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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암환자 본인의 면역반응을 통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다양

한 항암면역치료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백신은 암항원을 매개

로 암세포 특이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암세포가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주조직적합성 복합체(MHC) 발현을 감

소시키거나 변이된 암 항원을 제시하여 체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

하지 못하게 하여 치료효과를 회피한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으며,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암세포의 면역반응 회피를 극복하고 항암면역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자연 살해 T세포 리간드(α-GC)를 적재한 B세포와 단핵구를 항원

제시세포로 사용하는 면역치료백신을 통하여 주조직적합성 복합체(MHC)

의 발현이 감소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전립선암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

항원 PSMA, PAP 을 이용한 면역치료백신을 정립하고 그 백신에 의한

면역반응과 항암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변이된 암 항원 극복을

위해 단일 항원이 아닌 항원 PSMA, PAP 을 융합한 암 항원을 개발하여

각각의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 활성분석과 항암치료효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먼저 PSMA 의 DNA 서열정보를 통해 human MHC class  Ⅰ

binding affinity 가 높은 부분과 PSMA 에서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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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만 선정하여 PAP 과 함께 연결한 융합형 항원을 두 가지

형태(PAP-PSMA, PSMA-PAP)로 제작하였다. 그 다음 아데노바이러스

프로모터 방향에 따른 두 가지 벡터(pAdk35F, pAdk35R)에 제작한 융합형

항원을 각각 도입하여 네 종류의 바이러스를 제작하였고, 네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를 human 과 mouse 의 B 세포와 단핵구에 각각

감염시켰을 때 세포에서의 PSMA 와 PAP 발현이 높은

바이러스(Adk35R_PAP-PSMA, Adk35R_PSMA-PAP)를 선택하였다. 또한 두

종류의 바이러스로 면역치료백신을 제작하여 종양을 가진 마우스에게

투여하였을 때 항암효과가 우수한 바이러스(Adk35R_PSMA-PAP) 한

종류를 선택하였다.

추가적으로, 융합한 전립선 암 항원을 발현하고 α-GC 를 적재한 B

세포와 단핵구 기반의 면역치료백신(BVAC-P)에 의한 선천성 면역반응과

적응면역반응의 유도를 마우스모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BVAC-P 투여 시 선천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 살해

T세포(NKT세포)와 자연 살해 세포(NK세포)의 활성이 유도되어 사이토카

인 IFN-γ를 분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적응면역반응으로 알려진 암 항

원 특이적인 세포성 면역반응이 활성되어 암 항원이 적재된 타겟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마우스 체내에 PSMA

와 PAP을 발현하는 암세포를 이식한 후 BVAC-P 처리 시, BVAC-P가 암

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B세포와 단핵구에 적재된 α-GC가 NKT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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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고 그 도움으로 B세포와 단핵구의 면역원성을 증가시켜서

선천성 면역반응뿐만 아니라 적응면역반응 활성을 유도하고 종양 성장

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전립선 암에 대

한 단일 항원이 아닌 PSMA와 PAP을 융합한 암 항원을 도입하여 항원

특이적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발전 시

켜 항암면역치료제로 사용 시, 암세포의 특정 암 항원의 변이에도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항암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 : 항암면역치료백신, PSMA(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PAP(Prostatic Acid Phosphatase), 자연살해 T 세포, B 세포, 단핵구, α-

GC(alpha-Galactosyl ceramide)

학번 : 2016-2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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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암 치료방법은 외과적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 요법으로서 임상적

으로 관찰되는 종양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전신적인 전이가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화학요법만이 유일한 항암요법이었다. 현재까지 알려

진 수많은 암의 종류 중에 몇몇 암에 있어서만 국소적 요법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전신적 항암 화학요법

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구토와 설사, 탈모, 빈혈, 감염 및 출

혈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므로 최근에는 환자 본인의 면역기능

을 극대화시켜 부작용을 줄이는 항암면역치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역요법은 종양 특이적 독성 (tumor-specific toxicity)을 유도하여 전신독

성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고, target 항원에 대한 기억 면역반응을 확립함

으로써 기존의 항암요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부각된다

[1]. 항암면역치료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치료제로,

거의 부작용이 거의 없고 수술과 항암치료 후에 미세 잔존 암을 제거하

는데 효과적이어서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덕

분에 최근 암 치료방법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암 면역치료 요법이 단

독 또는 병행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2, 3].

항암면역치료 백신에서 많이 주목되고 있는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DC)는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의 한 종류로, 항원을 T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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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강력한 T세포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특히

암 환경에서는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암 관련 항원(Tumor-Associated Antigen, TAA)을 암세포가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를 통해 제시하게

된다. 수지상세포는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다 종양조직으로 모여 TAA를

인식하게 되고 T세포가 많은 2차면역기관으로 이동하여 CD8+ T세포와

CD4+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림 1)[7]. 활성화 된 CD8+ T세포는 TAA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사멸하고 CD4+ T세포는 항체를 생성한다 [8, 9]. 하지

만 혈액과 림프 조직에 수지상세포가 소수이고 실제 백신제작과정에 고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지상세포 백신을 이용한 세포 면역치료제

개발에 한계가 있다 [10]. 이에 반해 B 세포는 림프 조직이나 혈액에 다량

존재하고 체외에서 쉽게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B세포는 약한 면역원성

때문에 그 동안 주목 받지 못하였지만 [11-13] 활성화된 B 세포의 경우

향상된 항원제시능력으로 CD4+와 CD8+ T 세포 모두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10, 11, 13-19], 이는 B세포가 적절한 자극으로 활성화

