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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4-1BBL의 발현과 TGFβ2 발현 억제를 동시에 유도하는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통한 항종양 효과 

 

 

암세포는 면역반응의 회피를 위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cytokine을 

분비하기 때문에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기거나 진행되는 암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면역 증진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면역증진에 관련된 유전자를 종양 선택적인 

아데노바이러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4-1BB는 co-stimulatory 분자로 

T 세포의 활성과 생장에 필수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TGFβ는 면역억제 

반응을 유도하는 가장 잘 알려진 물질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반응에 

관여하여 세포의 증식을 돕고 전이에도 관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T 

세포에 있는 4-1BB와 결합하는 4-1BBL의 발현과 shTGFβ2로 TGFβ2의 

억제를 통해 면역체계의 강화를 유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4-

1BBL/shTGFβ2를 탑재한 종양 선택적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면역체계의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항암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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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BBL과 TGFβ2의 shRNA를 발현하는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켜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4-1BBL의 발현증진을 확인하였고 

real-time PCR과 ELISA를 통해 TGFβ2의 발현억제를 확인하였다. 두 

유전자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암세포에서 생존과 전이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활성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암세포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두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MTS 실험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migration 실험을 통해서는 이동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invasion 실험을 통해 침투능력의 억제를 검증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4-1BBL을 증강시켰을 때의 효과보다는 TGFβ2를 억제시켰을 

때 나타났다.건강한 사람의 PBMC를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암세포와 같이 

배양하여 ELISA 검사를 하였을 때, 각각의 유전자를 넣었을 때보다 두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하는 바이러스에서 IFN-γ, IL-2, GM-CSF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면역 증강의 효과를검증하였다. 

실질적으로 치료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실행하였다. 4-1BBL과 shTGFβ2를 탑재한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쥐 피하에 형성된 종양의 자라는 속도가 

다른 그룹의 쥐와 비교하였을 때 느린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다른 

그룹의 쥐보다 생존능력이 좋은 것을 검증하였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2주 후에 비장세포를 꺼내 LDH assay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암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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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인 면역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4-1BBL의 발현유도 및 TGFβ2 발현의 억제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의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암세포 주변의 면역 

증강의 효과로 암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 4-1BBL, TGFβ2, 면역, EMT, 세포고사, 세포생장 

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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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암의 치료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예전에는 외과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조혈모세포이식, 면역요법 등이 발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암의 경우에서 전이가 일어나거나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치유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전자치료가 대안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데, 본래 

유전자 치료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전달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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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법이다.1 초기에는 유전적 결함에 의한 질병 

치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암 역시 유전자 변형에 의한 

질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암세포에도 유전자 치료를 도입하게 되었다. 

암의 유전자치료는 억제되어있는 유전자를 넣어주어 정상적인 작용을 

하게 하거나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 또는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1-3 본 

실험에서는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유전자를 도입하려고 한다. 

암세포에서도 면역반응을 회피하는 다양한 기작을 가지고 있는데, CTL 

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할 수 없도록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MHC adhesion 

molecule 을 발현하지 않거나 co-stimulatory molecule 등의 발현을 

낮추거나 감추는 방식, TGFβ와 같은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발현 

및 분비하여 regulatory T 세포 (Treg 세포) 와 같은 면역억제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방식 등, 이러한 기작을 역으로 이용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물질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를 

도입하게 된다면 암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항암치료로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세포들은 다시 

자라서 진행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환자 또는 종양조직에 면역증진에 

관련된 유전자를 전달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는 

종양의 치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유전자가 암세포에서 

잘 발현되게 하려면 알맞은 전달체가 있어야 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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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으며 분열, 비분열 세포에 모두 감염이 가능하고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높은 농도로 농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

7 하지만 기존의 암 치료용 아데노바이러스는 대부분이 일반세포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증식 불가능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암세포에 감염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보다도 일차감염으로 

인한 면역반응만 유도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8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암세포가 암 억제 유전자인 p53 유전자가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토대로 p53 돌연변이 세포에서만 증식 가능한 

바이러스를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증식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후 이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9,10 

RNA interference (siRNA) 란 짧은 가닥의 RNA 로 특정 mRNA 에 상보적 

부분에 결합하여 mRNA 를 분해시킴으로써 전사과정을 막아 그 특정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10,11siRNA 는 Dicer 에 의해 

이중가닥의 RNA 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며 helicase 에 의해 sense 와 

antisense 로 분리된다. 그 중 sense 는 분해되고 남은 antisense 는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 (RISC) 와 결합하여 특정 RNA 에 결합하는 

것이다.12-14 하지만 siRNA 만을 투입하였을 때는 쉽게 분해되어 

불안정하다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이며 안정적이게 

발현시켜주는 전달체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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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한 유전자로는 co-stimulatory 분자인 4-

1BB 와 결합하는 4-1BB Ligand (4-1BBL) 와 Transforming Growth Factor 

2 의 shRNA (shTGFβ2) 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co-stimulatory 분자를 

이용하여 in vivo 실험을 한 결과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 

APC) 가 활성화되면서 T 세포의 활성과 기억세포의 생성으로 면역이 

증대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16-19 그 중에서 4-1BB 는 CD4+ T, CD8+ T 

세포뿐만 아니라, 수지상세포, 호중구, NK 세포 등 여러 면역세포에서 

발견되는 co-stimulatory 분자로 세포손상을 유도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증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20-26 또 다른 co-

stimulatory 분자인 CD28 은 항상 T 세포에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4-1BB 는 naïve T 세포에는 거의 발현하지 않다가 CD28 의 신호가 

전달되면 발현하여 CD28 의 신호전달을 도우며, CD28 과 결합하는 B7 

family 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7 4-1BB ligand 는 

APC 에서 발현되는 물질로 면역세포에서 발현하는 4-1BB 와 결합하여 

면역세포의 활성화 및 생장, 증식에 관여한다.25 그렇기 때문에 4-1BB 와 

결합하는 ligand 인 4-1BBL 유전자를 탑재한 아데노바이러스를 암세포에 

감염시켜 4-1BBL 발현을 유도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TGFβ2 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family 에 속하며 TGFβ는 

정상적인 세포조직에서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억제하는 cytokine 으로 

작용하지만, 암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암의 성장과 전이를 돕는 



- 8 - 

 

cytokine 으로 알려져 있다.28-32 암세포는 TGFβ family 를 과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현된 TGFβ는 조절 T 세포 (regulatory T cell, 

Treg cell) 를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 된 조절 T 세포는 다시 면역억제를 

일으킴으로써 암세포가 면역체계를 피해 증식할 수 있도록 한다.33,34 본 

실험실에서 이전에 관찰한 결과에서 shTGFβ1 을 사용하였을 때는 기대한 

면역활성화 효과가 미미하였는데 그 이유를 TGFβ2 의보상성 증가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shTGFβ2 를 사용하게 되면 TGFβ1, 2, 3 모두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shTGFβ2 를 사용하게 되었다. 

만약 shTGFβ2 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Treg 세포의 활성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올리려고 하여도 암세포에서는 co-stimulatory 분자가 

많이 발현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4-1BBL 의 

발현을 통해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면역기능의 강화로 

인한 2 차적인 효과로써, 종양 선택적 살상 바이러스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증진된 면역체계와 세포용해로 분출된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APC 세포가 증식하고 또 그에 대한 세포독성 T 세포의 증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를 죽이는 순환과정이 반복되면 이전의 

방법들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종양 선택적 살상 바이러스에 

면역 증대를 유도하는 유전자(4-1BBL, shTGFβ2)의 발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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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세포의 증식과 그에 따른 항암 효과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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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세포 배양 

Human embryonic kidney epithelial cell 293A (Invitrogen, Carlsbad, 

CA, USA), human melanoma A375 (ATCC, Manassas, VA, USA) 세포주는DMEM 

배지 (Hyclone, Logan, Utah, USA) 를 사용하여 세포 배양을 하였다. 

