEPES (HyClone)를 첨가한 DMEM배지 

(HyClone, Logan, Utah, USA)를 사용하여 세포배양을 하였다. HUVEC 세포주는 

Cascade Biologics™ Medium 200 (Gibco, Carlsbad, CA, USA)배지를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각 세포는 5 % CO2를 유지하는 37℃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 바이러스의 제작 및 생산 

가. Decorin의 발현을 증대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Decorin의 발현을 증대시키는 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pORF-hDCN (InvivoGen, 

Sendiego, CA, USA)으로부터 PCR을 통해 decorin 유전자를 증폭시킨 후 증폭된 

유전자와 pCA14에 XhoⅠ,EcoRⅤ제한효소를 처리하여 셔틀벡터에 삽입하였다. 

pCA14-hDCN 셔틀벡터와 dl324-BstBⅠ아데노바이러스의 E1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통해 증식 불능한 아데노바이러스 dl324-human decorin을 제작하였다. 

나. Human HSP27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HSP27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shRNA를 선별하기 위하여 Genolution (Genolution, 

Seoul, Korea)에 의뢰하였고, Human HSP27의 발현을 특이적으로 감소시키는 

shRNA를 sequence를 선정하여 BamHⅠ과 HindⅢ제한효소를 처리한 pSP72ΔE3 

셔틀벡터에 삽입하였다. pSP72 ΔE3 human shHSP27 과 dl324-IX의 E3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통하여 증식 불능한 dl324-human shHSP27을 제작하였다. 

다. Decorin과 shHSP27을 동시에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Decorin과 shHSP27을 동시에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pSP72 ΔE3 

human shHSP27을 dl324-BstBⅠ의 E3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하여 dl324-BstBⅠ-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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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SP27을 제작한 후 pCA14-hDCN 셔틀벡터와 dl324-BstBⅠ-human shHSP27의 상동 

재조합을 통하여 E1부분에서 decorin을 발현하고 E3부분에서 shHSP27을 발현하는 

dl324-human DCN-human shHSP27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셔틀벡터 제작에 사용된 모든 제한효소는 NEB사 (New England Biolabs, Ipswich, 

M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모든 바이러스 유전자는 293A 세포에 lipofectamin을 이용하여 유전자 

도입을 한 후 바이러스의 생산에 의해 생긴 Cytopathic effect (CPE)가 생성이 

되면 이를 293A 세포주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였다. 증식된 바이러스는 

세슘에 의한 밀도구배를 이용하여 농축하고 10 mM Tris-Cl (pH 8.0)을 통해 2시간 

동안 총 2회 투석하고 저장완충용액 (10 mM Tris-Cl, 4 % sucrose, 2 mM 

MgCl2)에서 2시간 동안 투석한 후 -80℃ 냉동고에 저장하였다. 바이러스의 농도는 

end-point dilution assay를 이용하여 각 well에서 생성된 CPE개수를 세어 

계산하였다. 293A 1X104개의 세포를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5 % 우태아 혈청을 

함유한 DMEM배지를 이용하여 분주하고 다음날 10-7에서 10-14으로 희석시킨 

바이러스를 각 well에 감염시켰다. 감염 후 7일째에 형성된 CPE의 개수를 세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농도를 구하였다. 

바이러스 농도(Virus titer) 

= 1X10(CPE 생긴 Well 개수/10+5.5)+0.3X20 Plaque Forming Unit(PFU)/ml 

 

3. Real-time PCR 

 제작된 바이러스의 효과 확인을 위하여 Real-time PCR을 통하여 cycle threshold 

(Ct)값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mRNA의 양을 측정하였다. 비교하고자 하는 각 

바이러스를 2X105 개의 DU-145에 감염시킨 후 3일 후에 TRIzol®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RNA를 분리하고 PowerSYBR Green 

RNA-to-CT™ 1 Step Kit (Applied Biosystem, Foster, CA, USA)를 이용하여 

quantative PCR을 수행하였다. PCR은 각 반응 당 RT-enzyme mix 0.4 ㎕,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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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 25 ㎕, 10 pmol의 forward, reverse primer 각 0.5 ㎕, RNA 50 ng을 넣고 총 

부피가 50 ㎕ 되게하여 반응시켰다. 반응조건은 48℃에서 30분간 역 전사를 한 후 

95℃에서 10분간 효소를 활성화 시키고 95℃에서 15초, 60℃에서 1분간 40회 

반복하여 반응시켜서 증폭되는 유전자의 값을 AB real time PCR기계를 이용하여 

Ct값을 측정하고 actin의 Ct값을 기준으로 값을 보정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유전자의 발현양을 확인하였다. 