되어 항원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제시세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연살해 T 세포(NKT 세포) 활성화에 따른 면역 증강 효과가

수지상세포를 통해 나타난다는 증거가 제시되었고 [20, 21], NKT 세포는

IFN-γ, IL-2, IL-4 등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생성해 체내의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항암면역반응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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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 23].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NKT 세포

리간드인 α-galactosylceramide(α-GC)를 B 세포에 결합시켜서 NK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도움으로 B 세포의 면역원성을 증가시킴으로써 B 

세포에 적재한 항원에 대한 세포독성 T 세포 반응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수지상 세포 백신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14, 24].

추가적으로, 면역원성을 높인 B 세포와 단핵구에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항원을 전달해주어 항암면역치료 백신(BVAC)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BVAC 이 수지상세포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자연 살해

세포(NK 세포)반응, 세포독성 T 세포 반응 및 항체 반응을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25]. 또한, 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 골수성

억제세포(MDSC)들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이 세포가 암

환자의 면역반응을 억제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26]. 본 연구실에서는 최초로 골수성 억제세포 중

하나인 미분화 단핵구에 NKT 세포 리간드를 적재하여 NK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도움으로 단핵구의 면역원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NK 세포의 활성화와 적재한 항원에 대한 세포독성 T 세포

반응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27].

이번 연구에서는 전립선암에서, 특히 후기 암으로 알려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etastatic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에서 과발현된다고 알려진 두 항원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8, 

29]. 전립선암은 최근 들어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암 종류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240,890명 환자 중 33,7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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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망원인 암 2위이다 [30, 31]. 그에 따라 전립선암 진단법 및

치료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전립선암은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지표를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국지적인 전립선암의

경우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전립선암은 전이가 일어난 후 발견이 된다. 전이 후 전립선암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치료방법이다 [32]. 하지만 호르몬치료 방법을 사용한 후에도

재발하여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etastatic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이 발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이단계의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항암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는 추세에 따라 전립선암 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33]. 전립선암에서 과발현된다고 알려진 암 관련 항원들 중

PAP(Prostatic acid phosphatase)과 PSMA(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를 이용한 항암면역치료법 연구 및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연구에서 PAP과 PSMA를 전립선암 항원으로 선택하였다 [34-40].

B세포 및 단핵구를 이용한 전립선암 항암면역치료 백신의 개발을

위해 PAP과 PSMA의 융합형 항원을 가진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해

B세포와 단핵구에 전립선암 항원을 전달하였고 α-GC를 세포 표면에

적재하여 면역원성이 증가된 BVAC-P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BVAC-P의

효과를 마우스 체내에서 확인한 결과 NK세포, NKT세포, CD8 T세포반응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적인 종양 크기 감소효과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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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마우스 (Mice)

실험을 위해 6 주령의 C57BL/6 female mouse 를 Charles River 

Laboratories (Seoul, Korea)에서 구매하였다. 모든 마우스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시설에서 사육되었고 specific pathogen free 상태에서

관리되었으며 모든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2.2 마우스 암 세포주 제작 및 배양

C57BL/6 strain 의 마우스에서 얻은 melanoma cell line B16F10 과 colon 

cancer cell line MC38 을 기반으로 PSMA, PAP, PSMA and PAP 을 발현하는

세포주를 제작하였다 (B16F10-PSMA, B16F10-PAP, B16F10-dual(PSMA/PAP), 

MC38-PSMA, MC38-PAP, MC38-dual(PSMA/PAP)). 세포주 제작 시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transposon system 을 가진 vector(Sleeping Beauty vector, 

Addgene)에 PSMA 와 PAP 을 GeneArt(invitrogen)로 cloning 하였고, 

lipofectamine2000 (invitrogen)으로 transposase vector 와 함께

transfection 하였다. 제작된 세포주는 항생제를 가진 selection media 에서

일주일 정도 안정화 된 후 단일클론선택과정을 거쳤으며 PSMA 와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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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안정된 하나의 cell line 이 제작되었다. 실제적으로 항암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B16F10-dual(PSMA/PAP) 이다. 세포주 제작 과정 중

lipofectamine 2000 처리 시 FBS(Gibco) 10%가 들어간 DMEM(Gibco)배지를

사용하였다. B16F10 세포주와 MC38 세포주 배양에는 10% FBS(Gibco)와

1% penicillin/streptomycin(Lonza)가 첨가된 DMEM(Gibco)배지를

사용하였다. 

