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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포유동물 세포 배양 과정에서 apoptosis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전 연구에서 본 그룹은 누에 체액과

누에 체액 단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세포에서 apoptosis 억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누에 체액 단백질 중 하나인 30Kc6 단백질

을 Chinese hamster ovary(CHO) 세포에서 발현시켜 anti-apoptosis

효과와 EPO와 같은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30Kc6 단백질을 E. coli에서 inclusion body 형태로 발현시켜 정

제함으로써 anti-apoptosis 효과를 보려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NusA

단백질을 발현 파트너로 도입하여 E. coli에서 soluble form으로 발현

시켰으나 효소 반응을 통해 NusA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정제 과정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30Kc19을 발현 파트너로 도입함으로써

30Kc6를 soluble form으로 발현시키고 두 단백질의 기능을 모두 갖는

융합 단백질을 만들고자 하였다. 30Kc19 단백질은 E. coli에서의

soluble expression을 위해 선택되었고, 세포투과성과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30Kc19-30Kc6 단백질은 E.

coli에서 soluble form으로 발현되었고, 배지에 첨가하였을 때 HeLa

세포와 CHO 세포에서 세포 내부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배지에 첨

가된 30Kc19-30Kc6 단백질은 HeLa와 CHO 세포에서 apoptosis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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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HO 세포에서 apoptosis 억제

함과 더불어 EPO의 비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EPO의 전체 생산량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30Kc19-30Kc6 단백질이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포 배양의 첨가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30Kc19은 융합단백질에 soluble expression과 세포투과성을

부여하는 발현파트너로서의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30Kc6, 30Kc19, anti-apoptosis, soluble expression,

expression partner, cell-penetrating property,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학번 : 2012 - 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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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Apoptosis

1.1.1. Apoptosis 개요

Apoptosis는 배아 발생 과정 중에 장기 모양의 형성과 성체인 개체에

서의 항상성을 위한 세포 예정사(programmed cell death)로 알려져 있

다. ‘푸른 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에서 유

래한 apoptosis는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사인 necrosis와는 구분되는 특징

을 갖는다. 형태학적으로, apoptosis는 세포막의 blebbing 현상, 세포의

수축, 핵 응축과 절편화, 그리고 세포 내용물이 세포막으로 쌓여 세포로

부터 떨어져 나오는 특수한 구조인 apoptotic body를 형성한다. 생체 내

에서 apoptosis가 일어나면 주위의 세포나 phagocyte들에 의해 빠르게

대식작용이 일어난다. Apoptosis는 세포 내용물이 세포 외부 환경으로

빠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된다. 게다가,

macrophage들이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들을 먹음으로써 염증에 관여

하는 cytokine의 생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dendritic cell의 성숙

과 항원 제시를 억제할 수 있다. Apoptosis의 생화학적인 특징으로는 미

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위 감소, 선택적인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화, 염색

체 DNA의 절편화, 다양한 세포 내 단백질의 선택적인 분해, 그리고 세

포막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phosphatidylserine이 이동하는 현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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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진화학적으로 보존된 cysteinyl aspartate-specific

proteases(caspases)로 이루어진 세포 자살 기구를 통해 진행된다[1].

1.1.2. Apoptosis 작용 기작

Apoptosis에 관여하는 caspase들은 전형적으로 두 단계의 cascade 반응

으로 신호를 보낸다. 큰 prodomain을 갖는 ‘개시자 caspases’(caspase-2,

-8, -9, -10)는 먼저 큰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개시자 caspase들의

autoactivation을 위한 주요한 뼈대 구조로는 death-inducing signaling

complex(DISC)와 apoptosome이 있다. 이 단백질 복합체들은 apoptosis

의 외인성과 내인성 경로에 각각 관여한다. 외인성과 내인성 경로는

Bcl-2 homology domain 3(BH3)-only protein인 Bid의 활성화를 통해

연결된다[2]. 활성화된 Bid는 Bax 단백질과 결합하여 conformational

change를 유도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translocation된다. 이로 인

해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 있는 단백질들이 세포질로 방출되어

apoptosis가 유발된다[1].

외인성 경로는 종양 괴사 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Fas

ligand(FasL),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TRAIL) 등의

death receptor ligand들이 각각의 death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시작된

다. Ligand가 결합하면 receptor 집합체는 DISC를 형성하기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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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associated death domain(FADD)는 caspase-8, -10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작용한다.

반면에, 내인성 경로는 화학 치료 약물, UV 조사, 미생물 감염 등의 원

인으로 cytochrome c, SMAC/Diablo, 그리고 HtrA2/Omi와 같은

apoptosis 유발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으로부터 세포질로 방

출되면서 시작된다[2]. 방출된 cytochrome c는 연결 단백질인 Apoptosis

protease activating factor-1(Apaf-1)과 결합하여 apoptosome 복합체를

형성한다. 700 kDa보다 큰 이 단백질 복합체는 caspase-9의 활성화를

조정한다. 활성화되면, 각각의 개시자 caspase들은 짧은 prodomain으로

부터 ‘집행자 caspases’(caspase-3, -6, -7)를 단백질 분해를 통해 활성화

시킨다. 완전한 활성을 얻기 위해서 집행자 caspase들은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XIAP)라는 inhibitor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2]. 이

작업은 XIAP를 억제하는 IAP-binding motif(IBM)을 보유한

HtrA2/Omi, SMAC/Diablo에 의해 이루어진다. 활성화된 caspase-3, -6,

-7은 큰 기질들을 쪼개어, 최종적으로 apoptosis의 형태적, 생화학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게 한다.



- 4 -

Figure 1. Apoptosis의 특징[1]

Figure 2. Apoptosis의 두 가지 경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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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누에 체액과 누에 체액 단백질에 대한 선행연구

1.2.1. 누에 체액

누에는 누에나방의 애벌레로서 학명은 Bombyx mori(라틴어로 뽕나무

의 누에라는 뜻)이며, ‘하늘의 벌레’인 천충이라 불리기도 한다. 명주실을

생산하는 1 차 생산자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곤충이다. 뽕나무 잎을 주

식으로 하며 중국에서는 5,000년 동안 명주실을 생산하기 위해 길러져

왔다. 본 연구실에서는 5 령 누에로부터 체액을 얻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누에 체액은 숙주 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켰고[3], 이후

배큘로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된 곤충 세포의 apoptosis를 저해한다고 밝

혔다[4]. 이는 포유동물 세포에서도 적용되며, 바이러스와 더불어 화학물

질에 의한 apoptosis도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누

에 체액의 성분 중 apopsosis를 억제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

었고, 이후 apopsosis 저해 활성을 갖는 성분을 누에 체액으로부터 분리

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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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0K 단백질

누에 체액으로부터 분리된 apoptosis를 억제하는 물질이 30 kDa의 크

기를 가지는 30K protein으로 통칭된 단백질들에 속해있는 단백질임을

알게 되었다[6]. 30K 단백질은 분자량과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한 단백질

군으로, 5 개의 하위 단백질이 있다.