 

표 1.Real-time PCR Primer 

Target name primer sequence 

human Actin Foward 5’- ACT CTT CCA GCC TTC CTT C -3’ 

human Actin Reverse 5’- ATC TCC TTC TGC ATC CTG TC -3’ 

human HSP27 Foward 5’- TGC TTC ACG CGG AAA TAC AC -3’ 

human HSP27 Reverse 5’- TCA AAA GAA CAC ACA GGT GG -3’ 

human TGF-β1 Foward 5’- CAA GGG CTA CCA TGC CAA CT -3’ 

human TGF-β1 Reverse 5’- AGG GCC AGG ACC TTG CTG -3’ 

human TGF-β2 Foward 5’- GCT GCC TAC GTC CAC TTT ACA T -3’ 

human TGF-β2 Reverse 5’- ATA TAA GCT CAG GAC CCT GCT G -3’ 

human TGF-β3 Foward 5’- GGA TCA CCA CAA CCC TCA TC -3’ 

human TGF-β3 Reverse 5’- GCA GTT CTC CTC CAA GTT GC -3’ 

 

4.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 

 각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여러 분비형 단백질의 분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ELISA를 시행하였다. DU-145 세포를 6 well plate의 각 well당 2X105 개씩 

분주하고 다음날 5 % 우태아 혈청이 함유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감염 6시간 이후에 혈청에 포함되어있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분비된 

단백질의 측정이 방해되지 않도록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DMEM 배지로 바꾸어 

주었다. 무 혈청 배지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후 세포를 배양했던 무 혈청 배지를 

거두어 분비된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였다. 수거한 배지를 각 단백질에 맞는 항체가 

부착된 well에 넣어 상온에서 두 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항체에 부착하지 않은 

단백질을 씻어내었다. 그 후 측정하고자 하는 단백질과 반응하면서 기질에도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넣어 두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단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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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지 않은 나머지 항체를 씻어내고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기질을 넣어 3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기질과의 반응을 정지시키는 용액을 넣어 반응을 중단한 후 

micro 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corporation,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50nm와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 후 표준용량곡선을 이용하여 

각 단백질의 분비량을 구하였다. Human decorin, human TGF-β1, human TGF-β2 

모두 Quantikine ELISA kit (R&D,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였으며 그에 

맞는 설명서에 따라 시행하였다.  

 

5. Western blot 

 각 바이러스에 의해 여러 단백질의 발현양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비교하고자 하는 각 바이러스를 2X105 개의 DU-145에 감염시킨 

후 3일 후에 1xsample buffer (4 % SDS, 20 % glycerol, 0.004 % bromophenol blue, 

0.125 M Tris-HCl)로 용해시킨 후 BCA Protein Assay Kit(Pierce,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각 단백질을 well당 25 ㎍씩 넣고 SDS-

polyacrylamide gel (4 % Stacking gel과 10 % Running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후 transfer buffer (2.5 mM Tris, 200 mM Glycine, 30 % Methanol)를 이용하여 

PVDF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 USA)으로 120V에서 2시간 동안 

transfer를 진행한 후 blocking buffer (5 % BSA in TBST)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5 % BSA용액에 일차항체를 1:200-1:2000까지 각 

항체에 맞게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으로 반응시켰다. 다음날 TBST로 15분간 

3번 세척하고 각 일차항체에 맞는 이차항체를 5 % BSA용액에 1:2,000으로 희석한 

후 상온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다시 TBST로 15분간 3번 세척하였다. 항체가 

붙어있는 membrane을 detection kit (ELPIS biotech, Taejon, Korea)을 이용하여 

반응시킨 후 chemiluminescence (Syngene, Frederick, MD, USA)을 이용하여 각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달라진 단백질의 발현양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 중에 

사용한 항체는 decorin, β-actin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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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STAT3, STAT3, p-p65, β-catenin, E-cadherin, N-cadherin, pLyn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HSP27 (Enzo Life Science, 

Farmingdale, NY, USA), TGF-β3 (Abcam, Cambridge, CB4 OFL, UK) 이었다. 

 

6. HUVEC tube formation assay 

 각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분비되는 단백질에 의해 신생혈관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UVEC세포의 혈관형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DU-

145세포를 2X105개로 분주한 다음날 5 % 우태아 혈청을 함유한 DMEM배지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6시간 후 배지로 바꾸어 주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12 well에 Matrigel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을 250 ㎕씩 

넣어 굳게 하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를 배양하였던 배지를 이용하여 

HUVEC세포를 분주하였다. 분주 후 24시간 후에 HUVEC세포가 혈관을 형성하였는지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7. 군락형성분석 (Clonogenic assay) 

 Decorin과 shHSP27이 암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군락형성분석을 시행하였다. 60 mm dish에 DU-145세포를 3X104개 

분주한 다음날 5 % 우태아 혈청을 함유한 DMEM배지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감염시킨지 1주 후에 군락 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양하던 

배지를 제거 후 4 % paraformaldehyde를 상온에서 5분간 처리하여 고정시키고 

0.05 % crystal violet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염색 후 물로 세척하여 염색된 

세포를 관찰하였다.  