제작한 세포주는 각각 B16F10-PSMA 는 puromycin 2 μg/ml, MC38-

PSMA 는 puromycin 2 μg/ml, B16F10-PAP 은 blasticidin 10 μg/ml, MC38-

PAP 은 blasticidin 4 μg/ml 농도의 항생제가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하였으며 B16F10-dual 은 puromycin 2 μg/ml, blasticidin 10 μg/ml

배지에서, MC38-dual 은 puromycin 2 μg/ml, blasticidin 4 μg/ml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바이러스 제작 및 생산에 사용된 HEK293 cell 배양에는 FBS(Hyclone) 

10%, penicillin/streptomycin(Hyclone) 1%이 첨가된 DMEM(Hyclone)이

사용되었다. B 세포백신 제작 및 human PBMC 의 in vitro 배양 시 에는

complete Media(CM) 배지를 사용하였다. Complete media 는 RPMI 1640 

배지에 FBS 10%, Penicillin/Streptomycin(Lonza) 1%, Sodium pyruvate(Gibco), 

NEAA(Non-Essential Amino Acid, Gibco), HEPES(4-(2-hydroxyethyl)-1-

piperazineethanesulfonic acid, Gibco), β-mercaptoethanol(Gibco)으로 맞춰

첨가하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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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립선암 관련 융합형 항원 제작

PSMA 와 PAP 의 서열정보를 IEDB(Immune Epitope Data 

Base)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human MHC class Ⅰ 과의 binding affinity 를

확인하였고, 임상 논문들을 근거로 PSMA 가 일반 세포에서 부작용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다 [36-40].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MA 에서 MHC class Ⅰ binding affinity 가 높으며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부분과 PAP 전체 서열을 연결한 두 가지 형태의 융합형

항원(PAP-PSMA, PSMA-PAP)을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2.4 전립선 암 항원 발현 바이러스벡터 제작

아데노바이러스의 backbone 벡터는 Cellid, Inc(Seoul, Korea)에서

제작하였다. 제작된 아데노바이러스 backbone 벡터에 GeneArt

(Invitrogen)를 이용해 융합형 전립선암 항원을 도입하여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Human embryo kidney 

293 cell line 에 전달하여 바이러스를 생산하였으며 정제 후 titer 를

측정해 사용되었다.

2.5 면역치료백신(BVAC) 제작

6 주령 C57BL/6 mouse 의 비장을 적출한 후 균질화

(homogenization)하여 적혈구를 제거한 후 B220 를 발현하는 B 세포와



13

CD11b 를 발현하는 단핵구를 magnetic cell isolation(MACS, Miltenyi 

biotech)으로 동시에 분리하였다 (Miltenyi biotech antibody 및 column 사용). 

그 다음 B 세포와 단핵구의 세포 수를 계산하여 100MOI(Multiplicity of 

infection)에 해당하는 virus 와 1μg/ml 농도로 α-GC 를 첨가하여 37  CO℃ 2

incubator 에서 16 시간 incubation 하였다.

2.6 형광 유세포분석기(FACS)를 이용한 분석 및 시약

백신을 처리한 마우스에서의 NK 세포와 NKT 세포 활성 관찰을 위해

ICS(Intracellular staining)를 하여 BD FACS Aria 로 분석하였다. ICS 를 위해

BD 사의 Fix/perm 을 사용해 20 분간 fixation 시켜준 후 30 분간 세포내의

사이토카인 staining 을 해 주었다. 그 후 FACS buffer(PBSN + 1% FBS)에

풀어 기계로 분석하였다. NKT 세포 및 NK 세포의 활성 분석에는 FACS 

antibody anti-TCRβ-FITC (BD Bioscience), anti-IFNγ-PE (BioLegend), anti-CD1d 

tetramer-APC, anti-NK1.1-APC (BioLegend)을 사용하였다.

2.7 유전자 발현의 확인

제작한 세포주에서의 PSMA, PAP 발현 확인 및 제작한 백신에서의

PSMA, PAP 발현확인과 THP-1 세포, 마우스세포, human 세포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암 항원 발현 확인을 위해 RNA extract kit(Qiagen)를

사용하여 RNA 를 뽑아 cDNA 를 합성(Genedepot)한 후 quantitative real-

time PCR 실험을 진행하였다. 합성된 cDNA 는 SYBR green(Takar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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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LightCycler(Agilent)기계로 정량화하였다. 타겟 유전자의

발현비율은 HPRT 발현량을 기준으로 나타내었으며, 사용한

primer 서열정보는 [표 1]과 같다.

2.8 Human PBMC 에서의 암 항원 발현

건강한 성인 남성의 말초혈액단핵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s)를 leukaphresis 로 분리하여 얻어서 CD19+ B 세포와 CD14+

단핵구로 각각 분리한 후 2X106 cell 에 25MOI, 50MOI 로 virus 를

처리하였다. 16 시간 후 모든 세포를 얻어내 quantitative real-time PCR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IRB No. 1611/001-006)/

2.9 마우스 체내 세포독성 T 세포 반응

BVAC 을 제작하여 4X106/ml 로 PBS 에 풀어 mouse 1 마리 당 2X106 

cell 씩 정맥주사 하였다. 8 일 뒤 naïve C57BL/6 mouse 의 비장을 적출하여

비장세포를 얻은 후 반으로 나눠 peptide pulsed cell 에는 peptide 를 1μg/ml 

농도로 첨가하여 2 시간동안 37  CO℃ 2 incubator 에서 peptide loading 을

하였고 peptide unpulsed cell 에는 DMSO 를 처리하였다. peptide 로는 PAP 

서열의 아미노산 15 개로 구성된 library 를 사용하였다. Peptide loading 이

끝나면 peptide pulsed cell 에 CFSE 를 9μM 농도로 15 분간 염색하고

peptide unpulsed cell 은 CFSE 1μM 농도로 15 분간 염색하여 1:1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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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한 후 1X107 씩 BVAC 을 투여한 mouse 에 정맥주사 하였다. 16 시간

후 mouse 의 spleen 을 각각 적출하여 적혈구를 제거한 후 flow 

cytometry(BD FACS Calibur)로 CFSEhigh 세포와 CFSElow 세포의 비율을

분석하였고 다음 식을 이용하여 antigen specific 한 세포의 사멸비율을

계산하였다.

r(ratio) =
%�������

%��������
		 , %	lysis = �1 −

���������

�������
�X100

2.10 항암실험

6 주령 C57BL/6 마우스에게 B16F10-dual(PSMA/PAP) 세포주를 2X105 

씩 오른쪽 옆구리에 피하주사로 암세포를 심어주었다. 5 일 후에 각각의

대조군과 BVAC 을 정맥주사 하였고 이후 일주일에 3 번 calliper 를

이용해 종양 크기를 측정하였다.