30K 단백질 중에서 30Kc6 단백질은 CHO 세포에서 발현시켰을 때

apoptosis를 저해하며[7]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산업적 이

용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9,10,11]. 30Kc19 단백질은 30K 단

백질 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하위 단백질로서, 곤충세포의 apoptosis

를 억제하고[12] CHO 세포에서 발현시켰을 때 EPO의 생산량의 증대와

sialyltransferase의 활성을 증대시켜 silalylation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13,14]. 또한 30Kc19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여 ATP 생산량을 증대시킴을 확인하였다[13]. 30Kc19 단백질은

cell-penetrating peptide(CPP)를 가지고 있어, 약 30 kDa의 단백질임에

도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로 이동할 수 있다[15]. 이는 유용한 물질

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도구로서 30Kc19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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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 . coli에서 재조합 단백질의 수용성 발현

E. coli는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 대사경로의 조절, 효과적인 유전자 조

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16]. 재조합 단백질의 과발

현은 모든 경우에서 중요하지만, E. coli에서의 과발현은 종종 내포체

(inclusion body)를 형성하기도 한다. 내포체는 재조합 단백질의 불용성

응집체이며 생물학적인 활성을 갖지 않는다. 진핵 생물의 단백질이 E.

coli에서 발현될 때 내포체가 형성되는 원인 중 한 가지는 E. coli의 세

포질이 매우 환원력이 강한 조건이기 때문에 disulfide bond의 형성을 방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E. coli는 단백질의

glycosylation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 생성 중에 수용성이 감

소되어 내포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내포체는 높은 수준의

발현, 단백질 분해효소로부터 보호, 그리고 단백질 나노입자의 생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정제과정에서 매우 낮은 수율로 얻어지며, 재접힘을 위해

매우 많은 양의 buffer가 필요하다. E. coli에서 외래 단백질의 수용성

발현을 위한 방법으로는 배양 온도를 낮추거나, 농축된 배지의 사용, 첨

가제의 사용, 발현된 단백질의 분비[17], 수용성 융합 파트너와의 융합

[18], 그리고 molecular chaperone 또는 foldase를 함께 발현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E. coli에서 성공적으로 외래 단백질을 수용성 형태로 발현시

킨 사례가 많이 있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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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 coli에서 insoluble form으로 발현되는 30Kc6 단백질

을 soluble form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30Kc19 단백질을 발현 파트너로

도입하였다. 30Kc6 단백질의 anti-apoptosis 효과,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

성 향상 효과와 더불어 30Kc19 단백질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퓨전

단백질을 제작하여 세포 배양 배지에서의 첨가물로서 그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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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pET-23a/30Kc19, pET-23a/30Kc19-30Kc6 plasmid

제작

발현용 pET-23a/30Kc19, pET-23a/30Kc19-30Kc6 plasmid를 제작하기

위해 pET23a/GFP-30Kc19[15], pET22b/30Kc6[19]로부터 얻은 30Kc6와

30Kc19 유전자를 각각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해 증폭시켰다.

pET-23a/30Kc19 plasmid를 제작하기 위해 forward primer는 위에서 사

용한 5‘-GGA TCC GCA GAT TCC GAC GTC–3’를 사용하고,

reverse primer는 5‘-CTC GAG GAA AGC CTT TAT ACC CCA–3’

로 XhoI 제한효소 절단위치를 추가하여 증폭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30Kc19을 pET-23a에 삽입하였다. 또한 pET23a/30Kc19-30Kc6의 경우,

30Kc19과 30Kc6의 사이에는 linker(AEAAAKEAAAKA) 서열을 삽입하

여 두 단백질이 서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20].

30Kc19의 forward primer는 5‘-GGA TCC GCA GAT TCC GAC GTC

–3’ 로서, BamHI 제한효소 절단위치를 추가하였으며, reverse primer는

5’-GAA TTC TGC TTT TGC TGC TGC TTC TTT TGC TGC

TGC TTC TGC GAA AGC CTT TAT ACC–3’로 EcoRI 제한효소 절

단위치와 linker(밑줄 부분)를 삽입하여 증폭하였다. 30Kc6의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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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는 5‘-GAA TTC AAC GCC ACA CTT GCA CCA–3’ 로서,

EcoRI 제한효소 절단위치를 삽입하였고, reverse primer는 5‘-CTC

GAG GTA GGG GAC GAT GTA CCA–3’로 XhoI 제한효소 절단위치

를 추가하여 증폭하였다. 먼저 pET-23a에 증폭된 30Kc19-linker를 삽입

하여 pET23a/30Kc19-linker를 제작하고, 이후 30Kc6를 순차적으로 삽입

하여 pET-23a/30Kc19-30Kc6 plasmid를 완성하였다. pET-23a plasmid

에서 발현된 각 단백질들은 N 말단에 T7 tag와 C 말단에 정제과정을

위한 histidine tag가 존재한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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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T-23a/30Kc19 과 pET-23a/30Kc19-30Kc6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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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발현 및 정제

단백질 발현을 위하여 재조합 된 plasmid들을 각각 E. coli Rosetta

gami(Novagen)에 형질전환(transformation)하였다. 형질전환 된 E. coli

를 LB broth(Merck) 배지에서 37℃, 200 rpm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흡광도(OD600)가 0.8일 때 1 mM 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

(IPTG)로 발현을 유도하였고, 30Kc19-30Kc6를 발현시키기 위해 27℃에

서 8 시간, 30Kc19을 발현하기 위해 37℃에서 4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각각 배양하였다.

배양 후 원심분리(4℃, 7000 rpm, 20 분)를 통해 E. coli를 수거하였다.

세포 침전물(cell pellet)을 binding buffer(20 mM Tris-HCl, 0.5 M

NaCl, 20 mM imidazole, pH 8.0)를 첨가하여 재부유(resuspension)시키

고 초음파 파쇄하였다. 이를 원심분리(4℃, 12000 rpm, 30 분)를 통해 상

등액만 수거하고 0.45 μm 막 필터(membrane filter)로 여과시켰다. 이후

AKTA FPLC(GE Healthcare, Sweden)를 이용하여 다음의 정제과정을

수행하였다. HisTrap HP column(GE Healthcare, Sweden)에 미리

binding buffer를 흘려주어 column 내부를 평형상태로 만들고, 상등액을

흘려서 column의 Ni2+-bead에 단백질을 부착시킨다. 이후 washing

buffer(20 mM Tris-HCl, 0.5 M NaCl, 50 mM imidazole, pH 8.0)를

column에 흘려주어 비특이적으로 부착된 단백질들을 제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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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tion buffer(20 mM Tris-HCl, 0.5 M NaCl, 350 mM imidazole, pH

8.0)를 흘려주어 원하는 단백질을 용출하였다. 마지막으로, HiTrap

Deslating column(GE Healthcare, Sweden)에 미리 DMEM(Hyclone,

USA), 또는 SFM4CHO-Utility(Hyclone, USA)를 흘려주어 column 내부

를 평형상태로 만들고 앞서 얻은 단백질에서 salt를 제거함과 동시에

buffer를 교체해주었다. 이렇게 정제한 단백질을 –80℃ deep freezer에

서 보관하였다.

12%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와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하여 정제된 단백질

의 크기를 확인하였고, Micro BCA Protein Assay Kit(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2.3. 세포 배양, 세포 농도와 생존율 측정, ELISA 분석

인간 자궁 경부암 세포인 HeLa 세포를 10% FBS(gibco, USA), 1%

penicillin-streptomycin(gibco, USA)이 첨가된 DMEM(Hyclone, USA)에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그리고 erythropoietin(EPO)를 생

산하는 중국 햄스터 난소(chinese hamster ovary, CHO) 세포는 defined

FBS(Hyclone, USA)를 포함한 배지에서의 성장 단계, 그리고 무혈청 배

지에서의 EPO 생산 단계의 두 단계로 배양하였다. 지수 성장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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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12 well multiplate(SPL life science, Korea)에 접종하여 10%

defined FBS가 첨가된 IMDM(gibco, USA)에서 37℃, 5% CO2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배양 3일 후, EPO 생산을 위하여 defined FBS가 첨가된

배지를 무혈청 배지인 SFM4CHO-utility(Hyclone, USA)로 교환하였다.