Mouse melanoma B16BL6 (ATCC) 세포주는1×vitamin solution을 첨가한 

MEM배지 (Hyclone)을 사용하여 세포 배양을 하였다. 각 배지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와 10unit/ml 의 penicillin-Streptomycin, 25mM 

HEPES (HyClone) 를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세포는 5% CO₂를 

유지하는 37℃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 바이러스의 제작 및 생산 

 가. 증식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1) GFP (Green Fluorescence Protein)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GFP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아데노바이러스 E1부분에 GFP를 

삽입시키기 위해 pCA14 셔틀백터를 사용하였다. pEGFP-

TRAIL(Origene,Rockville, MD, USA)으로부터 GFP 유전자를 PC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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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시켰는데, primer에 XhoⅠ, Hind Ⅲ 제한효소인식부위 염기서열을 

삽입한 primer를 사용하여 PCR하였다. PCR조건은 95℃ 10분의 효소활성을 

시킨 후 denaturation 95℃ 30초, annealing 55℃ 30초, extending 72℃ 

1분을 30 cycle을 진행한 뒤 72℃ 5분으로 반응이 끝나면 온도를 4℃로 

바꾸어 보관하였다. 그 후에 pCA14와 PCR product를XhoI, HindⅢ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셔틀백터에 삽입하였다. pCA14-GFP 셔틀백터와 

dl324-BstBI 바이러스 백터를 E1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통해 증식 불능한 

dl324-IX-GFP 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2) Human 4-1BBL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아데노바이러스 E1부분에 4-1BBL을 삽입하기 위해pCMV6-4-

1BBL(Origene) plasmid에서 PCR로 4-1BBL 유전자를 증폭시켰는데, 

primer에 XhoI, HindⅢ 제한효소 염기서열을 넣어 PCR하였다. PCR 조건은 

위와 같이 진행하였다. PCR을 진행하여 얻은 PCR product와 pCA14 

셔틀백터를 XhoI, HindⅢ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sub-cloning하였다. 

pCA14-4-1BBL 셔틀백터와 dl324-BstBI 바이러스 백터를 E1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통해 증식 불가능한 dl324-IX-4-1BBL 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3) Human shTGFβ2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TGFβ2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shRNA를 선별하기 위해 Genolution 

(Genolution, Seoul, Korea) 에 의뢰하여 후보 target sequence를 받아 

여기에 상응하는 shRNA를 생성하는 두 가닥의 상보적인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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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클레오티드를 제작하였다.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제한 효소 

염기서열을 넣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BamHI, HindⅢ 제한효소를 처리한 

E3용 pSP72-△E3-U6 셔틀백터에 삽입하였다. pSP72-△E3-U6-hshTGFβ2 

셔틀백터와 dl324-IX 바이러스 백터를 E3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통해 증식 

불능한 dl324-shTGFβ2를 제작하였다. 

(4) Human 4-1BBL, shTGFβ2를 동시에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4-1BBL과 shTGFβ2를 동시에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pSP72-△E3-U6-hshTGFβ2와 dl324-BstBI을 E3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하여 dl324-BstBI-△E3-U6-hshTGFβ2를 제작한 후 pCA14-4-

1BBL과 E1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하여 dl324-4-1BBL-shTGFβ2를 

제작하였다.  

 

 나.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1)Mouse 4-1BBL을 발현하는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먼저 쥐의 암세포인 B16BL6 세포주에서 TRIzol®Reagent 

(Invitrogen) 를 이용하여 RNA를 얻었다. 그 후에 cDNA 합성 kit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 를 사용하여 전체의 cDNA를 얻었다. 그 

후 4-1BBL 유전자를 얻기 위해 4-1BBL에 상보적인 primer를 제작하여 

PCR을 진행하였는데 primer에 XhoI, Hind Ⅲ 제한효소인식부위 

염기서열을 삽입한 primer를 사용하여 PCR하였다. PCR 조건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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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그 후 얻어진 PCR product와 pCA14를XhoI, HindⅢ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sub-cloning을 하였다. 그 다음 pCA14의 CMVp-4-1BBL-SV40부분 

전체를 얻은 후 상보적 primer를 만들어 PCR하여 얻었다. 그 후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셔틀백터인 pVAX-3484를 sub-

cloning하였다. 3484란 코스모진택 (Cosmogenetech, Seoul, Korea) 에 

합성의뢰를 맡겨 합성한 pBSK-3484에서 따온 이름으로써 

아데노바이러스의 앞쪽 유전자인 ITR부분부터 packaging signal, E1A, 

E1B55KDa까지의 유전자의 길이인 3484bp를 의미한다. pVAX1-3484를 

합성하기 위해 pVAX1 (Life technologies) 과 pBSK-3484 plasmid의 

ITR부터 E1A까지 부분을Hind Ⅲ, EcoRI 제한효소로 자른 뒤 sub-

cloning하였다. 셔틀백터를 만든 후에 pCA14-m4-1BBL은 BglⅡ-blunt, 

SalI 제한효소를 사용하였고 pVAX1-3484는 EcoRI-blunt, SalI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sub-cloning하였다. Mouse 4-1BBL이 들어있는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얻기 위해 pVAX1-3484-m4-1BBL와 dl324-BstBI을 

E1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사용하였다. 

(2) Mouse shTGFβ2를 발현하는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Mouse TGFβ2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shRNA를 선별하기 위해 

Genolution (Genolution) 에 의뢰하여 후보 target sequence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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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상응하는 shRNA를 생성하는 두 가닥의 상보적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를 제작하였다.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제한 효소 

염기서열을 넣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BamHI, HindⅢ 제한효소를 처리한 

E3용 pSP72-△E3-U6 셔틀백터에 삽입하였다. pSP72-△E3-U6-mshTGFβ2 

셔틀백터와 dl324-BstBI 바이러스백터를 E3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통해 

dl324-BstBI-△E3-U6-mshTGFβ2를 제작하였다. 그 후에 종양 선택적 살상 

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해 dl324-BstBI-△E3-U6-mshTGFβ2와 pVAX1-3484를 

E1부분에 상동 재조합 하여 Ad-3484-△E3-U6-mshTGFβ2을 제작하였다. 

(3) Mouse 4-1BBL, shTGFβ2를 동시에 발현하는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제작 

 Mouse 4-1BBL과 shTGFβ2를 동시에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pSP72-△E3-U6-mshTGFβ2와 dl324-BstBI을 

E3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하여 dl324-BstBI-△E3-U6-mshTGFβ2를 제작한 

후 pVAX1-3484-m4-1BBL과 E1부분에 상동 재조합을 하여 Ad-3484-m4-1BBL-

mshTGFβ2를 제작하였다.  

 

 다. 바이러스의 생산 및 농도 측정 

 제작된 모든 바이러스 유전자는 293A 세포에 Lipofectamine을 이용하여 

transfection을 한 후 바이러스의 생산에 의해 생긴 cytopathic effect 

(CPE) 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렸다. CPE가 생성이 되면 이를 2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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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였다. 증식된 바이러스는 

초원심분리기기를 이용하여 세슘 (CsCl) 에 의한 밀도구배를 이용하여 

농축하고 10mM Tris-HCl (pH 8.0)을 통해 2시간 동안 총 2번 투석하고 

저장완충용액 (10mM Tris-HCl pH 8.0, 4% sucrose, 2mM MgCl2) 에서 2번 

투석한 후 -80℃ 냉동고에 저장하였다. 바이러스의 농도는 end-point 

dilution assay를 이용하여 각 well에서 생성된 CPE의 개수를 세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93A 1×104 cell/well 의 세포를 96 well 

plate에 5% FBS를 함유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한 후 다음날 

분주해놓은 바이러스를 10-7부터 10-14까지 희석시켜 96 well에 감염시켰다. 