2.11 PAP, PSMA 라이브러리 제작

PAP(1~386 아미노산)과 PSMA(1~750 아미노산)의 모든 아미노산

서열 중 15 개의 아미노산씩으로 구성되면서 7 개가 겹치도록 peptide 

library 를 제작하였다(Genescript).

2.12 데이터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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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mean±s.e.m.으로 표현하였다. 두 그룹 간 통계적 유의성은

two-tailed Student’s t-test 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p-value<0.05 를 95% 

신뢰구간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3. 결과

3.1 암 항원 전달 바이러스벡터 제작

아데노바이러스는 serotype subgroup 에 따라 6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유전자 전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erotype 5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CAR 분자를 이용해 세포 내로 들어가 유전자를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세포 표면에는 CAR 분자를 거의 발현하지 않아 serotype 5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41, 42].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아데노바이러스 serotype 5 의 fiber knob 를

serotype 35 의 것으로 치환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pAdk35)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43-45]. 치환한 serotype 35 fiber knob 는 사람의 백혈구

표면에 발현되는 CD46 분자를 잘 인식하여 세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serotype 5 벡터에 비해 유전자전달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47]. 또한 아데노바이러스의 promoter 방향에 따라 도입유전자의

발현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립선암

BVAC 연구에서 아데노바이러스의 promoter 방향이 Right(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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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F)라 명명하였다)인 벡터와 Left(본 논문에서는 Reverse(R)라

명명하였다)인 벡터에 각각 도입유전자를 넣어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48].

Promoter 방향에 따른 두 가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pAdk35F, 

pAdk35R)에 전립선암 항원을 도입하여 제작한 아데노바이러스는

B 세포와 단핵구에 전립선암 항원 유전자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PAP 과 PSMA 의 DNA 서열정보를 통해 human MHC class  Ⅰ

binding affinity 가 높은 부분과 (그림 3A) PSMA 에서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부분들만 선정하여 PAP 과 함께 연결한 융합형 항원을 제작하였다

(그림 3B). 전립선암 융합형 항원은 상동재조합 과정을 통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pAdk35)에 도입되어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제작 및 생산된 pAdk35_PAP-PSMA, pAdk35_PSMA-PAP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서 도입유전자(PAP-PSMA 유전자, PSMA-PAP 

유전자)의 삽입여부를 검증하고자 도입유전자를 PCR 로 증폭하였다

(그림 3C). 그 결과 pAdk35F 와 pAdk35R 벡터에서 도입유전자가

증폭되지 않은 반면, pAdk35_PAP-PSMA 와 pAdk35_PSMA-PAP 에서는

2547 bp(2.5 kb) 크기의 도입유전자가 증폭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바이러스에 의한 암 항원 전달 및 발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러스가 실제적으로

세포에 감염되어 PSMA 와 PAP 을 발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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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46 분자를 발현하는 human monocyte 세포주 THP-1 cell 에 50MOI 와

200MOI 로 아데노바이러스 transfection 시켜 도입유전자의 발현을

quantitative real-time PCR 로 확인하였다 (그림 4A). 그 결과 50MOI 의

바이러스를 처리하였을 때 보다 200MOI 의 바이러스를 처리하였을 때

도입유전자가 2~4 배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MOI 의

바이러스를 처리하였을 때 pAdk35F 벡터 보다는 pAdk35R 벡터에 도입된

유전자의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입 유전자의 발현이 더 높은 Adk35R_PAP-PSMA 바이러스와

Adk35R_PSMA-PAP 바이러스를 선택하여 human 세포와 mouse 세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선택한 두 바이러스를 각각 human PBMC의 B세포, 단핵구와

mouse의 B세포, 단핵구에 MOI별로 처리하였을 때 발현 정도의 차이를 관찰

하였다. Human의 B세포와 단핵구에 각각 바이러스를 처리한 경우 25MOI로

처리 시에는 PSMA 가 house keeping gene보다 2000배 높게 발현되었고

50MOI로 처리한 경우 6000배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4B),

마우스의 B세포와 단핵구에서도 house keeping gene과 비교하였을 때 PSMA가

10~100배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C). Human세포와 mouse 세

포에서 동일한 MOI로 처리하여도 발현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mouse의 경우 k35가 인식할 수 있는 CD46분자가 인간과 달리 제한적으

로 발현되고 있어 human B 세포에서만큼 항원도입율이 좋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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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α-GC 에 의한 NKT 세포, NK 세포 면역반응 활성

분석

NKT 세포 리간드 α-GC 가 NKT 세포 활성을 통해 다른

면역세포들의 반응을 활성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6]

BVAC 에 의한 NKT 세포와 NK 세포의 활성을 확인하였다.  NKT 세포와

NK 세포는 IFN-γ 를 분비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제작한 BVAC-P 를 마우스에 처리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마우스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flow cytometry 로 NKT 세포와 NK 세포의 활성을

관찰하였다. BVAC-P 백신처리 10 시간 후 NKT 세포의 활성을 관찰한

결과 B/Mo 와 B/Mo/PAP-PSMA, B/Mo/PSMA-PAP 군에 비하여

B/Mo/αGC 와 BVAC-P(B/Mo/PAP-PSMA/αGC, B/Mo/PSMA-PAP/αGC) 

처리군에서 IFN-γ 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A,B).