30Kc19 또는 30Kc19-30Kc6 단백질은 HeLa 세포에서는 5% FBS를 포

함한 DMEM에, CHO 세포에서는 SFM4CHO-utility에 각각 6.5 μM으로

첨가하여 12시간 동안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농도는 hemacytometer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살아있는 세포는

trypan blue dye exclusion method를 통해 죽은 세포들과 구분하였다.

배지에 분비되어 나온 EPO 농도는 Quantikine IVD EPO ELISA

kit(R&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면역세포화학적 분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이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에 위치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역세포화학적 분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

을 하였다. 단백질을 처리한 세포들을 PBS로 3 회 세척한 후, 4%

paraformaldehyde(in PBS)로 37℃에서 10 분 처리함으로써 고정시켰다.

PBS로 3 회 세척한 후, 0.25 % Triton X-100(in PBS)를 10 분간 처리

하여 세포에 투과성을 부여하였다. 0.1% PBS-T(0.1 % Tween-20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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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로 3회 세척 후 blocking solution(5%

BSA in 0.1% PBS-T)을 상온에서 1 시간 처리하였다. Anti-T7 tag

antibody(abcam, USA; 1:500 diluted in 1% BSA in 0.1 % PBS-T)를 1

시간 동안 처리하고, 0.1% PBS-T로 5 회 세척하였다. 이후, Alexa

Fluor® 488 Goat Anti-Rabbit IgG(Invitrogen, USA; 1:1000 diluted in

1% BSA in 1% PBS-T)를 1시간 동안 처리하고 0.1 % PBS-T로 5 회

세척하였다. 핵 염색을 위하여 1 μg/mL Hoechst 33342(sigma, USA)를

10 분간 처리하고 0.1% PBS-T로 3 회 세척하였다. 공초점 레이저 현미

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 Nikon, Japan)을 통해

단백질이 세포 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였다.

2.5. Immunoblot analysis

세포 내부로 들어간 단백질의 크기와 정성 분석을 위해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단백질을 처리한 세포들을 trypsin-EDTA(gibco, Canada)를

처리하고 수거된 세포들를 PBS로 2번 세척함으로써 세포막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을 제거하였다. 세포들을 RIPA buffer(50mM Tris-HCl(pH 7.4),

150mM NaCl, 1% Triton X-100, 0.1% SDS, proteases inhibitor

cocktail)로 4℃에서 10 분간 처리한 후 원심분리(4℃, 12000 rpm, 15 분)

를 통해 상등액을 수거한다. 각각의 세포 extracts를 12%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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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와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Primary antibody로 anti-T7 tag antibody,

secondary antibody로는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Antibody(Millipore, USA)를 사용하였다. HRP의 기질

로는 Luminata Forte Western HRP Substrate(Millipore, USA)를 사용

하였고 G:BOX Chemi XL system(Syngene, UK)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image를 촬영하였다.

2.6. Apoptosis 유도

Adenosine triphosphate(ATP)와 결합하는 kinase에 강한 친화력을 가

진 staurosporine은 ATP와 kinase간의 결합을 막는다. 이와 같은 기작은

정상 세포에 무리를 주게 되고 apoptosis를 유도한다. 6 well

multiplate(SPL life science, Korea)에 10% FBS, 1% PS를 포함한

DMEM으로 2×104 cells/cm2의 HeLa 세포를 seed culture하였다. 48 시

간동안 배양 후 5% FBS를 포함한 DMEM에 정제된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을 각각 6.5 μM의 농도로 첨가하여 배지를 교환해

주었다. 그로부터 3 일 후 DMSO에 녹인 staurosporine(sigma, USA)을

최종 농도가 0.6 μM 되도록 배지에 첨가하여 8 시간 배양함으로써

HeLa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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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세포는 접종 후 3 일째에 defined FBS를 포함한 IMDM 배지에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하여 배양함으로써 apoptosis를 유도하였다. 무혈청

배지에는 정제된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을 각각 6.5 μM의 농도

로 첨가하였다.

2.7.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ic analysis)

유세포 분석은 FITC Annexin V Apoptosis Detection Kit I(BD

science, USA)를 이용하여 세포를 염색하였다. 1×106 개의 세포들을 수

거하여 1mL 1X binding buffer로 재부유(resuspension)시켰다. 그 중

100 μL(1×105 cells)에 5 μL FITC Annexin V와 5 μL propodium

iodide(PI)를 상온, 암실 조건에서 15 분 동안 처리하였다. 그리고 400 μ

L의 1X binding buffer를 첨가하여 FACS Calibur2 flow cytometer(BD

Biosciences, USA)로 분석하였다.

2.8.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와 ATP 분석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and ATP)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는 potential-dependent J-aggregate-forming lipop

hilic cation인 JC-1 (5,5’,6,6’-tetrachloro-1,1’,3,3’ tetraethylbenzimidaz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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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rbocyanine iodide, Biotium,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JC-1은 미

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들어가는데, 단위체일 때는 녹색 형광(λem=535

nm)을 띠고, 막전위가 높으면 적색 형광(λem=595 nm)을 띠는 J-aggrega

tes를 형성한다.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는 분광형광계(spectrofluorometer)

를 이용하여 형광의 비율(λem=595 nm/λem=535 nm)로 분석하였다. CHO

세포를 96 well plate에 10% defined FBS를 포함한 IMDM으로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 일 후, 30Kc19, 30Kc19-30Kc6 단백

질이 각각 6.5 μM로 첨가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해주었다. 3 일 후, 배지

를 제거하고 PBS로 1 회 세척하였다. JC-1(in PBS)을 0.5 μg/mL 되도

록 첨가하여 15 분간 반응시켰다. PBS로 3 회 세척 후, JC-1의 적색과

녹색 형광을 excitation 파장 490 nm로 분광형광계(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적색과 녹색 형광의 비율로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를 평가하였다.

세포내 ATP 농도는 luciferin-luciferase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세포

(5×106)를 수거하여 PBS로 세척한 후, pellet을 50 μL PBS로 재부유시키

고 50 μL 2.5 % trichloroacetic acid를 첨가하였다. 이 extracts를 –20℃

에서 보관하였다. Bioluminescence 분석은 ENLITEN ATP assay

system bioluminescence detection kit(promega, USA)를 이용하여

luminometer(Thermo Scientific, USA)를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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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재조합 단백질의 크기 및 농도 확인

클로닝이 완료된 pET-23a/30Kc19, pET-23a/30Kc19-30Kc6 plasmid

를 E. coli에 transformation하여 생산된 재조합 단백질은 N 말단에 T7

tag, C 말단에는 6-His tag이 있는 구조를 갖는다(Figure 3).