 

8. 세포이동분석 (Migration assay) 

 DU-145세포 2X105에 각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이틀째에 200 ㎕ tip으로 세포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때를 0시간 기준으로 하여 24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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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현미경으로 세포가 공간으로 얼마나 이동하였는지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세포간 거리는 cellSens Standard 1.7 (OLYMPUS, Shinjuku, Tokyo, 

Japa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 세포 침투능력 분석 (Invasion assay) 

암세포의 침윤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포의 침투능력 분석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DU-145세포에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을 

50MOI 가 되도록 하여 이틀간 감염시킨 후 Cell Invasion Assay Kit (Chemicon, 

Billerica, MA, USA)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감염된 세포를 무혈청 배지에 

1x106/㎖의 농도로 재 부유하고 그 중 300 ㎕ 를 각 ECM chamber에 넣어주고 

chamber바깥 부분은 10 % 우태아 혈청이 포함된 배지로 채워주었다. 72시간 후에 

chamber 윗부분에 침투가 일어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고 kit에 포함되어있는 세포 

염색 용액을 이용하여 세포를 염색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세포 침윤 정도의 

분석은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0. 세포 증식 분석 (Cell proliferation assay) 

암세포에 dl324-DCN-shHSP27이 감염되었을 경우 세포의 증식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 증식 분석실험을 진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5000개의 DU-145세포를 분배한 후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

DCN-shHSP27을 50 MOI가 되도록 감염시켰다. 72시간 후 CellTiter 96® Non-

Radioactive Cell Proliferation Assay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세포증식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염색 용액을 각 well에 15 ㎕씩 넣어주고 4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 후 반응을 멈추게 하는 용액을 각 well에 100 ㎕씩 넣고 1시간 

후 570 nm 의 파장에서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증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11. 통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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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Excel 2007을 이용하여 그래프 작성 및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실험결과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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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Decorin의 발현을 증대시키고 HSP27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복제불능 아데노바이

러스의 제작 및 효과확인 

 Decorin과 shHSP27을 동시에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전에 먼저 각 유전자

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그림 1). 그 후 각 셔틀벡터와 아데노바이러

스를 이용하여 두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그림 1). 대

조군 바이러스인 dl324-IX, decorin을 발현하는 바이러스인 dl324-hDCN, shHSP27을 

발현하는 dl324-shHSP27, 두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하는 dl324-hDCN-shHSP27을 DU-

145세포에 감염시킨 후 decorin과 HSP27 단백질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ELISA를 

통해 확인한 결과 dl324-hDCN과 dl324-hDCN-shHSP27으로부터 decorin단백질의 합성 

및 분비가 원활히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Western blot을 통해 shHSP27을 함유

하고 있는 바이러스인 dl324-shHSP27과 dl324-hDCN-shHSP27에 의해 HSP27 단백질의 

발현이 특이적으로 저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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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replication-incompetent adenovirus type 5 

(Top to Bottom) dl324-IX control virus, dl324-DCN virus expressing human 

decorin, dl324-shHSP27 virus repressing human HSP27, dl324-DCN-shHSP27 virus 

expressing human decorin and repressing human HSP27.  

(ITR : Inverted terminal repeat, ψ:packaging signal, CMV: Cytomegalovirus 

promoter, hDCN : human Decorin, hshHSP27 : shRNA for human HSP27) 

 

그림 2. Decorin expression in DU-145 after dl324-DCN or dl324-DCN-shHSP27 

infection 

DU-145 cell line were seeded on 6 well plate with 2X105 per well. One day 

after,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 virus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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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ed into DU-145 cell line with 50 multiplicity of infection (MOI). After 

6 hr, media were changed with serum free DMEM and incubated for 48 hr. ELISA 

were performed with serum free media secreted from virus infected cells. 

Decorin protein was secreted from dl324-DCN or dl324-DCN-shHSP27 infected 

cells much more than was secreted from dl324-IX or dl324-shHSP27 infected 

cells. IX: dl324-IX, DCN: dl324-DCN, shHSP27: dl324-shHSP27, DH:dl324-DCN-

shHSP27 

(A) 

 

(B) 

 

그림 3. Effect of dl324-DCN-shHSP27 infection to DU-145 on mRNA level of T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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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family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 viruses were infected 

into DU-145. 72 hr later, Real time PCR were performed to confirm mRNA level 

of HSP27 and TGF-beta family. (A) mRNA levels of HSP27 from dl324-shHSP27 or 

dl324-DCN-shHSP27 infected cells are lower than dl324-IX or dl324-DCN 

infected cells.(B) mRNA levels of TGF-beta family were decreased in dl324-

DCN-shHSP27 infected cell.  