또한 선천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로 알려진 NK 세포의 활성을

관찰하기 위해 BVAC-P 면역처리 24 시간 후에 마우스의 비장세포를

얻어 분석한 결과 NKT 세포 활성 결과와 같은 군에서 NK 세포의 활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α-GC 에 의하여 NKT 세포와

NK 세포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마우스 체내 세포독성 T 세포반응

항원제시세포가 항원을 제시한 후 naïve T 세포를 만나게 되면

T 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세포독성 T 세포(CTL; Cytotoxi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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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ocyte)반응에 의해 암 항원을 적재한 세포의 사멸이 일어난다. 

BVAC-P 에서의 세포독성 T 세포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체내에

BVAC-P 로 면역화하여 세포성 면역반응을 측정하였다. BVAC-P 로

면역화 한 지 8 일 후 전립선암 항원 PAP 의 15 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library 를 얹은 peptide pulsed cell 과 항원을 얹지 않은 peptide unpulsed

cell 을 각각 CFSE 9μM, CFSE 1μM 으로 염색한 후 면역화한 마우스

체내에 주입하였다.  16 시간 후 마우스의 비장세포를 flow cytometry 로

분석한 결과, B/Mo/PAP-PSMA/αGC 로 면역화한 그룹과 B/Mo/PSMA-

PAP/αGC 로 면역화한 그룹에서 80%의 암 항원을 적재한 세포가 사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또한 α-GC 를 적재하지 않은

대조군(B/Mo/PAP-PSMA, B/Mo/PSMA-PAP)에서는 각각 34%, 44%의

타겟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 실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바이러스를 통한 암 항원

전달과 함께 α-GC 로 자극한 백신(B/Mo/PAP-PSMA/αGC, B/Mo/PSMA-

PAP/αGC)에 의해 항원 특이적인 세포성 면역반응(CD8 T 세포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암 항원 발현 세포주 제작

암 항원 PSMA 와 PAP 을 각각 발현하는 안정한 세포주 제작 시

세포의 chromosomal DNA 에 PSMA 와 PAP 유전자를 도입하기 위해

Sleeping Beauty transposon system 을 가진 pSBbi vector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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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ing Beauty transposon system 은 transposase 가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을

갖고 있다 [49, 50]. 이번 실험에서는 PSMA 와 PAP 유전자를 도입한

pSBbi vector(pSBbi-RP_PSMA, pSBbi-GB_PAP)와 transposon 을 같이

처리하여 세포주를 제작하였다 (그림 7A). 세포주 제작 시 각각 MC38 과

B16F10 세포주에 PSMA 와 PAP 을 가진 Sleeping Beauty vector(pSBbi-

RP_PSMA, pSBbi-GB_PAP)와 transposase 를 같이 처리하여 주어 PSMA 와

PAP 유전자를 세포로 transfection 시킨 후, 선택적 항생제 배지에서

키우면서 single cell selection 과정을 거쳐 발현이 높고 안정적인 세포주를

선택하였다. 단일클론선택과정 시에는 quantitative real-time PCR 실험으로

넣어준 유전자의 상대적인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PSMA 는

HPRT 보다 15 배, PAP 은 30 배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B).

또한 PSMA 와 PAP 을 모두 발현하는 세포주 제작시에는 PSMA 를

발현하는 세포주에 pSBbi-GB_PAP 벡터로 PAP 유전자를 전달하여

제작하였다. 그 결과 PSMA 와 PAP 모두 house keeping gene 보다 높게

발현하는 세포주를 제작하였다 (그림 7C).

3.6 면역치료백신의 항암효과

앞서 BVAC-P 에 의한 NKT 세포와 NK 세포의 활성, 

세포독성 T 세포반응에 의한 항원 특이적 CD8 T 세포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BVAC-P 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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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VAC-P 가 유도하는 항원 특이적 세포성 면역반응이 실제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PSMA 와 PAP 을

발현하는 암세포주를 이용하여 마우스 항암효과 확인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제작한 PSMA, PAP 둘 다 발현하는 B16F10-dual(PSMA/PAP) 

암세포를 마우스에 2X105 씩 피하주사한 다음 5 일후 BVAC-P 와

대조군을 제작하여 2X106씩 정맥주사하였다.

먼저, 그림 4A 에서 선택하였던 두 가지 바이러스 Adk35R_PAP-

PSMA 와 Adk35R_PSMA-PAP 에 의한 항암효과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BVAC-P 를 투여한 후 종양크기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PSMA-PAP

항원을 전달한 BVAC-P(B/Mo/PSMA-PAP/αGC)에서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A).