30Kc19-30Kc6 단백질은 soluble fraction에서도 많이 존재하여 30Kc19

이 expression partner로서 퓨전 단백질을 soluble form으로 잘 발현시켰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PLC를 이용한 정제 과정을 거친 재조합 단백

질을 12% SDS-PAGE로 분리하고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

해 크기를 확인하였다. 30Kc19은 약 30 kDa의 위치에서, 30Kc19-30Kc6

는 약 60 kDa의 위치에서 band가 형성되어 예상했던 단백질의 크기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Figure 4). Micro BCA Protein Assay Kit(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정제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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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DS-PAGE를 이용한 재조합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크기 및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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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c19 30Kc19-30Kc6

Concentration (mg/ml) 2.49 1.74

Concentration (μM) 81.8 29.3

Table 1. BCA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한 재조합 단백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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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30Kc19-30Kc6 단백질이 세포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HeLa 세포와 CHO 세포의 배지에 각각 6.5 μM의 30Kc19과

30Kc19-30Kc6 단백질을 첨가하여 12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단백질이 세포 내부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세포화학적 분

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과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면역세

포화학적 분석은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Nikon, Japan)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세포 내부에서는

형광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30Kc19 과 30Kc19-30Kc6 단백질을 첨가한

세포에서는 세포 내부에서 형광을 관측할 수 있었다(Figure 5, Figure

6). 또한 Western blot을 통해 세포 lysate에서 각각의 단백질 크기에 맞

는 band를 확인함으로써 세포 내부에 단백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ure 7). 이것을 통해 30Kc19과 융합됨으로써 30Kc19-30Kc6이

세포 투과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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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면역세포화학적 분석을 통한 HeLa 세포에서의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scale bar =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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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면역세포화학적 분석을 통한 CHO 세포에서의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scale bar =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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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estern blot을 통한 HeLa, CHO 세포에서의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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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0Kc19-30Kc6 단백질의 apoptosis 억제

HeLa 세포는 5% FBS를 포함한 DMDM에 30Kc19, 30Kc19-30Kc6 단

백질을 6.5 μM로 첨가하여 배양한 후 staurosporine(STS)을 첨가함으로

써 apoptosis를 유도하였다. 먼저 trypan blue dye exclusion method로

살아있는 세포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에 비해 30Kc19-30Kc6을 배지에

첨가한 세포들이 apoptosis 유도 후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더 많았고

(Figure 8) 생존율도 높았다(Figure 9).

같은 조건으로 유세포 분석을 통해 anti-apoptosis 효과를 좀 더 정량적

으로 확인하였다. 분석의 원리는 FITC Annexin V와 propodium

iodide(PI) 염색을 통해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를

구분한다.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세포막의 안쪽에 phosphatidylserine이

존재한다. Apoptosis가 일어나면 세포막의 안쪽에 존재하던

phosphatidylserine이 translocation되면서 세포막의 바깥쪽에 노출된다.

이를 phosphatidylserine과 높은 친화력를 갖는 FITC annexin V로

detection할 수 있다. PI는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necrosis나 late apoptotic cell의 세포막은 통과하여 핵을 염색할 수 있

다. 따라서 FITC로만 염색이 되어있는 세포들은 early apoptotic cell이

고, PI로만 염색이 된 세포들은 necrosis가 일어난 세포이며, 둘 다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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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세포들은 late apoptotic cell이다.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12.35%,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은 13.30%의 apoptotic

cell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30Kc19-30Kc6를 배지에 첨가한 세포들

에서는 1.87%의 세포만이 apoptotic cell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30Kc19-30Kc6가 HeLa 세포에서 STS에 의한 apoptosis에 대해 억제 효

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0).

CHO 세포에서의 apoptosis 유도는 10% defined FBS를 포함한 배지에

서 EPO 생산을 위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하여 배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배지 교환 후 2 일째까지는 모두 비슷한 세포 농도를 보이다가 3 일째부

터는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보다 30Kc19-30Kc6 단백질을 첨가한 세포들의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더 많았고(Figure 11) 생존율도 높았다(Figure 12). 같은 조건으로

유세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조군은 30.55%,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

은 29.19%의 apoptotic cell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30kc19-30Kc6를 첨

가한 세포들에서는 9.82%만이 apoptosis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3). 이를 통해 30Kc19-30Kc6가 CHO 세포에서 혈청을 제거함

으로써 유도된 apoptosis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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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TS 처리 후의 시간에 따른 HeLa 세포의 살아있는

세포 농도

Figure 9. STS 처리 8 시간 후의 HeLa 세포의 생존율,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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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유세포 분석을 통한 HeLa 세포에서의 anti-apoptosis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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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배양 시간에 따른 CHO 세포의 살아있는 세포 농도

Figure 12. 배지 교환 3 일 후의 CHO 세포의 생존율,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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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유세포 분석을 통한 CHO 세포에서의 anti-apoptosis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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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0Kc19-30Kc6 단백질에 의한 EPO의 생산성 향상

EPO의 생산성 측정은 EPO 생산 단계(production phase)의 전 과정에

서 수행하였다. EPO ELISA kit를 이용하여 배지에 있는 EPO titer를 측

정하였다. 배지 교환 후 2 일째부터,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30Kc19과 30Kc19-30Kc6를 배지에 첨가한 CHO 세포

들의 EPO 생산량이 더 많았다. 그리고 배지 교환 3 일째부터는 30Kc19

을 첨가한 세포들보다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들이 EPO를 더 많

이 생산하였다(Figure 14). 특히 배지 교환 3일 째에는, 대조군에 비해

각각 30Kc19를 첨가한 세포가 1.6배,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는

2.3배까지 생산이 증가하였다. 배지 교환 6 일째에는 30Kc19를 첨가한

세포는 1.3배,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는 1.6배 정도 EPO 생산이

증가하였다.

재조합 단백질의 비생산성(qEPO)은 시간당, 세포당 EPO 생산량이다. 따

라서 시간에 따른 살아있는 세포의 농도와 시간에 따른 EPO 생산량으

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살아있는 세포 농도 그래프

(Figure 8)의 시간에 대한 적분을 X 축으로, EPO 생산량(Figure 14)을

Y축으로 설정하여 그래프를 그렸다(Figure 15). 각 데이터에 대한 추세

선의 기울기가 바로 EPO의 비생산성이며, 단위는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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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조군보다 30Kc19을 첨가한 세포의 비생산성이 6.12,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의 비생산성이 7.7 정도 증가하였다. 배지

에 30Kc19을 첨가한 경우와 30Kc19-30Kc6을 첨가한 경우는 비슷한 비

생산성을 가졌지만 anti-apoptosis 효과에 의해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에서 더 많은 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EPO 생

산량은 30Kc19를 첨가한 세포보다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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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LISA를 통한 EPO titer의 측정

Figure 15. specific EPO productivity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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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0Kc19-30Kc6 단백질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의 유지와

ATP 생산의 증가

배지에 첨가된 30Kc19-30Kc6 단백질이 EPO의 비생산성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와 세포내 ATP 농

도를 배지 교환 3일 후에 측정하였다. 배지에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는 0.38, 배지에 30Kc19, 30Kc19-30Kc6

를 각각 첨가한 세포는 0.58, 0.57이었다(Figure 16). 또한 세포내 ATP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배지에 30Kc19을 첨가한 세포는

38.7%,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는 42.4%가 증가하였다(Figure 17).