IX: dl324-IX, DCN: dl324-DCN, shHSP27: dl324-shHSP27, DH: dl324-DCN-shHSP27 

 

2. dl324-hDCN-shHSP27 감염에 의한 mRNA 및 단백질의 발현양 측정 

 다음으로 dl324-hDCN-shHSP27의 감염에 의해 변화되는 mRNA 및 단백질을 확인하였

다. TGF-β는 암의 생성을 촉진하고57 EMT과정의 유도물질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58 암 세포가 면역체계를 회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59. 또한 

HSP27이 TGF-β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고55 이로 인해 혈관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인 

VEGF의 분비가 유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60 반대로 HSP27을 억제 할 경우 TGF-β 

family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Real-time PCR을 통해 mRNA변화를 확인한 결과 TGF-β1, TGF-β 2, TGF-β 3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decorin 과 shHSP27 모두에서 유도되

지만 HSP27의 발현을 저해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B). 실제로 단백질의 분비가 저해되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ELISA를 수행하여 확인

해본 결과 Real-time PCR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조군에 비해 dl324-hDCN-shHSP27

를 감염시킨 경우 TGF-β1, TGF-β 2의 분비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역시 

shHSP27에 의해서 더 많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3C). 

TGF-β3는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 역시 대조군 바이러스를 감염시켰

을 때 보다 decorin, shHSP27 각각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발현양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두 가지 모두를 발현하는 dl324-DCN-shHSP2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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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시킨 세포에서 TGF-β3의 양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D). 이 외에

도 세포의 성장, 증식 및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양을 비교해 본 결과decorin

과 shHps27 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STAT3, Lyn, p65와 같이 세포성

장 및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활성이 줄고 암세포의 줄기세포능 및 악성으로의 진

행을 돕는 β-catenin, 그리고 EMT과정에 포함되는 단백질인 N-cadherin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4). 이 결과를 통해 decorin과 shHSP27을 동시에 

발현하는 바이러스인 dl324-DCN-shHSP27을 감염시킨 세포에서 또한 세포성장을 도

울 수 있는 단백질들의 발현 및 활성을 감소시키고 EMT를 유도하는 단백질의 발현

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4).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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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fter each viruses were infected into DU-145 cell line, media were 

exchanged with serum free DMEM 6 hr after infection. Then, conditioned serum 

free media were collected after 48 hr. Secretion of TGF-β1 and TGF-β2 was 

decreased by expression of decorin and shHSP27. (D) Each viruses were 

infected into DU-145 cell line and media were exchanged with serum free DMEM 

6 hr after infection. Then, samples were harvested at 72 hr after infection 

for western blot. TGF-β3 protein level was slightly decreased in decorin 

and/or shHSP27 expressed cells.   

IX: dl324-IX, DCN: dl324-DCN, shHSP27: dl324-shHSP27, DH:dl324-DCN-shHS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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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ffect of dl324-DCN-shHSP27 on the various proteins related to anti-

apoptotic and EMT  

Protein level was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DU-145 were seeded on 6 well 

plate and collected samples after 3 days of infection. cells were treated 

with 1xSample buffer and run using SDS-PAGE gel. Protein samples were 

transferred to PVDF membrane and blocked by 5 % BSA. Primary antibody was 

treated for 12hr at 4℃. Membranes were washed with TBST and reacted with 

secondary antibody for 1hr at room temperature. The membranes were washed 

again and were reacted with ECL solution for detection. Protein levels of 

pSTAT3, pLyn, p-p65, N-cadherin,β-catenin, HSP27 were decreased and decorin 

level was increased in dl324-DCN-shHSP27 infected cancer cells. But there was 

no change on E-cadherin level. 

 

3. Decorin과 shHSP27에 의한 암세포의 이동능력 저하 

 암 조직이 형성되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하고자 할 때 암세포는 혈관으로 빠져

나가기 위하여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암 세포의 이동능력을 보기 위해 

migration assay를 진행하였다. DU-145세포에 dl324-IX, dl324-hDCN, dl324-

shHSP27, dl324-hDCN-shHSP27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틀 후에 200 ㎕ 

micropipette tip을 이용하여 migration 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

다 (그림 5A). 24시간 후에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dl324-DCN-

shHSP27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 대조군에 비해 migration이 35.4 %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B, 5C). 이러한 현상은 decorin단독 발현 바이러스

에서는 대조군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와 대비해 3.8 % 감소의 미미한 효과를 보

였고 shHSP27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경우에는 17 %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decorin, shHSP27을 하나씩 발현했을 때 보다 두 유전자를 암세포에서 

모두 발현시켜줄 경우 암세포의 이동능력을 더욱 억제해 줌으로써 전이를 막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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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다. 