감염 후 7일째에 형성된 CPE의 개수를 세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농도를 구하였다. 

바이러스 농도 (virus titer) 

= 1 X 10(CPE 생긴 well의 개수/10+5.5)+0.3 X 20 Plaque Forming Unit (PFU)/ml 

 

3. Real-time PCR 

제작된 바이러스의 TGFβ2의 shRNA가 잘 발현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Real-time PCR을 통하여 cycle threshold (Ct) 값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mRNA의 양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바이러스를 1×105 cell/well의 

A375 세포에 감염시킨 후 48시간 후에, 종양선택적 살상 바이러스를 

사용하였을 때는 36시간 후, TRIzol®Reagent (Invitrogen) 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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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를 분리하고 PowerSYBR Green RNA-to-CT™ 1 step kt (Applied 

Biosystem, Foster, CA, USA) 를 이용하여 quantative PCR을 실행하였다. 

PCR은 각 반응 당 RT-enzyme mix 0.4 ㎕, RT-PCR mix 25 ㎕, 10 pmol의 

forward, reverse primer 각각 0.5 ㎕, RNA 50 ng을 넣고 총 부피가 50 

㎕가 되도록 하여 반응시켰다. 반응조건은 48℃에서 30분간 역전사를 한 

후 95℃에서 10분간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95℃ 15초, 60℃에서 1분간 

40회를 반복하여 반응시켜서 증폭되는 유전자의 값을 AB real time PCR 

기계를 이용하여 Ct값을 측정하고 actin의 Ct값을 기준으로 값을 

보정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4.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 (ELISA) 

분비형 단백질의 media로의 분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ELISA를 

실행하였다. 6 well plate에 각 well당 1×105 cell/well로 분주되어 있는 

A375 세포에 5 % FBS가 함유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감염 6시간이 지났을 때 배지를 갈아주는데, ELISA를 할 

때에 배지에 포함되어있는 싸이토카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FBS가 포함되지 

않은 DMEM 배지로 바꾸어주었다. 그로부터 36시간 또는 48시간 후, 모든 

배지를 수거하여 원심분리를 하여 pellet은 떨어뜨리고 상층액만 얻은 

후Quantikine hTGFβ2, mTGFβ2, human IFN-γ, IL-2, GM-CSF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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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apolis, MN, USA) 의 설명서에 따라 ELISA를 시행하였다. 마지막 

반응인 기질혼합액을 넣은 반응을 정지액을 넣어 정지시킨 후 micro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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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흡광도 값을 구하였다. 흡광도는 45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표준용량곡선에 따라 분비된 단백질의 양을 산출하였다. 

 

5. Western blot analysis 

각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유전자의 발현과, 감염시켰을 때 세포의 

신호 패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세포주는 6 well plate에 1×105 cell/well 로 분주하여 배양한 후 24

시간 전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감염시킨지 36시간이나 48시간

이 지난 후에 sample buffer (4 % SDS, 20 % glycerol, 0.004 % 

bromphenol blue, 0.125 M Tris-HCl pH 6.8) 로 용해시킨 다음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정량한 단백질들을 각 well에30㎍/well 을 넣어 SDS-polyacrylamide gel 

(4 % stacking gel과 12 % resolving gel) 을 이용하여 전기 영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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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PVDF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 USA)으로 120 V에서 

2시간 동안 옮긴 후 blocking buffer (5 % skim milk in PBST)에서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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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5% BSA 용액에 1차 항체를 각각의 

protocol을 참고하여 희석한 후 4℃에서 overnight으로 반응시켰다. 다음

날 PBST로 15분씩 3번 세척한 후 2차 항체 (Santacruz, SantaCruz, CA, 

USA) 를 5 % BSA 용액에 1:2000으로 희석시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1차 세척할 때처럼 PBST로 15분에 3번 세척하였다. 그 다음 detection 

kit (ELPIS biotech, Taejon, Korea) 을 이용하여 반응시킨 후 

chemiluminescence (Syngene, Frederick, MD, USA) 을 이용하여 각 바이

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달라진 단백질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 중

에서 사용된 항체는 p-Akt, p-Src, p-STAT3, p-p65, N-cadherin, β-

catenin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actin (Santa 

cruz biotechnology), human 4-1BBL(Origene), mouse 4-1BBL, Ad5 late 

gene (Abcam biotechnology, Cambridge, England)이었다.  

 

6. 세포 증식능력 분석 (Cell proliferation assay) 

 A375 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암세포의 증식능력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증식 분석실험을 실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5000개의 A375 세포를 분배한 후 dl324-NC, dl324-4-1BBL, 

dl324-shTGFβ2, dl324-4-1BBL-shTGFβ2를 각각 50 MOI가 되도록 

감염시켰다. 48시간 후 CellTiter 96® Non-Radioactive Cell 

Proliferation Assay (Promega, Madison, WI, USA) 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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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증식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염색 용액을 각 well에 15 ㎕씩 

넣어주고 4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 후 반응 정지액을 각 well에 100 ㎕씩 

넣고 1시간 후 570 nm의 파장에서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증식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7. 세포이동능력 분석 (Migration assay) 

A375 세포 1×105 cell/well 에 각 바이러스를 각각 50 MOI씩 감염시킨 후 

48시간 후 스크레퍼를 사용하여 세포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때를 0시간으로 하여 관찰한 후 또다시 48시간이 지났을 때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세포가 공간으로 얼마나 이동하였는지를 비교, 관찰하였다. 

세포간 거리는 cellSens Standard 1.7 (OLYMPUS, Shinjuku, Tokyo, Jap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8. 세포침투능력 분석 (Invasion assay) 

암세포의 침투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포의 침투능력 분석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A375 세포에 dl324-NC, dl324-4-1BBL, dl324 -shTGFβ2,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를 50MOI로 감염시켜 48시간이 지난 후 

QCM™ 24-Well Cell Invasion Assay Fluorometrickit(Millipore)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감염된 세포를 FBS가 없는 배지에 1×106 

cell/ml 의 농도로 re-suspension하고 그 중 300 ㎕를 각 ECM chamb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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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주고 chamber 바깥 부분은 10 % FBS가 포함된 배지로 채워주었다. 

48시간이 지난 후 침투가 일어나지 않아 chamber 윗부분에 남아있는 

세포는 제거하고 chamber 아랫부분에 부착되어있는 침투된 세포를 kit에 

포함되어 있는 cell detachment 용액으로 membrane에서 제거하였다. 30분 

후에 lysis 용액, 핵산에 붙는 CyQuant GR®염색 용액을 사용하여 세포를 

용해/염색하고 15분이 지난 후에 LS50B Luminoscence spectrophotometer 

(Fluorometer) (Perkin Elmer, Norwalk, CT,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9. 면역세포의 활성도 측정 

 면역 유전자인 4-1BBL과 shTGFβ2로 인해 실제로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한 기증자로부터 피를 뽑은 후 Ficoll 

(Thermo scientific, West Palm Beach, FL, USA) 을 사용하여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 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1×105 

cell/well 의 A375 세포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48시간이 지난 

후 1×105 cell/well 의 PBMC를 넣어 5 % FBS가 포함된 DMEM 배지에서 

같이 배양하였다. 같이 배양한지 48시간이 지난 후 모든 배지를 모아 

원심분리 후 상층액만 얻어서 IFN-γ, IL-2, GM-CSF의 ELISA 검사를 

시행하여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확인하였다. 