ATP 생산의 증가는 목적 단백질의 높은 생산성에 이로운 요소이다. 이

결과들로부터 배지에 첨가된 30Kc19, 30Kc19-30Kc6는 세포의 미토콘드

리아 막 전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에 따라 ATP 생산을 향상시

킴으로써 EPO의 비생산성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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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JC-1 분석을 통한 CHO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의

측정, *p < 0.05

Figure 17. ATP 분석을 통한 CHO 세포의 ATP 농도 측정,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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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apoptosis 억제 효과를 가진 누에 체액 단백질인 30Kc6

를 또 다른 누에 체액 단백질인 30Kc19와 융합 단백질 형태로 생산하였

다. 30Kc19 단백질은 대장균에서 soluble form으로 발현되고 세포 투과

성을 지녔으며, 재조합 단백질의 비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inclusion body 형태로 대장균에서 생산되는 30Kc6의 발현 파트너

로서 도입하였다. 그 결과 30Kc19-30Kc6 단백질은 대장균에서 soluble

form으로도 발현되었다. 생산된 30Kc19-30Kc6 단백질은 30Kc19 단백

질과 마찬가지로 세포 배양 배지에 첨가하였을 때 세포 투과성을 보였

다. 또한 배지에 첨가한 30Kc19-30Kc6는 HeLa 세포에서 staurosporine

에 의한 apoptosis와 CHO 세포에서 무혈청 배지로 인한 apoptosis를 억

제함을 확인하였다. CHO 세포 배양에서 배지에 첨가된 30Kc19-30Kc6

는 anti-apoptotic effect와 EPO 비생산성의 향상 효과를 보여 전체 EPO

생산량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30Kc19-30Kc6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ATP 생산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EPO의 비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30Kc19-30Kc6 단백질이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

포 배양의 첨가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Kc19은 soluble

expression과 더불어 세포투과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expression

partner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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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uble Expression of 30Kc19-30Kc6 Fusion Protein

in E . coli and Its Anti-apoptotic Effect

in Mammalian Cell Systems

Jeongseon Choi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anti-apoptosis in mammalian cell culture has been

widely recognized. In previous studies, we reported that silkworm

hemolymph (SH) and its proteins showed anti-apoptotic effect in

various cell systems. 30Kc6 gene was expressed in CHO cell and

showed inhibition of apoptosis and enhancement of EPO production.

We also reported the expression of 30Kc6 protein in E. coli as an

inclusion body, which was purified for the anti-apoptotic effect.

Although we introduced NusA as an expression partner to make the

30Kc6 protein more soluble, additional purification process to cut

NusA from 30Kc6 was needed. In this study, we fused 30Kc6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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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c19 as an expression partner to express as a soluble protein in E.

coli. The 30Kc19 protein, another silkworm hemolymph protein, was

selected for soluble expression in E. coli, which has a

cell-penetrating, and also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enhancing

properties. It was found that addition of the 30Kc19-30Kc6 fusion

protein to the cell culture medium effectively inhibited apoptosis in

HeLa and CHO cells. Furthermore, EPO production was increased

because of anti-apoptotic effect and from high specific EPO

productivity when supplemented with the 30Kc19-30Kc6 protein.

Through this, we can expect the use of the fusion protein as a

supplement in mammalian cell culture during production of

recombinant proteins. Using 30Kc19 as an expression partner is

expected to provide not only soluble expression, but also

cell-penetrating property to the fusion protein.

keywords : 30Kc6, 30Kc19, anti-apoptosis, soluble expression,

expression partner, cell-penetrating property,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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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포유동물 세포 배양 과정에서 apoptosis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전 연구에서 본 그룹은 누에 체액과

누에 체액 단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세포에서 apoptosis 억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누에 체액 단백질 중 하나인 30Kc6 단백질

을 Chinese hamster ovary(CHO) 세포에서 발현시켜 anti-apoptosis

효과와 EPO와 같은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30Kc6 단백질을 E. coli에서 inclusion body 형태로 발현시켜 정

제함으로써 anti-apoptosis 효과를 보려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NusA

단백질을 발현 파트너로 도입하여 E. coli에서 soluble form으로 발현

시켰으나 효소 반응을 통해 NusA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정제 과정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30Kc19을 발현 파트너로 도입함으로써

30Kc6를 soluble form으로 발현시키고 두 단백질의 기능을 모두 갖는

융합 단백질을 만들고자 하였다. 30Kc19 단백질은 E. coli에서의

soluble expression을 위해 선택되었고, 세포투과성과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30Kc19-30Kc6 단백질은 E.

coli에서 soluble form으로 발현되었고, 배지에 첨가하였을 때 HeLa

세포와 CHO 세포에서 세포 내부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배지에 첨

가된 30Kc19-30Kc6 단백질은 HeLa와 CHO 세포에서 apoptosis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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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HO 세포에서 apoptosis 억제

함과 더불어 EPO의 비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EPO의 전체 생산량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30Kc19-30Kc6 단백질이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포 배양의 첨가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30Kc19은 융합단백질에 soluble expression과 세포투과성을

부여하는 발현파트너로서의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30Kc6, 30Kc19, anti-apoptosis, soluble expression,

expression partner, cell-penetrating property,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학번 : 2012 - 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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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Apoptosis

1.1.1. Apoptosis 개요

Apoptosis는 배아 발생 과정 중에 장기 모양의 형성과 성체인 개체에

서의 항상성을 위한 세포 예정사(programmed cell death)로 알려져 있

다. ‘푸른 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에서 유

래한 apoptosis는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사인 necrosis와는 구분되는 특징

을 갖는다. 형태학적으로, apoptosis는 세포막의 blebbing 현상, 세포의

수축, 핵 응축과 절편화, 그리고 세포 내용물이 세포막으로 쌓여 세포로

부터 떨어져 나오는 특수한 구조인 apoptotic body를 형성한다. 생체 내

에서 apoptosis가 일어나면 주위의 세포나 phagocyte들에 의해 빠르게

대식작용이 일어난다. Apoptosis는 세포 내용물이 세포 외부 환경으로

빠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된다. 게다가,

macrophage들이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들을 먹음으로써 염증에 관여

하는 cytokine의 생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dendritic cell의 성숙

과 항원 제시를 억제할 수 있다. Apoptosis의 생화학적인 특징으로는 미

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위 감소, 선택적인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화, 염색

체 DNA의 절편화, 다양한 세포 내 단백질의 선택적인 분해, 그리고 세

포막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phosphatidylserine이 이동하는 현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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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진화학적으로 보존된 cysteinyl aspartate-specific

proteases(caspases)로 이루어진 세포 자살 기구를 통해 진행된다[1].

1.1.2. Apoptosis 작용 기작

Apoptosis에 관여하는 caspase들은 전형적으로 두 단계의 cascade 반응

으로 신호를 보낸다. 큰 prodomain을 갖는 ‘개시자 caspases’(caspase-2,

-8, -9, -10)는 먼저 큰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개시자 caspase들의

autoactivation을 위한 주요한 뼈대 구조로는 death-inducing signaling

complex(DISC)와 apoptosome이 있다. 이 단백질 복합체들은 apoptosis

의 외인성과 내인성 경로에 각각 관여한다. 외인성과 내인성 경로는

Bcl-2 homology domain 3(BH3)-only protein인 Bid의 활성화를 통해

연결된다[2]. 활성화된 Bid는 Bax 단백질과 결합하여 conformational

change를 유도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translocation된다. 이로 인

해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 있는 단백질들이 세포질로 방출되어

apoptosis가 유발된다[1].

외인성 경로는 종양 괴사 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Fas

ligand(FasL),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TRAIL) 등의

death receptor ligand들이 각각의 death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시작된

다. Ligand가 결합하면 receptor 집합체는 DISC를 형성하기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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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associated death domain(FADD)는 caspase-8, -10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작용한다.