 

(A)                                  (B) 

 

(C) 

 

그림 5. Effect of Decorin and shHSP27 on the migration 

For migration assay,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 

were infected into DU-145. After 48 hr, spaces were made using 200 ㎕ tip. 

cells were observed under microscope after 24 hr. (A) dl324-IX, dl324-D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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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324-shHSP27, dl324-DCN-shHSP27 infected DU-145 cells 0hr and (B) 24 hr. (C) 

Migrated distance was measured and shown with graph. Cancer cell migration 

was inhibited by expression of decorin and shHSP27. 

IX: dl324-IX, DCN: dl324-DCN, shHSP27: dl324-shHSP27, DH:dl324-DCN-shHSP27 

 

4. decorin의 발현과 HSP27억제에 의한 암세포 침투능력 저하 

 암세포의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암세포가 혈관 근처로 이동하는 능력이 필요

할 뿐 아니라 혈관세포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암세

포의 침투능력이 decorin이나 shHSP27에 의해 저해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invasion assay를 시행하였다. dl324-IX, dl324-DCN, dl324-shHS27, dl324-DCN-

shHSP27을 각각 DU-145에 감염시키고 이틀 후 에 감염된 세포를 ECM chamber에 넣

어주고 그 바깥 부분을 10 % 우태아 혈청이 포함된 배지로 채워주었다. Invasion 

assay를 시작한 지 72시간 후에 침투가 일어나지 않은 세포를 제거 후 세포 염색 

용액을 이용하여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6A). 관찰결과 decorin과 

shHSP27을 암세포에서 발현시킬 경우 암세포의 침투능력이 약 40 %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B). 이를 통해 암세포에서 decorin과 shHSP27을 발현시킬 경우 

전이를 일으키는 과정에 포함되는 암세포의 침투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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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Inhibition of cancer cell invasion by dl324-DCN-shHSP27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 viruses were infected 

into DU-145 by 50 MOI. Infected cells were loaded in ECM chamber to analyze 

invasion activity. After 72 hr, invasive cells were stained with cell stain 

solution and analyzed by Image J. (A) Stained cells that pass the ECM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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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decorin and shHSP27 in cancer inhibits cancer cell invasion. (B)  

Invasion assay was represented with graph. Purple dots are invasive cancer 

cells. Decorin and shHSP27 expression suppressed cancer cell invasion.  

 

5. dl324-DCN-shHSP27이 감염된 암세포로부터 분비된 단백질에 의한  

신생혈관형성억제 효과 

 암 조직이 형성되면 그 조직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이 많은 혈

관들이 조직 내로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혈관을 통해 조직의 중심부에 있

는 암세포들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오랜 시간 계속해서 분열하며 성장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혈관으로 세포가 빠져나가 전이를 일으키게 된다. Decorin을 

발현시키거나 HSP27의 발현을 저해시켰을 때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통해 

혈관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UVEC tube formation assay를 

진행하였다. 먼저 DU-145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다음날 HUVEC세포를 배

양하는 배지로 바꾸어 주었다. 이틀간 HUVEC세포 배양액에 단백질이 분비되도록 배

양한 후 이 배지를 matrigel위에 분배한 HUVEC세포에 처리해 주고 24시간 후에 광

학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dl324-IX을 감염시켰던 배지를 처리해

준 HUVEC세포는 혈관모양으로 세포가 자라나는 반면, decorin, shHSP27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를 배양했던 배지를 처리해준 집단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저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A). 또한 dl324-DCN-shHSP27 바이러스를 감염

시킨 집단에서도 각 유전자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혈관형성이 약 50 % 의 비율로 억

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림 7B), 이를 통해 decorin과 shHSP27을 발현시킬 

경우 암세포에서 신생혈관형성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분비를 막아 신생혈관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in vitro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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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Repression of angiogenesis by decorin and shHSP27 expression 

To investigate whether decorin or shHSP27 can block angiogenesis, DU-145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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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were seeded on 6 well plate and infected with each virus at 50 MOI. 24 

hr after infection, media was replaced to Cascade Biologics™ Medium 200 and 

incubated for 48 hr. HUVEC cell line were seeded on matrigel coated 6 well 

plate and add each virus conditioned media. (A) Conditioned media treated 

HUVEC were incubated for 24 hr and observed under microscope. (B) The graph 

represented the ratio of length of tube formation. Tube length was measured 

by Image J. Tube formation was inhibited when HUVEC cells treated with medium 

from decorin and shHSP27 expressing adenovirus infected cells.  