 

10. Stable cell line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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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IRES-CAR-E1B55KDa plasmid의 제작 

Coxsackievirus and adenovirus receptor(CAR)와 E1B55KDa를 

동시에 발현하는 plasmid를 제작하기 위해 pIRES (Clonthech, Mountain 

View, CA, USA) plasmid를 사용하였다. 먼저 293A 세포에서 cDNA 합성 

kit (Life technologies) 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한 후 NheI, MluI 

제한효소가 들어있는 CAR 상보적 primer를 사용하여 위의 조건과 같은 

PCR을 진행하여 CAR를 얻었다. CAR PCR product와 pIRES Multi-cloning 

site (MCS) A부분을 NheI, MluI 제한효소를 사용하여sub-cloning 하였다. 

E1B55KDa는 pBSK-JS3484에서 E1B55KDa 부분을 E1B55KDa 부분의 상보적 

primer에 Sal I, Not I 제한효소를 넣어 PCR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PCR을 하여 얻은 E1B55KDa PCR product와 pIRES MCS B부분을 

SalI, NotI 제한효소로 MCS B 부분에 sub-cloning 하였다. 

 나. B16BL6-CAR-E1B55KDa stable cell line의 제작 

건강한 B16BL6 세포를 1×105 cell/well 로 6 well plate에서 

배양한 후 24시간이 되기 전에 pIRES-CAR-E1B55KDa를 Lipofectamine을 

사용하여 B16BL6 세포에 transfection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어느 정도 자란 B16BL6 세포를 100φdish로 1/20, 1/10 배로 희석하여 

넣고 8-10일 동안 배양하였다. 이때, pIRES-CAR-E1B55KDa plasmid가 

들어간 세포와 아닌 세포를 구별하기 위해 1×vitamin solution과 10 % 

FBS가 포함되어 있는 MEM 배지에 1.2 mg/ml 농도의 neomycin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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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였다. pIRES plasmid가 neomycin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lasmid가 들어간 세포들은 저항성을 가져서 죽지 않고 계속 

생장하여 하나의 군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8-10일 정도 지났을 때 100 φ 

dish를 확인해보면 육안으로도 구분될 정도로 군락이 보이게 되었다. 이 

군락을 다른 세포와 섞이지 않도록 이 군락 부위만 1×trypsin (Hyclone) 

으로 100 φ dish에서 떨어지도록 하여 얻은 후 48 well 로 옮겨 

배양하였다. 그 후 12 well, 6 well 을 거쳤을 때 일부의 세포를 GFP 

virus에 감염시켜 48시간 후 GFP의 발현량으로 stable cell line이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하였다. 

 

11.복제능력 측정 (Replication test) 

6 well 에 1×105 cell/well 로 분주되어 있는 A375 세포에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Ad-3484-NC) 를 각각 5×105 PFU/well 로 

감염시켰다. 48 시간 후 모든 세포와 배지를 모아 15 ㎖ 튜브에 넣고 

원심분리를 시킨다. 상층액은 1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상층액은 새로운 

15 ㎖ 튜브에 넣어놓고 가라앉은 pellet 을 freezing & thawing 과정을 

3 번 거쳤다. 그 후 다시 원심분리를 시킨 후 pellet 만 남기고 모든 

상층액을 아까 상층액을 담았던 튜브에 넣었다. 그 후 상층액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역가 (titration) 를 측정하기 위해 전날 미리 5 % 

DMEM 배지로 96 well plate 에 깔아놓은 293A 세포주에 End-point di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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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를 이용하여 역가를 결정하였다. 정제한 바이러스를 10-7 부터 10-

14 까지 희석하여 plaque 을 형성하는 well 의 개수를 세어 실제 활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수를 측정하였다. 

 

12.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은 생후 6-8주 된 체중 20 g 내외의 C57BL/6 수컷 쥐를 

사용하였다. 이들 쥐는 오리엔트 바이오사 (오리엔트 바이오, Seongnam, 

Korea) 에서 구입하여 SPF (Scientific Pathogenic Free) 사육실에서 

Polycarbonate cage에 5마리씩 넣어 멸균된 수돗물과 Pellet 사료 (중앙 

실험동물, Korea) 를 공급하고 청정공기를 제공하여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게 사육하였다. 반입된 쥐들은 1주일의 적응기간을 둔 후 동물 

실험으로 사용하였다. 

 

13. 세포 사멸 능력 측정 (LDH assay) 

 동물 실험을 진행하면서 한 그룹당 한 마리씩 분리하여 바이러스를 처음 

찔렀을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비장을 분리하였다. 비장에서 면역세포

를 분리하기 위해 비장을 60 φ dish 위에 있는 여과기에 넣고 1 ㎖ PBS

를 넣어 비장을 마르지 않게 하였다. 5 ㎖ 주사기 끝에 있는 고무를 사용

하여 비장을 갈아 비장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모두 60 φ dish로 빠지게 

하였다. 그 후 15 ㎖ tube에 dish로 빠진 면역세포를 옮긴 후 PBS로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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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씻어 모두 15 ㎖ tube로 옮겼다. 원심분리를 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후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해 RBC lysis buffer를 넣어주고 어둠에서 15분 후 

다시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약간의 PBS로 세포를 잘 풀

어준 후 PBS를 tube에 가득 채운 후 다시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RPMI (Hyclone) 배지를 2 ㎖ 넣어 세포를 잘 풀어준 후 세포 

수를 세었다. 하루 전에 96 well plate에 1×104 cell/well로 미리 깔아 

놓은 B16BL6에 10:1, 5:1, 2:1, 1:1의 비율로 면역세포를 co-culture한 

후 4시간 후에cytoTox 96® 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Promega) 를 사용하여 세포 사멸 정도를 측정하였다. 사멸 정도의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Cytotoxicity % = (experimental release − 

spontaneous release)/(total release − spontaneous release). 

 

14.통계 처리 

Graph pad를 이용하여 그래프 작성 및 t-test를 사용하여 실험결과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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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4-1BBL와 shTGFβ2를 발현하는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 (dl324-4-

1BBL-shTGFβ2) 의 제작 및 발현 확인 

In vitro 실험을 하기 위해 4-1BBL, shTGFβ2, 그리고 4-1BBL–shTGFβ2를 발

현하는 복제불능의 아데노바이러스를 각각 제작하였다 (그림 1). 그 후 

실질적으로 각각의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발현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대조

군 바이러스인 dl324-NC와 dl324-4-1BBL 바이러스를 A375 세포에 감염시

킨 후 western blot 분석으로 4-1BBL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4-

1BBL이 낮은 MOI에서도 발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A). 

최종 바이러스인 dl324-4-1BBL-shTGFβ2에서도 역시 발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B). TGFβ2는 shRNA를 사용하여 mRNA를 억제함으로써 

TGFβ2의 발현억제를 하였기 때문에 real-time PCR을 진행하였고, 실질적

으로 단백질에서도 발현이 억제되어 분비량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LISA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으로 mRNA의 양이 감소하였고, 

분비된 단백질의 양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A, 3B). 