반면에, 내인성 경로는 화학 치료 약물, UV 조사, 미생물 감염 등의 원

인으로 cytochrome c, SMAC/Diablo, 그리고 HtrA2/Omi와 같은

apoptosis 유발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으로부터 세포질로 방

출되면서 시작된다[2]. 방출된 cytochrome c는 연결 단백질인 Apoptosis

protease activating factor-1(Apaf-1)과 결합하여 apoptosome 복합체를

형성한다. 700 kDa보다 큰 이 단백질 복합체는 caspase-9의 활성화를

조정한다. 활성화되면, 각각의 개시자 caspase들은 짧은 prodomain으로

부터 ‘집행자 caspases’(caspase-3, -6, -7)를 단백질 분해를 통해 활성화

시킨다. 완전한 활성을 얻기 위해서 집행자 caspase들은 X-linked

inhibitor of apoptosis(XIAP)라는 inhibitor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2]. 이

작업은 XIAP를 억제하는 IAP-binding motif(IBM)을 보유한

HtrA2/Omi, SMAC/Diablo에 의해 이루어진다. 활성화된 caspase-3, -6,

-7은 큰 기질들을 쪼개어, 최종적으로 apoptosis의 형태적, 생화학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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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optosis의 특징[1]

Figure 2. Apoptosis의 두 가지 경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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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누에 체액과 누에 체액 단백질에 대한 선행연구

1.2.1. 누에 체액

누에는 누에나방의 애벌레로서 학명은 Bombyx mori(라틴어로 뽕나무

의 누에라는 뜻)이며, ‘하늘의 벌레’인 천충이라 불리기도 한다. 명주실을

생산하는 1 차 생산자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곤충이다. 뽕나무 잎을 주

식으로 하며 중국에서는 5,000년 동안 명주실을 생산하기 위해 길러져

왔다. 본 연구실에서는 5 령 누에로부터 체액을 얻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누에 체액은 숙주 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켰고[3], 이후

배큘로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된 곤충 세포의 apoptosis를 저해한다고 밝

혔다[4]. 이는 포유동물 세포에서도 적용되며, 바이러스와 더불어 화학물

질에 의한 apoptosis도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누

에 체액의 성분 중 apopsosis를 억제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

었고, 이후 apopsosis 저해 활성을 갖는 성분을 누에 체액으로부터 분리

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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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0K 단백질

누에 체액으로부터 분리된 apoptosis를 억제하는 물질이 30 kDa의 크

기를 가지는 30K protein으로 통칭된 단백질들에 속해있는 단백질임을

알게 되었다[6]. 30K 단백질은 분자량과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한 단백질

군으로, 5 개의 하위 단백질이 있다.

30K 단백질 중에서 30Kc6 단백질은 CHO 세포에서 발현시켰을 때

apoptosis를 저해하며[7]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산업적 이

용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9,10,11]. 30Kc19 단백질은 30K 단

백질 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하위 단백질로서, 곤충세포의 apoptosis

를 억제하고[12] CHO 세포에서 발현시켰을 때 EPO의 생산량의 증대와

sialyltransferase의 활성을 증대시켜 silalylation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13,14]. 또한 30Kc19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여 ATP 생산량을 증대시킴을 확인하였다[13]. 30Kc19 단백질은

cell-penetrating peptide(CPP)를 가지고 있어, 약 30 kDa의 단백질임에

도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로 이동할 수 있다[15]. 이는 유용한 물질

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도구로서 30Kc19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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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 . coli에서 재조합 단백질의 수용성 발현

E. coli는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 대사경로의 조절, 효과적인 유전자 조

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16]. 재조합 단백질의 과발

현은 모든 경우에서 중요하지만, E. coli에서의 과발현은 종종 내포체

(inclusion body)를 형성하기도 한다. 내포체는 재조합 단백질의 불용성

응집체이며 생물학적인 활성을 갖지 않는다. 진핵 생물의 단백질이 E.

coli에서 발현될 때 내포체가 형성되는 원인 중 한 가지는 E. coli의 세

포질이 매우 환원력이 강한 조건이기 때문에 disulfide bond의 형성을 방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E. coli는 단백질의

glycosylation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 생성 중에 수용성이 감

소되어 내포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내포체는 높은 수준의

발현, 단백질 분해효소로부터 보호, 그리고 단백질 나노입자의 생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정제과정에서 매우 낮은 수율로 얻어지며, 재접힘을 위해

매우 많은 양의 buffer가 필요하다. E. coli에서 외래 단백질의 수용성

발현을 위한 방법으로는 배양 온도를 낮추거나, 농축된 배지의 사용, 첨

가제의 사용, 발현된 단백질의 분비[17], 수용성 융합 파트너와의 융합

[18], 그리고 molecular chaperone 또는 foldase를 함께 발현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E. coli에서 성공적으로 외래 단백질을 수용성 형태로 발현시

킨 사례가 많이 있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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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 coli에서 insoluble form으로 발현되는 30Kc6 단백질

을 soluble form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30Kc19 단백질을 발현 파트너로

도입하였다. 30Kc6 단백질의 anti-apoptosis 효과,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

성 향상 효과와 더불어 30Kc19 단백질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퓨전

단백질을 제작하여 세포 배양 배지에서의 첨가물로서 그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 9 -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pET-23a/30Kc19, pET-23a/30Kc19-30Kc6 plasmid

제작

발현용 pET-23a/30Kc19, pET-23a/30Kc19-30Kc6 plasmid를 제작하기

위해 pET23a/GFP-30Kc19[15], pET22b/30Kc6[19]로부터 얻은 30Kc6와

30Kc19 유전자를 각각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해 증폭시켰다.

pET-23a/30Kc19 plasmid를 제작하기 위해 forward primer는 위에서 사

용한 5‘-GGA TCC GCA GAT TCC GAC GTC–3’를 사용하고,

reverse primer는 5‘-CTC GAG GAA AGC CTT TAT ACC CCA–3’

로 XhoI 제한효소 절단위치를 추가하여 증폭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30Kc19을 pET-23a에 삽입하였다. 또한 pET23a/30Kc19-30Kc6의 경우,

30Kc19과 30Kc6의 사이에는 linker(AEAAAKEAAAKA) 서열을 삽입하

여 두 단백질이 서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20].

30Kc19의 forward primer는 5‘-GGA TCC GCA GAT TCC GAC GTC

–3’ 로서, BamHI 제한효소 절단위치를 추가하였으며, reverse primer는

5’-GAA TTC TGC TTT TGC TGC TGC TTC TTT TGC TGC

TGC TTC TGC GAA AGC CTT TAT ACC–3’로 EcoRI 제한효소 절

단위치와 linker(밑줄 부분)를 삽입하여 증폭하였다. 30Kc6의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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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는 5‘-GAA TTC AAC GCC ACA CTT GCA CCA–3’ 로서,

EcoRI 제한효소 절단위치를 삽입하였고, reverse primer는 5‘-CTC

GAG GTA GGG GAC GAT GTA CCA–3’로 XhoI 제한효소 절단위치

를 추가하여 증폭하였다. 먼저 pET-23a에 증폭된 30Kc19-linker를 삽입

하여 pET23a/30Kc19-linker를 제작하고, 이후 30Kc6를 순차적으로 삽입

하여 pET-23a/30Kc19-30Kc6 plasmid를 완성하였다. pET-23a plasmid

에서 발현된 각 단백질들은 N 말단에 T7 tag와 C 말단에 정제과정을

위한 histidine tag가 존재한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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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T-23a/30Kc19 과 pET-23a/30Kc19-30Kc6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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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발현 및 정제

단백질 발현을 위하여 재조합 된 plasmid들을 각각 E. coli Rosetta

gami(Novagen)에 형질전환(transformation)하였다. 형질전환 된 E. coli

를 LB broth(Merck) 배지에서 37℃, 200 rpm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흡광도(OD600)가 0.8일 때 1 mM 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

(IPTG)로 발현을 유도하였고, 30Kc19-30Kc6를 발현시키기 위해 27℃에

서 8 시간, 30Kc19을 발현하기 위해 37℃에서 4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각각 배양하였다.