IX: dl324-IX, DCN: dl324-DCN, shHSP27: dl324-shHSP27, DH:dl324-DCN-shHSP27 

 

6. dl324-hDCN-shHSP27 감염에 의한 세포 군락 형성 분석 

 dl324-hDCN-shHSP27 바이러스를 암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세포가 군락을 형성하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락형성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DU145

세포에 dl324-IX, dl324-hDCN, dl324-shHSP27, dl324-hDCN-shHSP27을 감염 1주 후

에 crystal violet 염색을 통해 세포를 염색하여 군락형성 정도를 관찰한 결과 

dl324-hDCN-shHSP27을 감염시킨 plate에서 군락형성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것을 관

찰하였다 (그림 8). 이를 통해 dl324-hDCN-shHSP27바이러스가 암세포의 성장 및 증

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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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ffect of Decorin and shHSP27 on the clonogenic ability 

For clonogenic assay, 1x104 DU-145 cells were seeded on 6 well plate. one day 

after, 50 MOI of each virus was infected into DU-145. After 1 week,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0.05 % crystal violet. Purple dots means live 

cells. Clonogenic ability was inhibited by expression of shHSP27. The ability 

was markdely decreased in dl324-DCN-shHSP27 infected cells.  

IX: dl324-IX, DCN: dl324-DCN, shHSP27: dl324-shHSP27, DH:dl324-DCN-shHSP27 

 

7. Decorin의 발현과 HSP27의 억제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 분석 

 암세포에서 decorin과 shHSP27이 세포의 증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증식 분석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DU-145세포를 96 well에 5000개씩 

분배한 후 5 % 우태아 혈청이 포함된 배지를 이용하여 각 바이러스를 50 MOI가 

되도록 감염시켰다. 72시간 후 각 well에 염색 용액을 넣어 4시간 동안 반응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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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반응을 중단하는 용액을 1시간 동안 반응시켜 반응을 중단시켰다. 그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7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증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decorin과 shHSP27이 암세포 내에서 동시 발현될 경우 

세포증식이 약 34 %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9).  

이를 통해 암세포 내에서의 decorin 발현과 HSP27의 억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림 9. Cancer cell proliferation was suppressed by decorin and shHSP27 

DU-145 cells were seeded on 96 well plate and each virus were infected using 

DMEM containing 5 % FBS. After 72 hr, dye solution was added and incubated 

for 4 hr. In sequence, stop solution was added and incubated for 1 hr to stop 

reaction. Absorbance was detected by microplate reader at 570 nm. The graph 

reveals the proliferation rate of infected cells. Cell proliferation was 

inhibited by expression of decorin and shHSP27 while was slightly decreased 

in cells expressing decorin or shHS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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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이번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증식내지는 생존하지 못하게 하거나, EMT과정을 거치지 

않고 침윤, 전이 및 신생혈관형성을 촉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세포증식 억제, 신생혈관형성 및 전이 억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

려진 decorin과 HSP27의 발현을 억제하기 위한 shHSP27을 암세포에서 발현시키기 

위해 복제 불능 바이러스에 두 유전자를 상동 재조합을 통하여 삽입하였다. 먼저 

각각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l324-IX, dl324-DCN, dl324-

shHSP27, dl324-DCN-shHSP27을 DU-145세포에 감염시킨 후 western blot과 ELISA, 

Real-time PCR을 통해 decorin이 과 발현되고 HSP27의 발현이 억제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때 decorin을 발현하는 dl324-DCN의 경우 dl324-DCN 3 MOI를 사용하였

는데 dl324-DCN 50 MOI와 dl324-DCN-shHSP27 50 MOI를 비교하였을 때 decorin의 발

현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HSP27의 발현이 억제되

었을 때 decorin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ELISA결과에서 

dl324-shHSP27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는 전혀 Decorin이 분비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dl324-DCN바이러스를 3 MOI사용할 때 바이러스 자체의 효과를 보

정해 주기 위하여 dl324-IX 47 MOI를 같이 감염시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50 MOI를 감염시켰다. 또한 dl324-DCN-shHSP27을 암세포에 감염시킬 경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를 거두어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세포의 증식 및 전이에 관련이 되어있

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단백질 중 STAT3 발현양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활성화 

형태인 phospho-STAT3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decorin보다 

shHps27에 기인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dl324-DCN-shHSP27이 감염된 세포에

서 여러 암세포 내에서 활성화가 되어있고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돕는다고 알려