역시 최종 바이러스인 dl324-4-1BBL-shTGFβ2를 감염시켜 확인한 결과 역

시 shTGFβ2로 인해 TGFβ2의 mRNA와 단백질의 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C,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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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러 종류의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의 구성표 

dl324-NC 바이러스는 대조군으로 사용되는 바이러스이며 dl324-4-1BBL, 

dl324-shTGFβ2, dl324-4-1BBL-shTGFβ2는 3개의 다른 종류의 실험군 

아데노바이러스이다. dl324-4-1BBL는 human 4-1BBL이, dl324-shTGFβ2는 

human shTGFβ2 shRNA가, dl324-4-1BBL-shTGFβ2는 human 4-1BBL와 shTGFβ 

2shRNA가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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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tomegalovirus promoter, h4-1BBL : human 4-1BBL, hshTGFβ2 : shRNA 

of human TGF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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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1BBL이 발현되는 복제 불능 아데노바이러스의 4-1BBL 발현 

확인 

대조군인 dl324-NC와 실험군 dl324-4-1BBL 바이러스를 6 well plate에 

배양시킨 A375 세포에 각각 1 MOI, 10 MOI를 감염시켰다. 감염 48시간 

후에 western blot 분석을 하기 위해 각 well당 세포용해를 위한 sample 

buffer를 처리하고 SDS-PAGE를 실행하였다(A). 같은 방법으로 A375 

세포에 대조군 바이러스, 모든 실험군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48시간 후 

sample buffer를 처리하고 SDS-PAGE를 실행하였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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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hTGFβ2를 발현하는 바이러스의 mRNA와 단백질의 감소 

대조군인 dl324-NC와 실험군인 dl324-shTGFβ2 바이러스를 6 well에 

1×105 cell/well로 배양한 A375 세포에 여러 MOI로 감염시켰다. ELISA를 

하기 위해서 감염 6시간 후에 배지를 DMEM을 FBS가 없는 상태로 갈아주고 

48시간을 배양하였다. mRNA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실행한 Real-time 

PCR은 배지를 걷어내고 얻은 세포에서 검출하여 실행하였으며 ELISA는 

FBS가 없는 DMEM 배지를 사용하여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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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TGFβ 경로의 주요 

단백질의 활성도 측정 

shTGFβ2로 인한 TGFβ2의 억제로 인한 TGFβ2의 주요한 경로들에 위치

한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4). shTGFβ2가 들어있는 바이러스

인 dl324-shTGFβ2, dl324-4-1BBL-shTGFβ2가 감염된 세포에서 세포 성장 

및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인 p-Akt, p-Src, p-STAT3, p-p65의 활성이 줄었

으며, 세포 전이 과정인 EMT과정에 관련된 단백질인 N-cadherin, β-

catenin의 활성 역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4-1BBL 단

독으로 들어있는 바이러스에서는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

림 4).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shTGFβ2가 들어있는 dl324-4-1BBL-

shTGFβ2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서는 세포 성장 및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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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1BBL과 shTGFβ2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의 생존 관련 신호물질과 EMT 관련 신호물질의 변화 

6 well에 배양되어 있는 A375 세포에 여러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50 

MOI로 감염시킨 후, 48시간 후에, western blot 분석을 준비하여 실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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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능력 변화 

shTGFβ2를 사용하여 TGFβ의 양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림 4에서도 

보았듯이 암세포의 성장에 관련된 단백질의 활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암세포에 dl324-4-1BBL-shTGFβ2를 감염시켰을 때 

얼마만큼 세포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세포증식 분석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대조군인 dl324-NC를 감염시킨 세포에 비해 

dl324-4-1BBL-shTGFβ2를 감염시킨 세포에서 증식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 dl324-shTGFβ2를 감염시킨 세포에서도 

증식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dl324-4-1BBL 을 감염시킨 

세포에서는 거의 감소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암세포의 

증식능력에 4-1BBL의 발현여부는 관여하지 않고 TGFβ2를 억제하였을 때 

증식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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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1BBL과 shTGFβ2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의 증식능력의 변화 

 96 well에 A375 세포를 5000개를 배양하여 24시간이 되기 전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50 MOI씩 감염시킨다. 감염한지 48시간이 지난 후에 MTS 용액

을 넣고 37℃ 5 % CO2 항온배양기 안에 넣고 반응시킨다. 4시간이 지난 후

에 세포가 얼마나 증식했는지를 OD값으로 측정한 후 대조군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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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세포의 이동능력 변화 

 암세포의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혈관으로 이동하여 

EMT과정을 거쳐 혈관 내를 돌아다닌다고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암세포가 전이될 때 TGFβ family가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그림 

4에서도 보았듯이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활성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초기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암세포의 이동능력이 dl324-4-

1BBL-shTGFβ2를 감염시켰을 때얼마만큼 감소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이동능력의 감소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이동분석 

(migration assay) 을 실행하였다 (그림 6). 세포에 감염한지 48시간이 

지난 후에 스크레퍼로 세포를 제거하였다. 제거한지 0시간에 현미경으로 

세포 사진을 찍었고 (그림 6A), 48시간이 지난 후에 세포 사진을 찍어 

(그림 6B) 얼마만큼 세포가 이동했는지를 측정하였다. dl324-4-1BBL-

shTGFβ2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서 대조군인 dl324-NC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 비해 이동속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dl324-

shTGFβ2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서도 이동속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TGFβ2의 발현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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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세포의 이동능력 

변화 

감염한 후로부터 48시간이 지난 후 scraper를 사용하여 세포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공간을 만든 때를 0시간으로 한 후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 

비교하였다. A375 세포에 dl324-NC, dl324-shTGFβ2, dl324-4-1BBL-

shTGFβ2 바이러스는 각각 50 MOI를 감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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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세포의 침투능력 변화 

 암세포가 생기고 비정상적인 생장이 이루어지면서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혈관 근처로 이동한 후 

extracellular matrix barrier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침투 능력이 각각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얼마나 조절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invasion assay를 진행하였다 (그림 7). 그 결과, 

대조군인 dl324-NC에 비해 dl324-shTGFβ2와 dl324-4-1BBL-shTGFβ2를 

발현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ECM chamber로 침투된 세포들의 양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용은 TGFβ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며, 4-1BBL의 발현여부는 암세포의 침투능력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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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암세포의 침투능력 

변화 

각각의 바이러스를 6 well에 1×105 cell/well로 배양되어 있는 A375 

세포에 50 MOI로 감염시킨 후 48시간 후에 FBS가 없는 배지를 사용하여 

1×106 cell/㎖의 농도 세포를 얻은 후 ECM chamber에 300 ㎕ 넣어주고 

바깥 부분을 10 % FBS가 포함된 배지로 채워주었다. 다시 48시간이 지난 

후에 ECM chamber 안쪽에 침투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고 바깥에 침투된 

세포를 kit 안에 들어있는 detachment 용액으로 membrane에서 제거한 뒤 

lysis 용액과 염색 용액으로 세포를 용해/염색하였다. 15분이 지난 후에 

fluorescence reader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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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면역세포의 활성도 변화 

4-1BBL과 TGFβ는 대표적인 면역관련 유전자이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 보았다. 4-1BBL은 T 세포의 생장과 생존, CTL 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co-stimulatory 분자이기 때문에 CTL에서 분비되는 

IFN-γ와 T 세포에서 CTL로 분화하기 위해 분비되는 IL-2의 변화를 보았다. 

또한 TGFβ에 의해서는 대식세포의 GM-CSF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GM-CSF의 변화를 보았다. 면역세포의 활성도에 대한 

실험은 48시간 동안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후에 건강한 기증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1×105 cell/well의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 을 

함께 배양하였다. 배양 48시간이 지난 후 배지를 모두 얻어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만 분리하여 ELISA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IFN-γ와 IL-2, GM-

CSF는 대조군인 dl324-NC에 비해 유전자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인 dl324-4-

1BBL, dl324-TGFβ2, dl324-4-1BBL-shTGFβ2를 감염시킨 세포와 같이 키운 

PBMCs에서 더 분비되는 것으로,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IL-2는 ELISA 결과에서 dl324-4-1BBL-shTGFβ2와 dl324-

4-1BBL 바이러스가 dl324-shTGFβ2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그룹에 비해 IL-

2의 양이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IL-2는 TGFβ의 감소보다는 4-1BBL의 

발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8B). 반면에 IFN-γ와 GM-

CSF는 4-1BBL과 shTGFβ2를 동시에 발현시킴으로써 다른 그룹에 비해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A,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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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l324-4-1BBL-shTGFβ2 감염에 의한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s) 의 활성화 측정 

 1×105 A375 세포를 각각 dl324-NC, dl324-4-1BBL, dl324-shTGFβ2, 

dl324-4-1BBL-shTGFβ2 바이러스로 50 MOI로 감염시킨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분리한 PBMC를 1×105 cell/well로 

넣어 같이 배양하였다. 같이 배양한지 48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배지를 

E-tube에 넣은 후 원심분리를 하여 상층액만 얻어 ELISA를 실행하였다. 