배양 후 원심분리(4℃, 7000 rpm, 20 분)를 통해 E. coli를 수거하였다.

세포 침전물(cell pellet)을 binding buffer(20 mM Tris-HCl, 0.5 M

NaCl, 20 mM imidazole, pH 8.0)를 첨가하여 재부유(resuspension)시키

고 초음파 파쇄하였다. 이를 원심분리(4℃, 12000 rpm, 30 분)를 통해 상

등액만 수거하고 0.45 μm 막 필터(membrane filter)로 여과시켰다. 이후

AKTA FPLC(GE Healthcare, Sweden)를 이용하여 다음의 정제과정을

수행하였다. HisTrap HP column(GE Healthcare, Sweden)에 미리

binding buffer를 흘려주어 column 내부를 평형상태로 만들고, 상등액을

흘려서 column의 Ni2+-bead에 단백질을 부착시킨다. 이후 washing

buffer(20 mM Tris-HCl, 0.5 M NaCl, 50 mM imidazole, pH 8.0)를

column에 흘려주어 비특이적으로 부착된 단백질들을 제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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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tion buffer(20 mM Tris-HCl, 0.5 M NaCl, 350 mM imidazole, pH

8.0)를 흘려주어 원하는 단백질을 용출하였다. 마지막으로, HiTrap

Deslating column(GE Healthcare, Sweden)에 미리 DMEM(Hyclone,

USA), 또는 SFM4CHO-Utility(Hyclone, USA)를 흘려주어 column 내부

를 평형상태로 만들고 앞서 얻은 단백질에서 salt를 제거함과 동시에

buffer를 교체해주었다. 이렇게 정제한 단백질을 –80℃ deep freezer에

서 보관하였다.

12%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와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하여 정제된 단백질

의 크기를 확인하였고, Micro BCA Protein Assay Kit(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2.3. 세포 배양, 세포 농도와 생존율 측정, ELISA 분석

인간 자궁 경부암 세포인 HeLa 세포를 10% FBS(gibco, USA), 1%

penicillin-streptomycin(gibco, USA)이 첨가된 DMEM(Hyclone, USA)에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그리고 erythropoietin(EPO)를 생

산하는 중국 햄스터 난소(chinese hamster ovary, CHO) 세포는 defined

FBS(Hyclone, USA)를 포함한 배지에서의 성장 단계, 그리고 무혈청 배

지에서의 EPO 생산 단계의 두 단계로 배양하였다. 지수 성장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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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12 well multiplate(SPL life science, Korea)에 접종하여 10%

defined FBS가 첨가된 IMDM(gibco, USA)에서 37℃, 5% CO2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배양 3일 후, EPO 생산을 위하여 defined FBS가 첨가된

배지를 무혈청 배지인 SFM4CHO-utility(Hyclone, USA)로 교환하였다.

30Kc19 또는 30Kc19-30Kc6 단백질은 HeLa 세포에서는 5% FBS를 포

함한 DMEM에, CHO 세포에서는 SFM4CHO-utility에 각각 6.5 μM으로

첨가하여 12시간 동안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농도는 hemacytometer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살아있는 세포는

trypan blue dye exclusion method를 통해 죽은 세포들과 구분하였다.

배지에 분비되어 나온 EPO 농도는 Quantikine IVD EPO ELISA

kit(R&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면역세포화학적 분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이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에 위치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역세포화학적 분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

을 하였다. 단백질을 처리한 세포들을 PBS로 3 회 세척한 후, 4%

paraformaldehyde(in PBS)로 37℃에서 10 분 처리함으로써 고정시켰다.

PBS로 3 회 세척한 후, 0.25 % Triton X-100(in PBS)를 10 분간 처리

하여 세포에 투과성을 부여하였다. 0.1% PBS-T(0.1 % Tween-20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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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로 3회 세척 후 blocking solution(5%

BSA in 0.1% PBS-T)을 상온에서 1 시간 처리하였다. Anti-T7 tag

antibody(abcam, USA; 1:500 diluted in 1% BSA in 0.1 % PBS-T)를 1

시간 동안 처리하고, 0.1% PBS-T로 5 회 세척하였다. 이후, Alexa

Fluor® 488 Goat Anti-Rabbit IgG(Invitrogen, USA; 1:1000 diluted in

1% BSA in 1% PBS-T)를 1시간 동안 처리하고 0.1 % PBS-T로 5 회

세척하였다. 핵 염색을 위하여 1 μg/mL Hoechst 33342(sigma, USA)를

10 분간 처리하고 0.1% PBS-T로 3 회 세척하였다. 공초점 레이저 현미

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 Nikon, Japan)을 통해

단백질이 세포 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였다.

2.5. Immunoblot analysis

세포 내부로 들어간 단백질의 크기와 정성 분석을 위해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단백질을 처리한 세포들을 trypsin-EDTA(gibco, Canada)를

처리하고 수거된 세포들를 PBS로 2번 세척함으로써 세포막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을 제거하였다. 세포들을 RIPA buffer(50mM Tris-HCl(pH 7.4),

150mM NaCl, 1% Triton X-100, 0.1% SDS, proteases inhibitor

cocktail)로 4℃에서 10 분간 처리한 후 원심분리(4℃, 12000 rpm, 15 분)

를 통해 상등액을 수거한다. 각각의 세포 extracts를 12%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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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와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Primary antibody로 anti-T7 tag antibody,

secondary antibody로는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Antibody(Millipore, USA)를 사용하였다. HRP의 기질

로는 Luminata Forte Western HRP Substrate(Millipore, USA)를 사용

하였고 G:BOX Chemi XL system(Syngene, UK)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image를 촬영하였다.

2.6. Apoptosis 유도

Adenosine triphosphate(ATP)와 결합하는 kinase에 강한 친화력을 가

진 staurosporine은 ATP와 kinase간의 결합을 막는다. 이와 같은 기작은

정상 세포에 무리를 주게 되고 apoptosis를 유도한다. 6 well

multiplate(SPL life science, Korea)에 10% FBS, 1% PS를 포함한

DMEM으로 2×104 cells/cm2의 HeLa 세포를 seed culture하였다. 48 시

간동안 배양 후 5% FBS를 포함한 DMEM에 정제된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을 각각 6.5 μM의 농도로 첨가하여 배지를 교환해

주었다. 그로부터 3 일 후 DMSO에 녹인 staurosporine(sigma, USA)을

최종 농도가 0.6 μM 되도록 배지에 첨가하여 8 시간 배양함으로써

HeLa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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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세포는 접종 후 3 일째에 defined FBS를 포함한 IMDM 배지에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하여 배양함으로써 apoptosis를 유도하였다. 무혈청

배지에는 정제된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을 각각 6.5 μM의 농도

로 첨가하였다.

2.7.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ic analysis)

유세포 분석은 FITC Annexin V Apoptosis Detection Kit I(BD

science, USA)를 이용하여 세포를 염색하였다. 1×106 개의 세포들을 수

거하여 1mL 1X binding buffer로 재부유(resuspension)시켰다. 그 중

100 μL(1×105 cells)에 5 μL FITC Annexin V와 5 μL propodium

iodide(PI)를 상온, 암실 조건에서 15 분 동안 처리하였다. 그리고 400 μ

L의 1X binding buffer를 첨가하여 FACS Calibur2 flow cytometer(BD

Biosciences, USA)로 분석하였다.