진 Src family중 Lyn 의 활성감소와 EMT과정 중 발현되는 N-cadherin의 감소를 관

찰할 수 있었다. 암세포에서 생존에 관련되어있는 여러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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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NF-κB의 구성요소인 p65의 활성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GF-beta 

family는 암세포가 환자의 면역체계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암 조직 내

로 신생혈관이 형성되게 하며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보고되어져 있다. 

dl324-DCN-shHSP27이 감염된 세포에서 이러한 TGF-beta family의 발현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알아보고자 Real time PCR 및 ELISA를 시행하였다. Real time PCR을 통해 

decorin과 shHSP27의 발현에 의해서 TGF-beta 1,2 3 모두가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를 ELISA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암세

포에서 TGF-beta family의 분비량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에 

세포로부터 분비된 decorin이 TGF-β의 생활성을 억제해준다는 결과와 일관성을 지

니며 또한 TGF-β에 의해 HSP27의 발현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억제하

였을 때 TGF-β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TGF-β와 HSP27의 관계가 수직적

인 관계가 아닌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61,62. 

TGF-beta 는 암세포에 처리되었을 때 NF-κB를 활성화 하여 암세포가 악성으로 변

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이를 통해 dl324-DCN-shHSP27이 감염 

된 암세포에서 TGF-beta family의 발현이 감소되는 현상은 p-p65의 활성이 감소됨

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beta-catenin의 경우 암세포에서 발현이 되면 

암세포의 stemness, 악성 종양으로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EMT과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Decorin과 shHSP27을 발현할 경우 암세포에서 β-catenin

의 발현이 감소하는데 이를 통해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decorin의 도입에 의한 β-catenin의 감소는 hepatocyte 

growth factor receptor의 작용을 막음으로써 이루어지며, HSP27의 억제에 의한 β

-catenin의 변화는 원래 β-catenin과 붙어있던 HSP27이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현상

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24,63,64. Decorin은 이전 연구에 그 발현양을 저하시킬 경우 

E-cadherin의 발현이 감소하여 EMT과정이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혀져있고, HSP27 또

한 EMT과정을 조절한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EMT가 진행된

다고 볼 때 발현이 되는 단백질인 N-cadherin의 발현이 decorin과 shHSP27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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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l324-DCN-shHSP27을 암세포에 감염시킴으로써 

decorin을 발현시키고 HSP27의 발현을 저해하였을 때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의 변화에 

따라 암세포가 전이 및 성장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

였다. 암세포가 전이가 이루어 질 때 혈관을 향해 이동하는데 이러한 세포의 이동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igration assay를 진행하였다. DU-

145에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을 감염시키고 이틀 

뒤 200 ㎕tip을 이용하여 migration 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시

간을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고 cell sense 

program을 이용하여 세포간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대조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가 24시간 뒤에 71.6 %만큼 세포가 이동한 반면에 dl324-DCN을 감염

시킨 세포는 그에 비해 3.8 %, dl324-shHSP27을 감염시킨 세포는 17 %의 이동거리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dl324-DCN-shHSP27을 감염시킨 경우는 35.4 %의 가장 많은 

이동거리 감소율을 보임으로써 두 유전자를 동시에 암세포에서 발현시켰을 경우에 

더 많은 세포이동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이

전에 decorin의 부재가 세포 이동능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HSP27의 억제가 세포이동

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51,65. 

Decorin은 세포의 침투능력을 저하시키고 HSP27은 하위 신호체계인 p38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의 침투능력을 높여준다는 보고가 있어서56,66 다음으로 암세포의 침투 능

력을 분석하는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decorin과 shHSP27의 발현으로 인해 약 40 %

의 침투능력 감소효과를 얻었다. 이로써 전이과정에 필요한 암세포의 침투능력을 

decorin의 발현과 HSP27의 억제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암 조

직 내에서 신생혈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암 조직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

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암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더불어 혈관을 통한 전이가 

용이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생혈관의 형성을 decorin과 shHSP27의 발

현이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HUVEC tube formation assay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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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DU-145전립선 암 세포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24시간 뒤에 

HUVEC세포의 배양액으로 바꾸어준 상태로 다시 48시간을 배양하였다. 그 후 

matrigel로 코팅한 6 well에 HUVEC세포를 분배해 주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배양하였던 배지를 여기에 처리해 준다. 바이러스 감염세포 배양액을 처리한 시간

을 기점으로 24시간 후에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 대조군 바이러스에서는 

HUVEC세포가 혈관모양으로 자라난 반면에 decorin 혹은 shHSP27을 발현하는 바이러

스를 배양한 배지를 처리한 집단에서는 HUVEC세포가 혈관모양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decorin과 shHSP27을 동시에 발현하는 바