그 다음으로 Adk35R_PSMA-PAP 바이러스를 사용해 제작한 BVAC-

P 의 항암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PBS 만 처리한 그룹과 BVAC-P 를

처리해 준 그룹 간 유의미한 종양 성장 억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α-GC 만 처리한 대조군 (B/Mo/αGC)이나 바이러스를 통해 항원만

전달해준 대조군 (B/Mo/PSMA-PAP)에 비해 BVAC-P(B/Mo/PSMA-

PAP/αGC)를 투여한 군에서 유의미한 종양 성장 저해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B). 이 결과를 통해 BVAC-P 의 단회 투여가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백신의

단회투여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의 성장이 다시 일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BVAC-P 의 다중 투여가 성장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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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암세포의 성장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백신을 투여한 지 12 일 후에 백신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그 결과

두 번째 백신을 처리하였을 때 BVAC-P(B/Mo/PSMA-PAP/αGC)를 투여한

군에서 성장하던 암세포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C).

이 실험 결과를 놓고 볼 때, 전립선 암 항원을 전달받은 B 세포와

단핵구에 α-GC 를 같이 처리함으로써 NKT 세포, NK 세포, CD8 T 세포

반응이 활성화되고 종양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4

4. 고찰

최근의 암 치료는 기존의 화학치료법, 방사선치료법, 수술치료법과

함께 항암면역치료법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수지상세포

백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항원제시세포인 B 세포와 단핵구를

이용한 항암면역치료방법을 연구하였다. B 세포 및 단핵구에 효과적으로

항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체내 면역세포들을 활성시키는 방법으로 암

항원을 도입한 아데노바이러스와 알파-갈락토실세라마이드 (α-GC)의

처리를 고안하였다. 아데노바이러스는 B 세포와 단핵구에 효과적으로 암

항원을 전달하였고 α-GC 는 NKT 세포를 자극하여 B 세포의 면역원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른 면역세포들을 활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B 세포 및 단핵구 기반 항암면역치료 백신(BVAC)을

전립선암에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전립선암에서 과발현되는

PSMA(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와 PAP(Prostatic acid phosphatase)을

암 항원으로 선택하여 융합형 항원을 제작하였고 항원 전달용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도입하여 B 세포와 단핵구에 항원을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아데노바이러스를 통해 전립선암 항원을 전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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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C 를 적재한 BVAC-P 가 마우스 체내에서 효과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naïve 마우스에 BVAC-P 만 처리한 후

NKT 세포, NK 세포 반응의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또한 CD8+

T 세포의 체내 활성을 실험으로 관찰한 결과 암 항원만을 전달해준

대조군(B/Mo/PAP-PSMA, B/Mo/PSMA-PAP)에 비해 α-GC 를 적재한

그룹(B/Mo/PAP-PSMA/αGC, B/Mo/PSMA-PAP/αGC)에서 항원을 적재한

세포의 80%가 사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 BVAC-P 에 의한

면역반응의 활성화 결과를 바탕으로 BVAC-P 가 마우스 체내의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에 전립선암 항원 PAP 과

PSMA 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이식한 후 BVAC-P 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암세포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8). 또한

항암실험 결과를 놓고 볼 때 BVAC-P 처리 5 일정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VAC-P 의 단회투여 (그림 8A,

B)결과에서 시간이 지남에도 항암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CD4+ T 세포에 의해 항체가 생성되어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PSMA 의 경우 세포막을 통과하는 단백질로, 

세포막 밖으로 나온 부분을 인식하는 항체가 생성될 수 있어 항체에

의한 면역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BVAC-P 에 의해 유도되는 항암효과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첫째로 각 면역세포에서 어떠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지 확인하여 지금까지 확인한 면역세포들 외에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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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되는 면역반응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 다음 BVAC-P 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NKT 세포와 NK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한 후 암세포 성장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 활성화된다고 확인된 NK 세포,

NKT 세포, CD8+ T 세포를 depletion 하여 마우스 체내의 종양 크기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도 추가적으로 수행해볼 수 있다. 또한 BVAC-P 의

다중투여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마우스에 다시 한번 암세포를

이식하였을 경우 마우스 체내 면역세포 활성과 종양 성장 변화에 대한

면역 기억반응 실험을 수행하여 암의 재발을 막는 메커니즘과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추가적인 동물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건강한

사람의 말초혈액단핵구(PBMC)를 분리하여 백신을 처리하고 CD4+ T 세포, 

CD8+ T 세포, NK 세포, NKT 세포의 활성을 관찰해보는 실험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BVAC-P 의 항암효과에도 불구하고 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과정이 진행되면서 유전적 불안정성(genetic instability)과 종양

이질성(tumor heterogeneity)으로 인해 암 항원이 변이됨에 따라 암세포의

MHC 발현이 감소하거나 면역세포의 작용을 막는 기작이 활성되어 항암

면역치료의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 [51]. 또한 면역세포의 활성이 지속될

경우 T 세포가 면역반응 억제분자들을 표면에 갖게 되어

exhaustion 상태가 될 수 있다 [52]. 최근 본 연구실에서 MHC class Ⅰ

결핍/감소된 말기 암세포가 NK 세포에 면역반응 억제분자로 알려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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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Tim-3 발현을 유도하여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BVAC 처리로 유도된 NKT 세포가 분비한 사이토카인 IL-21 이 NK 세포의