IFN-γ(A),IL-2(B), GM-CSF(C)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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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물실험을 위한 Stable cell line의 제작 

면역 관련 유전자인 4-1BBL 과 shTGFβ2 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면역이 결핍된 쥐를 사용할 수 없어 면역체계가 정상인 C57BL/6 

쥐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쥐의 암세포주에서는 coxsackie adenovirus 

receptor(CAR)가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 type 5 의 감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실험실에 존재하는 쥐의 암세포주인 

B16BL6 역시 CAR 의 발현량을 확인하였었는데 발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쥐의 암세포주에서 아데노바이러스의 early gene 인 

E1B55KDa 가 없는 virus 의 replication 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34, 35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CAR 와 E1B55KDa 가 동시에 

발현되는 세포주가 필요했다. CAR-E1B55KDa 가 동시에 발현되는 세포주를 

만들기 위해서 pIRES vector 에 CAR 와 E1B55KDa 를 sub-cloning 하여 

pIRES-CAR-E1B55KDa 를 만든 후, B16BL6 에 transfection 을 통해 B16BL6-

CAR-E1B55KDa stable mouse cell line 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stable cell 

line 에서 CAR 와 E1B55KDa 가 발현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GFP 

바이러스의 감염 확인, 복제능력 측정을 실행하였다 (그림 9, 10, 11). 

첫 번째로 neomycin 처리 후에도 살아남은 B16BL6-CAR-E1B55kDa 

세포주에서 GFP 바이러스 감염시켜 48 시간이 지난 후 GFP 발현 여부로 

CAR 가 발현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Neomycin 에 저항성이 있는 

9 개의 stable cell line 중 3, 4, 5, 9 번의 세포에게서 GFP 발현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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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9). 두 번째로 B16BL6-CAR-E1B55KDa 

세포주가 E1B55KDa 를 발현시킴으로써 종양선택적 살상 바이러스의 

복제능력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E1B55KDa 가 얼마만큼 

발현되는지를 western blot 분석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나 western blot 용 

항체가 없기 때문에 대신 논문의 내용 35,36 을 참고하여 종양 선택적 살상 

바이러스인 Ad-3484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48 시간 뒤에 세포주 안에서 

바이러스의 late 유전자의 발현이 되는지를 western blot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5 번과 9 번의 세포에서 human 암세포인 DU145 에 

감염되어 발현되는 것과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 late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A). 이런 바이러스의 late 유전자 발현이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복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제능력 

분석 (replication assay) 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바이러스 late 

유전자의 발현과 비슷한 결과의 복제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5 번 세포주가 바이러스의 복제능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5 번 세포주를 실험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10B). 실질적으로 

실험에 사용하게 되는 5 번 세포주의 감염 효율성을 확인해 보았다. 50 

MOI, 100 MOI, 500 MOI 의 GFP 바이러스를 B16BL6 세포주와 B16BL6-CAR-

E1B55KDa 세포주에 감염시킨 후 48 시간이 지났을 때 형광현미경을 통해 

GFP 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B16BL6 세포주에서는 500 MOI 를 

처리해도 감염이 거의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림 11A), B16B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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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1B55KDa 세포주 (5 번 세포주) 에서는 50 MOI 만 처리해도 대부분의 

세포에 GFP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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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FP 를 발현하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제작한 B16BL6–CAR-

E1B55KDa stable cell line 의 감염능력 확인 

B16BL6 에 pIRES-CAR-E1B55KDa plasmid 를 transfection 한 후, 2 일 후에 

세포를 1/10 의 비율로 희석하여 neomycin 이 포함된 배지를 사용하여 

100φ dish 에 배양하였다. 8~10 일이 지났을 때, 여러 colony 중 9 개를 

1×trypsin 을 사용하여 떼어낸 후 48 well 이나 96 well plate 에 옮겨 

배양하였다. 9 개의 colony 에서 계속해서 세포를 배양한 후 6 well 

plate 에 일정양의 세포를 옮겨 GFP 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48 시간이 지난 후에 현미경으로 GFP 의 발현여부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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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여러 B16BL6-CAR-E1B55KDa stable cell line에서의 바이러스 

복제능력 확인 

여러 colony 중 GFP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GFP가 발현되었던 (그림 9) 

3번, 4번, 5번, 9번 B16BL6-CAR-E1B55KDa stable cells을 1×105 

cells/well로 배양한 후에 oncolytic control adenovirus (Ad-3484-NC) 

를 50 MOI로 감염시켰다. 아데노바이러스가 잘 복제되는 인간 

전립선암세포주인 DU145에 oncolytic virus를 positive control (PC)로 

사용하였고 B16BL6-CAR stable cell line을 negative control (NC)로 

사용하였다. 감염 48시간 후에 아데노바이러스의 late 유전자를 Western 

blot 분석으로 확인하였다(A). B16BL6-CAR, 3번, 4번, 5번, 9번 B16BL6-

CAR-E1B55KDa stable cell line에 oncolytic virus를 감염시키고 2일 

후에 세포를 15 ㎖ tube에 모은 후3번의 freezing & thawing 과정을 겪은 

후 원심분리로 상층액을 얻었다. 그 상층액을 이용하여 96 well pla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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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cell/well로 배양되어 있는 293A 세포에 상층액을 10-7에서 10-14 

까지 희석시킨 후 end-point dilution assay 를 진행하였다(B). 

 

 

그림 11. GFP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B16BL6-CAR-E1B55KDa 

stable cell line의 5번 cell line의 감염 효율성 확인 

 B16BL6 (A) 세포와 수립된 B16BL6-CAR-E1B55KDa (B) 세포주에 GFP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각각 50 MOI, 100 MOI, 500 MOI로 감염시켰다. 

48시간이 지난 후에 GFP의 발현여부로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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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use 4-1BBL과shTGFβ2를 발현하는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및 발현 확인 (Ad-3484-m4-1BBL-mshTGFβ2) 

In vivo 실험을 하기 위해 mouse 타입의 m4-1BBL, mshTGFβ2, 그리고 m4-

1BBL–mshTGFβ2를 발현하는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각각 제작

하였다 (그림 12).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란 일반세포에서는 복

제를 하지 않고 종양 내에서만 특이적으로 복제하여 세포를 뚫고 나오는 

기능을 하는 바이러스로써, 복제에 필요한 유전자인 E1A는 존재하지만 종

양선택적 기능을 하기 위해 E1B55KDa가제거된 형태의 바이러스를 의미한

다. p53가 정상적인 일반세포에서 E1B55KDa가 없는 아데노바이러스는 복

제가 억제되지만, p53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암세포에서는 p53이 아데노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제된 많은 양의 바이러스로 

인해 세포가 죽게 된다. 각각의 바이러스를 제작한 후 실질적으로 각각의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발현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대조군 바이러스인 Ad-

3484-NC와 Ad-3484-m4-1BBL 바이러스를 B16BL6-CAR-E1B55KDa 세포에 감염

시킨 후 western blot 분석으로 4-1BBL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4-1BBL의 