이러스를 감염시켰던 배지를 처리한 집단에서도 혈관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선행연구결과 중 decorin에 의한 VEGF분비의 억제와 HSP27에 의한 VEGF의 분

비가 활성화 된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21,60, 암세포에서 decorin과 shHSP27를 발

현시킬 경우 그에 의해 분비되는 단백질의 변화에 의해 암 조직 내로 혈관이 형성

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암세포가 성장할 때 군락을 형성하며 자라

는 특징이 있는데 decorin과 shHSP27이 이러한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lonogenic assay를 시행하였다.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을 DU-145에 각각 감염시킨 뒤 1주간 관찰하고 배양하던 배지를 

제거 후 4 % formaldehyde로 고정하고 0.05 % crystal violet으로 염색하여 각각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가 얼마나 군락을 형성하였는지 관찰한 결과 대조군 바이

러스에 비하여 dl324-DCN-shHSP27이 감염된 집단에서 군락을 형성하는 능력이 현저

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실험으로부터 암세포에서 decorin을 발현

하고 HSP27의 발현을 저해할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

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세포증식분석실험에서 dl324-DCN-shHSP27이 감염된 암세포

의 경우 세포 증식 능력이 34 % 감소함을 관찰하였고 이로써 암세포내의 decorin과 

shHSP27의 발현이 암세포 증식의 저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는 decorin이 세포성장을 억제하고 HSP27이 반대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대변하며35,65, 이러한 in vitro 결과를 통해 암세포에서 dec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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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현시키고 HSP27의 발현을 억제할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고 암세포의 이

동 및 침투 그리고 조직 내로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전이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장의 

억제와 전이를 막아줄 수 있는 두 유전자에 대한 in vitro 결과를 토대로 동물실험

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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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decorin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decorin유전자와 HSP27의 발현

을 억제할 수 있는 shHSP27을 가지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저해하는 효과를 얻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in vitro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TGF-β family와 여러 항 종양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이 낮아짐으로써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전이와 관련된 단

백질의 억제를 통해 암세포의 이동 및 침투능력과 전이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

과를 얻었다. in vitro 실험 중 dl324-DCN과 dl324-DCN-shHSP27을 같은 MOI에서 

decorin의 발현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decorin만을 발현하는 바이러스에서 decorin

의 발현양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shHSP27에 의해 decorin의 

발현양이 조절되면서 decorin만을 단독 발현하는 바이러스에 비해 decorin단백질의 

발현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현상을 decorin을 도입함으로써 

decorin의 순 기능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성장 억제 및 전이 억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음 실험에서 두 유전자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세포고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

전자와 접목하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암 치료에 더욱 효과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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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rin and shHSP27-expressing adenovirus was developed to examine anti-tumor or anti 

metastatic effect. Decorin gene was inserted into E1 region and shRNA for human HSP27 was 

inserted into E3 region of adenovirus type 5 by homologous recombination. Decorin, a small 

leucine-rich proteoglycan was regarded at the first time as a pro-tumorigenic protein.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decorin had both of anti-tumor and anti angiogenic effect. Actually, decoirn 

functions its anti-tumor and anti-angiogenic effect through various ways. For example, it 

represses the expression of receptor tyrosinase kinases including EGFR and ErbB family. 

Moreover, it was also known to inhibit the function of β-catenin in tumor or VEGF-A 

secretion from tumor cells, so that decorin can control tumor growth and synthesis of new blood 

vessels. On the other hand, HSP27 is known as a protein promoting tumor cell growth and 

metastasis in various tumor cell lines.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HSP27 induced tumor cell 

growth and metastasis by activating tumorigenic or metastatic protein, while shRNA of HSP27 

suppressed proliferation and metastasis of tumor cells. Based on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is 

designed to confirm whether adenovirus type 5 expressing-decorin and shHSP27 can suppress 

tumor cell growth and metastasis.  

For the study, dl324-IX, dl324-DCN, dl324-shHSP27, dl324-DCN-shHSP27 were constructed 

and the resultant adenoviruses were infected to DU-145 and confirmed cellular mR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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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level of decorin or HSP27. Then, several proteins related to the tumor survival and 

metastasis were investigated after infection of dl324-DCN-shHSP27. Consequently, western 

blots revealed that the phosphorylated forms of STAT3, p65, Lyn were decreased by 

upregulation of decorin and downregulation of HSP27. Cellular level of β-catenin and N-

cadherin were also decreased by upregulation of decorin and downregulation of HSP27. Then, it 

was found that dl324-DCN-shHSP27 induced decreased migration, invasive activities, 

angiogenesis and survival potential than dl324-DCN or dl324-shHSP27 did. Taken all together, 

the results demonstrated induction of decorin expression and reduction of HSP27 expression in 

tumor cells induced tumor regression and metastatic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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