기능이 회복시켜 MHC class Ⅰ 발현이 저하된 암세포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3].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VAC-P 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IL-21 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암 환경 내에서 암 항원 변이에 의하여 T 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peptide 가 적어지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전립선암 항원 PAP 과 PSMA 를 융합한 융합형 항원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암 항원의 epitope 이 융합된 항원을 사용함으로써 T 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epitope 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암항원의 변이로 인해

항암면역치료 백신이 작용하지 않는 가능성을 막아 백신의 효능과

반응성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T 세포의 활성이 지속됨에

따라 T 세포 표면에 면역반응 억제분자(CTLA-4, PD-1 등)를 제시하여

exhaustion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T 세포와 암세포의 면역반응

억제분자 결합을 차단할 수 있는 면역관문억제제(checkpoint blockade)를

처리하는 치료방법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다. 면역관문억제제를

처리하면 T 세포가 exhaustion 상태에 빠지지 않아 종양 사멸 효과도

지속되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54].

암 관련 항원(TAA)은 암세포에서 과발현되지만 대부분의

일반세포에서도 어느 정도 발현이 되고, 암세포가 MHC class Ⅰ 을 통해

자가항원도 제시하기 때문에 면역반응이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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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항원(neo-antigen)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신항원은 암세포 내에서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서열 상 변화가 생긴 후 MHC 분자에 의해 제시되는 새로운 항원으로,

이 항원은 자가항원과는 다른 형태이고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내 T 세포에게 외부항원으로 잘 인식될 수 있어 강한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55-58]. 암세포의

MHC 발현이 감소하는 문제점이나 MHC 에 제시된 암항원이 T 세포에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은 신항원에 대한 분석과 신항원을 이용한

병행치료(combination therapy)연구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항암면역치료 백신(BVAC-P)을

처리하였을 때 선천성 면역반응과 적응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확인하였고 종양 성장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

암세포 사멸 메커니즘과 면역기억반응 및 항체생성반응을 확인하여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한 후 임상시험을 거치면 효과적인 전립선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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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eal-time PCR primer 서열정보

Primer 이름 서열 (5´→3´)

Mouse HPRT 
Forward

GTT GGG CTT ACC TCA CTG CT

Mouse HPRT 
Reverse

TAA TCA CGA CGC TGG GAC TG

Human HPRT 
Forward

CCT GGC GTC GTG ATT AGT GA

Human HPRT 
Reverse

GAG CAC ACA GAG GGC TAC AA

Human PSMA 
Forward

TGT ACC ACC TTT CAG TGC TTT CTC

Human PSMA 
Reverse

CCT TAT TTC CTC TGA AAA CTT TCC C

Human PAP 
Forward

CGG CAT GGA GAC CGA AGT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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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및 그림

그림 1. 암 환경에서 면역세포의 암세포 사멸 메커니즘 암세포는 암 관련

항원(TAA)을 제시하고 이를 인식한 수지상세포가 성숙한 상태로

Human PAP 
Reverse

CTG TGT GCA CCG GGA TGG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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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게 된다. 수지상세포는 림프절로 이동하여 naïve T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 T세포의 활성 및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활성화된 T세포들은 종양부위로 이동하여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 

그림 2. NKT 세포 리간드(α-GC)에 의한 면역반응 활성 α-GC 에 의해

활성화된 NKT 세포가 항원제시세포와 상호작용 시 사이토카인이

생성되어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CD4 T 세포, CD8 T 세포, B 세포, 

NK 세포의 활성을 유도한다. 그 결과 각각의 면역세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면역반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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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융합형 암 항원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벡터 제작 (A-C) IEDB 

프로그램을 통해 PSMA 의 서열에서의 MHC class Ⅰ binding affinity 를

분석하였다. 빨간색 직선은 MHC class  binding Ⅰ affinity 의 ANN rank 값이

2 이하인 부분으로, MHC class Ⅰ binding affinity 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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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HC class  binding affinityⅠ 가 낮고 일반세포에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 이번 실험에서 암 항원 전달 목적으로 사용될

전립선암 융합 항원 유전자를 두 가지 형태(PAP-PSMA, PSMA-PAP)로

제작하였다 (B). 제작한 바이러스 벡터에 융합한 암항원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유전자를 증폭하여 gel 상에서 확인하였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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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바이러스에 의한 융합형 암 항원 전달 및 발현 (A-C) 제작한

바이러스벡터 4 종류를 HEK293 cell 에서 생산한 후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바이러스에 의한 암항원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THP-1 세포주에

50MOI 와 200MOI 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여 37℃ incubator 에서

16 시간 키운 후 real-time PCR 로 PSMA 와 PAP 발현을 확인하였다 (A).

그 중 발현정도가 높은 바이러스 두 종류(R_PAP-PSMA, R_PSMA-PAP)를

선정하였고 사람의 B 세포, 단핵구에서의 발현(B)과 mouse 의 B 세포, 

단핵구에서의 발현(C)정도를 real-time PCR 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5. Alpha-galactosyl ceramide(α-GC)에 의한 NKT 세포와 NK 세포

활성화(A-D) PAP-PSMA 를 전달해준 백신과 PSMA-PAP 을 전달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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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naïve 마우스에 정맥주사 한 후 10 시간 뒤 비장세포를 적출하여

FITC-TCRβ, PE-IFN-γ, APC-CD1d tetramer 로 ICS 를 하여 FACS 로

NKT 세포의 활성을 분석하였고 (A, B), 24 시간 뒤 FITC- TCRβ, PE- IFN-γ, 

AC-NK1.1 로 ICS 하여 FACS 로 NK 세포 활성을 분석하였다 (C, D).