발현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A). 최종 바이러스인 

Ad-3484-m4-1BBL-shTGFβ2의 4-1BBL도 발현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림 13B). 그리고 Ad-3484-NC와 Ad-3484-mshTGFβ2 바이러스를 

B16BL6-CAR-E1B55KDa 세포에 감염시킨 후 TGFβ mRNA의 양과 단백질의 발

현을 Real-time PCR로 확인한 결과 효과적으로 mRNA의 양이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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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를 시행한 결과 분비된 단백질의 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14A). 같은 방법으로 최종 바이러스인 Ad-3484-m4-1BBL-mshTGF

β2를 B16BL6-CAR-E1B55KDa 세포에 감염시켜 확인한 결과 역시 TGFβ2의 

mRNA와 단백질의 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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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여러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oncolytic adenovirus) 

의 구성표 

Ad-3484-NC virus은 대조군 바이러스이며 3 종류의 실험군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Ad-3484-m4-1BBL는 mouse 4-1BBL이, 

Ad-3484-mshTGFβ2 바이러스는 mouse shTGFβ2 shRNA가, Ad-3484-m4-

1BBL-mshTGFβ2 바이러스는 mouse 4-1BBL과 mouse shTGFβ2 shRNA가 

동시에 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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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tomegalovirus promoter, m4-1BBL : mouse 4-1BBL, mshTGFβ2 : mouse 

TGFβ2의 sh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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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4-1BBL 유전자가 들어있는 종양선택적 아데노바이러스의4-1BBL 

발현 확인 

6 well에 B16BL6-CAR-E1B55KDa cell line을 1×105 cell/well로 배양시킨 

후 24시간 이전에 Ad-3484-NC 바이러스와Ad-3484-m4-1BBL 바이러스를 

각각 1 MOI, 10 MOI로 감염하였다. 감염 36시간 후에4-1BBL의 발현을 

SDS-PAGE를 실행하였다(A). 같은 방법으로 B16BL6-CAR-E1B55KDa cell 

line에 대조군 바이러스, 모든 실험군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48시간 후 

sample buffer를 처리하고 SDS-PAGE를 실행하였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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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ouse shTGFβ2 유전자를 포함한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TGFβ2의 mRNA와 단백질의 양의 변화 

Ad-3484-NC 와 Ad-3484-mshTGFβ2 바이러스를 6 well 에 B16BL6-CAR-

E1B55KDa 이 1×105 cell/well 로 배양된 세포에 여러 MOI 를 감염시켰다. 

Real-time PCR 로 mRNA 의 양과(A) ELISA 로 단백질의 양을(B) 확인하였다. 

shTGFβ2 유전자를 포함한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인 Ad-3484-m4-

1BBL-mshTGFβ2 을 감염시켰을 때도 real-time PCR 로 mRNA 의 양과(C) 

EILSA 로 단백질의 양을(D)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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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물 실험  

In vitro 에서의 실험은 4-1BBL 을 발현하고 동시에 TGFβ2 를 억제하게 

되면 종양을 억제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in vivo 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역력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C57BL/6 쥐에 만들어진 쥐의 암세포인 

B16BL6-CAR-E1B55KDa 세포주를 주사하여 종양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한 

그룹당 5 마리의 쥐에 stable cell line 을 1 × 107 cell/mouse 로 

주사하여 종양의 크기가 평균 70 ㎣ 가 되었을 때 격일로 바이러스를 총 

3 번 주사한 후 종양의 크기와 쥐의 생존능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15, 16). 

그 결과 종양의 크기에서는 oncolytic-m4-1BBL-mshTGFβ2 를 처리하였을 

때의 크기가 oncolytic-m4-1BBL, oncolytic-mshTGFβ2 를 각각 처리한 

그룹과 비교해서 초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하는 oncolytic-m4-1BBL-mshTGFβ2 를 

처리한 그룹에서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생존율은 oncolytic-m4-1BBL-mshTGFβ2 를 처리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이러스가 종양에 감염되면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일어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장을 떼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LDH assay 로 측정하였다. 그룹당 한 마리씩 똑같이 실험을 

진행한 후 종양의 크기가 PBS 대조군에 비교하였을 때 종양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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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에 비장을 떼어 면역세포를 분리하여 

실험을 하였다. 바이러스를 투여한 날을 1 일로 했을 때 14 일 후에 

비장을 떼어낸 후면역세포를 분리하였다. 96 well 에 미리 깔아놓은 

B16BL6-CAR-E1B55KDa cell line 에 면역세포를 10:1, 5:1, 2:1,1:1 의 

비율로 넣어 4 시간 동안 co-culture 한 후 LDH assay 를 진행하였다 (그림 

17). oncolytic-m4-1BBL-mshTGFβ2 를 처리한 쥐의 면역세포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종양 살상 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 oncolytic-m4-1BBL-mshTGFβ2 를 처리한 그룹에서의 종양의 크기가 

다른 그룹에 비해 작고 생존율이 높은이유는 바이러스를 처리한 후 

면역체계의 활성화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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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여러 바이러스로 인한 종양의 크기 변화 

 C57BL/6 쥐에 B16BL6-CAR-E1B55KDa을 1×107 cell/100 ㎕의 용량으로 

피하에 주사하여 종양을 형성하였다. 주사 5~7일 후 종양이 평균 70 ㎣의 

크기가 되었을 때, 한 그룹당 5마리의 쥐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1×1010 

PFU/100 ㎕의 용량으로 종양에 총 3번 격일로 주사하였고 그 후에 종양의 

크기를 격일로 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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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각 그룹 쥐들의 생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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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각 그룹의 쥐에서 얻은 비장의 면역세포로 측정한 종양 살상능 

측정 

C57BL/6 쥐에 B16BL6-CAR-E1B55KDa 세포를주사하여 형성한 종양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처음 감염시킨 날로부터 14 일 후에 비장을 떼어내었다. 

각 그룹의 비장은 여과기와 5 ㎖ 주사기의 고무를 사용하여 갈아 

면역세포를 추출한 후 전날 96 well 에 1×104 cell/well 로 배양한 

B16BL6-CAR-E1B55KDa 세포에 10:1, 5:1, 2:1, 1:1 의 비율로 면역세포를 

넣고 같이 배양하였다. 같이 배양한지 4 시간이 지난 후에 원심분리를 

하여 분리된 상층액으로 LDH assay 를 진행하여 면역세포의 종양 살상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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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최근에는 암의 사멸에 관여하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를 이용한 암 유전자 치료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미세전이 또는 진행형 전신전이를 

보이거나 기존의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암세포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4-1BBL 

유전자와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TGF-β2를 억제시키는 shTGFβ2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사용하여 암세포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4-1BBL 유전자는 낮은 MOI에서도 잘 발현되었는데,혹시 높은 MOI를 

처리하여 높은 양의 4-1BBL이 발현되었을 때 그 자체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다른 co-stimulatory molecule을 

사용하였을 때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에37-39, 예상대로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대조군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와 비교하여 세포의 

모양이 변하거나 죽지 않았다. 바이러스를 처리하고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에도 단독으로 4-1BBL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 반면 shTGFβ2를 사용하여 

TGFβ2의 발현을억제시켰을 때에는 종양의 여러 신호가 바뀌었다. 

대조군인 dl324-NC에 비해 dl324-shTGFβ2, dl324-4-1BBL-shTGFβ2를 

감염시킨 암세포에서는 생장 및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활성화, 이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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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능력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dl324-4-

1BBL을 감염시킨 암세포에서는 대조군을 감염시킨 암세포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4-1BBL의 발현은 

생장 및 전이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면역세포와 같이 배양하였을 

때의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보았을 때는 4-1BBL, shTGFβ2 모두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BBL과 

shTGFβ를 동시에 발현하였을 때 상승작용을 보였다. 면역세포의 활성도 

실험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40-42 4-1BBL은 T 

세포와 관련되어 IFN-γ의 양을, shTGFβ2는 대식세포와 관련되어 GM-

CSF의 양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면역력이 갖추어진 C57BL/6 쥐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여러 논문에서 

인간의 바이러스가 쥐의 세포주에는 감염이 되지 않으며 복제 역시 잘 

안된다는 논문들을 보고 초기 감염에 필요한 CAR receptor와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E1B55KDa를 B16BL6 세포주에 transfection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B16BL6-CAR-E1B55KDa 세포주를 GFP바이러스와 

복제능력을 확인하여 최종 5번 B16BL6-CAR-E1B55KDa 세포주를 사용하게 

되었다. 5번 세포주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여러 세포주에 

똑같은 plasmid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유전자 발현의 정도에는 차이가 



- 57 - 

 

있다라는 것이었다.  

 동물실험에 적합한 세포주를 만든 후 동물에 감염시킬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 확인 후 동물실험을 실행하였다. 실험실에 

일주일정도 적응기간을 둔 뒤 종양세포를 찔러 평균 70 ㎣가 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총 3번 찌른 뒤 종양 크기를 측정하였다. Oncolytic control 

virus는 PBS보다는 효과가 좀 있었지만 바이러스의 의한 항종양 효과 

하나만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생존능력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Oncolytic-m4-1BBL, oncolytic-mshTGFβ2 바이러스는 하나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으로도 초반에는 효과가 좋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Oncolytic-m4-1BBL-mshTGFβ2는 

다른 그룹에 비해 종양도 작고 커지는 속도도 느리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바이러스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면역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자여서 지속적인 항종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를 종양의 크기를전체적으로 평균 70 ㎣ 로 

놓고 실험을 하였는데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 바이러스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로 인한 가시적인 항종양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한 그룹 내에서 크기가 작았던 쥐들은 큰 쥐들에 

비해 커지는 속도도 느렸으며 생존능력도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CTL의 항종양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LDH assay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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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기능은 4-1BBL과 shTGFβ2에 의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항종양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LDH assay 결과에서도 oncolytic-m4-1BBL-mshTGFβ2를 처리한 

그룹에서는다른 그룹에 비해서 CTL의 활성화 기능이 향상되었지만 

oncolytic-m4-1BBL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물론 평균값으로 보자면 oncolytic-m4-1BBL을 처리한 그룹보다는 

높은 효과이지만 oncolytic-mshTGFβ2를 처리한 그룹이 PBS, oncolytic 

control에 비해 CTL의 활성화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oncolytic-m4-1BBL-

mshTGFβ2를 처리한 그룹은 단독의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룹에 비해 높은 

CTL효과를 보일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후 TGFβ, 4-

1BBL에 관한 여러 논문의 CTL 활성화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41,43-48 TGFβ를 

억제하거나 4-1BBL에 의한 효과만로도 충분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논문들의 내용을 보고 4-1BBL을 발현하고 TGFβ를 억제하는 두 유전자가 

들어있을 때 종양세포 안에서 4-1BBL의 발현은 충분하지만 TGFβ의 

억제되는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그림 14)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로 

생각한다. 바이러스의 MOI를 높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MOI를 높였을 

때의 세포 독성 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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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전이 및 생장 억제와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암세포 치료를 위해 4-1BBL과 shTGFβ2를 발현하는 종양 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였다.  

In vitro 실험을 진행한 결과 shTGFβ2를 사용하여 TGFβ2를 

억제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생장 및 전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이 낮아짐으로써 암세포의 이동 및 침투능력 감소가 있었다. In 

vitro 실험으로 PBMC를 분리하여 같이 배양한 결과 4-1BBL과 shTGFβ2가 

발현되면 면역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발현되면 더욱 상승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4-1BBL과 

shTGFβ2를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에 동시에 탑재하여 

발현시키는 것이 4-1BBL 또는 shTGFβ2 각각 유전자의 단독 발현보다 

좋은 항암효과를 볼 수 있었다. In vivo 실험에서도 단독 유전자의 

발현보다 4-1BBL과 shTGFβ2를 동시에 발현시켰을 때 종양의 크기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면역세포의 활성에도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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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enovirusexpressing both 4-1BBL and shRNA of TGFβ2 was developed to 

examine its anti-tumor effects. 4-1BB, a co-stimulatory member of the TNFR family, 

is expressed by activated CD4 and CD8 T cells. 4-1BBL, a ligand of 4-1BB, is 

expressed by activated antigen presenting cells (APCs), including dendritic cells, 

IFN-γ-activated macrophages and Ig or CD40 ligand-activated B cells. The known 

functions of 4-1BBL are activation, survival, and proliferation of T cells. If no 

secondary signals were related to the co-stimulatory molecules in T cells, the T cells 

would be unable to survival and differentiateinto other cells. However, TGFβ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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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the TGFβ family, is a well-known helper of immune suppression and 

cancer progression through its ability to activate regulatory T cells, suppress GM-

CSF expression, and activate of metastatic and invasion abilities in cancer cells. 

Var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suppression of TGFβ2 enhances the immune 

system and reduces the metastatic ability of cancer cells. Based on this evidence, we 

designed an adenovirus that expressed both 4-1BBL and the shRNA of TGFβ2. The4-

1BBL gene was inserted into the E1 region and shTGFβ2 was inserted into the E3 

region of adenovirus type 5 by homologous recombination. An expected effect was 

that this modified adenovirus would suppress tumor metastasis and invasion abilities 

and activate the immune system. 

An in vitro study was also conducted by infectingreplication-defective 

adenovirusesinto an A375 cell line.The cellular level of 4-1BBL was confirmed by 

Western blotting and the level of TGFβ2 by real-time PCR and ELISA. Several 

proteins related to tumor survival and metastasis werethen investigated by Western 

blottingafter infection with dl324-shTGFβ2 and dl324-4-1BBL-shTGFβ2. Cancer 

characteristics through these changes were confirmed by other experiment conducted 

after infection with dl324-4-1BBL-shTGFβ2: These included measurements of 

inhibition of proliferation, migration, and invasion ability by the MTS assay, 

migration tests, and invasion assay. These tests achieved the same results as the 

Western blot experiment: all three measured activities were reduced whencells were 

infected by viruses expressing shTGFβ2.An experiment of immune cell activation by 

co-cultivation of PBMCs and virus-infected cancer cells showed that express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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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N-γ, IL-2, and GM-CSF were increased to a greater extent by a combination of 

virus-expressed 4-1BBL andshTGFβ2 than by virus-expressed 4-1BBL or shTGFβ2 

alone. Immune cells were also activated by the virus expressing both 4-1BBL and 

shTGFβ2. 

The potential of a virus expressing 4-1BBL and shTGFβ2 for use in cancer therapy 

was examined by an animal experiment. Stable B16BL6-CAR-E1B55KDa cell lines 

were injected subcutaneously into mice.Tumor growth rate was reduced and survival 

rate increased in the mouse group injected with oncolytic m4-1BBL-shTGFβ2 

adenovirus. An LDH assay using immune cells obtained from the spleen after 2 

weeks of injection of viruses showed that CTL activity was enhanced by the 

oncolytic-m4-1BBL-shTGFβ2. 

These in vitro and in vivo experiments demonstrated that an oncolytic 4-1BBL-

shTGFβ2 adenovirus can improve survival, reduce metastatic abilities, and increase 

immune functions. 

 

 

 

 

Key words : 4-1BBL, TGFβ2, immunity, EMT, survival, cancer cell 

death, cancer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