그림 6. 체내 항원특이적 세포독성 T 세포반응(A, B) 각각 PAP-

PSMA 항원과 PSMA-PAP 항원을 전달한 백신 및 대조군으로

vaccination 한 후 8 일째에 PAP 15mer peptide library 를 적재한 타겟세포는

CFSEhigh(9 μM), 항원을 얹지 않은 세포는 CFSElow (1 μM) 로 표지하여

1:1 로 마우스에게 정맥주사 하였다. 정맥주사 후 16 시간 뒤 비장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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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하여 적혈구를 제거한 후 FACS 로 CFSEhigh 세포와 CFSElow 세포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n=4) (A, B).

그림 7. 전립선암 항원 PSMA, PAP 발현하는 암세포주 제작(A-C) 암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주는 mouse C57BL/6 strain 의 대표적 암 세포주로

알려진 MC38 과 B16F10 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각 세포주에 pSBbi-

RP_PSMA 와 pSBbi-GB_PAP 을 transposase vector 와 함께

lipofectamine2000 으로 transfection 하였다 (A). Transfection 후 5 시간 뒤

DMEM 10% FBS 배지로 교체해주었으며 2 일 후 항생제가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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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배지로 배양하였다. 세포주는 단일클론선택과정을 거쳐 real-time 

PCR 로 유전자발현을 확인하여 발현이 안정적인 세포주 한 종류를

선택하였다 (B-C).

그림 8. 백신의 마우스 체내 항암효과(A-C) B16F10-dual(PSMA/PAP)

세포주를 2X105 씩 피하 이식하여 암세포를 심어준 후 6 일째에 두

종류의 B 세포백신(B/Mo/PAP-PSMA/αGC, B/Mo/PSMA-PAP/αGC)을

정맥주사 하였다. 그 후 일주일에 3 번 종양크기를 측정하였다(n=4) (A).

B16F10-dual(PSMA/PAP) 세포주를 2X105 씩 피하 이식하여 암세포를

심어준 후 5 일째에 백신(B/Mo/PSMA-PAP/αGC) 및 대조군을 정맥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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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후 일주일에 3 번 종양크기를 측정하였다(n=6) (B). BVAC-P 의

다중투여 시 B16F10-dual(PSMA/PAP) 세포주를 2X105 씩 피하 이식하여

암세포를 심어준 후 5 일째에 첫 번째 백신(B/Mo/PSMA-PAP/αGC) 및

대조군을 정맥주사 하였고, 17 일 째에 두 번째 백신(B/Mo/PSMA-

PAP/αGC) 및 대조군을 투여하였다(n=6) (C). 종양크기는 6 일째부터

일주일에 3 번 측정하였다. 백신 및 대조군 정맥주사 투여일은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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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various anti-cancer immunotherapy vaccines which show therapeutic 

effect through the immune response of cancer patients themselve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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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The therapeutic effect of such a vaccine is characterized by being 

capable of showing cancer cell specific therapeutic effect through cancer antigen

specific immune responses.

In this study, I established immunotherapy vaccines using prostate cancer antigen 

PSMA(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and PAP(Prostatic acid phosphatase), 

which are known to be overexpressed in prostate cancer. These antigens were 

analyzed for its high MHC class  binding affinity Ⅰ regions and toxicity inducible 

regions to normal cells, and fused with two forms; PAP-PSMA and PSMA-PAP. 

Then, four kinds of viral vectors were established by transforming the fusion 

antigens into two vectors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adenovirus 

promoter(pAdk35F and pAdk35R), and four types of adenoviral vectors were 

transfected into human and mouse B cells and monocytes respectively. Following 

the result, two viral vectors, which transferred PSMA and PAP to cells more 

effectively (pAdk35R_PAP-PSMA, pAdk35R_PSMA-PAP), were selected. In 

addition, immunotherapy vaccine was prepared with these two viral vectors, and 

one viral vector having excellent anticancer effect(pAdk35R_PSMA-PAP) was 

selected.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the fused prostate cancer antigen in mouse B cells 

and monocytes was confirmed. And I checked the activation of innate immune 

response and adaptive immune response after immunization with α-GC loaded 

PSMA-PAP expressing B cells and monocyte vaccine (BVAC-P).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natural killer T cells (NKT cells) and natural killer cells (NK 

cells), which are known to be involved in innate immune response, were induc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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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e cytokine IFN-γ. The antigen-specific cell-mediated immunity known as the 

adaptive immune response was activated,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cancer 

antigen loaded target cells were effectively lysed by cytotoxic T lymphocytes.

Finally, BVAC-P could effectively suppress PSMA and PAP expressing tumor cell

growth in vivo.

In this study, α-GC loaded B cells and monocytes activated NKT cells, thereby 

increasing immunogenicity of B cells and monocytes, thereby inducing not only 

innate immune response but also adaptive immune response activity and inhibiting 

tumor growth.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innate immune response and

antigen specific adaptive immune response was induced by cancer antigen 

expressing activated B cells and monocytes.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NKT cell 

ligand(α-GC) loaded, PSMA and PAP expressing B cells and monocytes (BVAC-P)

could be used for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prostate cancer therapeutic vaccin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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