2.8.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와 ATP 분석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and ATP)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는 potential-dependent J-aggregate-forming lipop

hilic cation인 JC-1 (5,5’,6,6’-tetrachloro-1,1’,3,3’ tetraethylbenzimidaz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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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rbocyanine iodide, Biotium,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JC-1은 미

토콘드리아에 선택적으로 들어가는데, 단위체일 때는 녹색 형광(λem=535

nm)을 띠고, 막전위가 높으면 적색 형광(λem=595 nm)을 띠는 J-aggrega

tes를 형성한다.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는 분광형광계(spectrofluorometer)

를 이용하여 형광의 비율(λem=595 nm/λem=535 nm)로 분석하였다. CHO

세포를 96 well plate에 10% defined FBS를 포함한 IMDM으로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 일 후, 30Kc19, 30Kc19-30Kc6 단백

질이 각각 6.5 μM로 첨가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해주었다. 3 일 후, 배지

를 제거하고 PBS로 1 회 세척하였다. JC-1(in PBS)을 0.5 μg/mL 되도

록 첨가하여 15 분간 반응시켰다. PBS로 3 회 세척 후, JC-1의 적색과

녹색 형광을 excitation 파장 490 nm로 분광형광계(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적색과 녹색 형광의 비율로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를 평가하였다.

세포내 ATP 농도는 luciferin-luciferase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세포

(5×106)를 수거하여 PBS로 세척한 후, pellet을 50 μL PBS로 재부유시키

고 50 μL 2.5 % trichloroacetic acid를 첨가하였다. 이 extracts를 –20℃

에서 보관하였다. Bioluminescence 분석은 ENLITEN ATP assay

system bioluminescence detection kit(promega, USA)를 이용하여

luminometer(Thermo Scientific, USA)를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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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재조합 단백질의 크기 및 농도 확인

클로닝이 완료된 pET-23a/30Kc19, pET-23a/30Kc19-30Kc6 plasmid

를 E. coli에 transformation하여 생산된 재조합 단백질은 N 말단에 T7

tag, C 말단에는 6-His tag이 있는 구조를 갖는다(Figure 3).

30Kc19-30Kc6 단백질은 soluble fraction에서도 많이 존재하여 30Kc19

이 expression partner로서 퓨전 단백질을 soluble form으로 잘 발현시켰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PLC를 이용한 정제 과정을 거친 재조합 단백

질을 12% SDS-PAGE로 분리하고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

해 크기를 확인하였다. 30Kc19은 약 30 kDa의 위치에서, 30Kc19-30Kc6

는 약 60 kDa의 위치에서 band가 형성되어 예상했던 단백질의 크기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Figure 4). Micro BCA Protein Assay Kit(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정제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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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DS-PAGE를 이용한 재조합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크기 및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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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c19 30Kc19-30Kc6

Concentration (mg/ml) 2.49 1.74

Concentration (μM) 81.8 29.3

Table 1. BCA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한 재조합 단백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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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30Kc19-30Kc6 단백질이 세포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HeLa 세포와 CHO 세포의 배지에 각각 6.5 μM의 30Kc19과

30Kc19-30Kc6 단백질을 첨가하여 12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단백질이 세포 내부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세포화학적 분

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과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면역세

포화학적 분석은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Nikon, Japan)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세포 내부에서는

형광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30Kc19 과 30Kc19-30Kc6 단백질을 첨가한

세포에서는 세포 내부에서 형광을 관측할 수 있었다(Figure 5, Figure

6). 또한 Western blot을 통해 세포 lysate에서 각각의 단백질 크기에 맞

는 band를 확인함으로써 세포 내부에 단백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ure 7). 이것을 통해 30Kc19과 융합됨으로써 30Kc19-30Kc6이

세포 투과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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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면역세포화학적 분석을 통한 HeLa 세포에서의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scale bar =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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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면역세포화학적 분석을 통한 CHO 세포에서의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scale bar =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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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estern blot을 통한 HeLa, CHO 세포에서의 30Kc19,

30Kc19-30Kc6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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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0Kc19-30Kc6 단백질의 apoptosis 억제

HeLa 세포는 5% FBS를 포함한 DMDM에 30Kc19, 30Kc19-30Kc6 단

백질을 6.5 μM로 첨가하여 배양한 후 staurosporine(STS)을 첨가함으로

써 apoptosis를 유도하였다. 먼저 trypan blue dye exclusion method로

살아있는 세포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에 비해 30Kc19-30Kc6을 배지에

첨가한 세포들이 apoptosis 유도 후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더 많았고

(Figure 8) 생존율도 높았다(Figure 9).

같은 조건으로 유세포 분석을 통해 anti-apoptosis 효과를 좀 더 정량적

으로 확인하였다. 분석의 원리는 FITC Annexin V와 propodium

iodide(PI) 염색을 통해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를

구분한다.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세포막의 안쪽에 phosphatidylserine이

존재한다. Apoptosis가 일어나면 세포막의 안쪽에 존재하던

phosphatidylserine이 translocation되면서 세포막의 바깥쪽에 노출된다.

이를 phosphatidylserine과 높은 친화력를 갖는 FITC annexin V로

detection할 수 있다. PI는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necrosis나 late apoptotic cell의 세포막은 통과하여 핵을 염색할 수 있

다. 따라서 FITC로만 염색이 되어있는 세포들은 early apoptotic cell이

고, PI로만 염색이 된 세포들은 necrosis가 일어난 세포이며, 둘 다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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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세포들은 late apoptotic cell이다.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12.35%,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은 13.30%의 apoptotic

cell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30Kc19-30Kc6를 배지에 첨가한 세포들

에서는 1.87%의 세포만이 apoptotic cell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30Kc19-30Kc6가 HeLa 세포에서 STS에 의한 apoptosis에 대해 억제 효

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0).

CHO 세포에서의 apoptosis 유도는 10% defined FBS를 포함한 배지에

서 EPO 생산을 위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하여 배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배지 교환 후 2 일째까지는 모두 비슷한 세포 농도를 보이다가 3 일째부

터는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보다 30Kc19-30Kc6 단백질을 첨가한 세포들의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더 많았고(Figure 11) 생존율도 높았다(Figure 12). 같은 조건으로

유세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조군은 30.55%, 30Kc19을 첨가한 세포들

은 29.19%의 apoptotic cell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30kc19-30Kc6를 첨

가한 세포들에서는 9.82%만이 apoptosis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3). 이를 통해 30Kc19-30Kc6가 CHO 세포에서 혈청을 제거함

으로써 유도된 apoptosis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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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TS 처리 후의 시간에 따른 HeLa 세포의 살아있는

세포 농도

Figure 9. STS 처리 8 시간 후의 HeLa 세포의 생존율,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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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유세포 분석을 통한 HeLa 세포에서의 anti-apoptosis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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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배양 시간에 따른 CHO 세포의 살아있는 세포 농도

Figure 12. 배지 교환 3 일 후의 CHO 세포의 생존율,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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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유세포 분석을 통한 CHO 세포에서의 anti-apoptosis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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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0Kc19-30Kc6 단백질에 의한 EPO의 생산성 향상

EPO의 생산성 측정은 EPO 생산 단계(production phase)의 전 과정에

서 수행하였다. EPO ELISA kit를 이용하여 배지에 있는 EPO titer를 측

정하였다. 배지 교환 후 2 일째부터, 배지에 다른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30Kc19과 30Kc19-30Kc6를 배지에 첨가한 CHO 세포

들의 EPO 생산량이 더 많았다. 그리고 배지 교환 3 일째부터는 30Kc19

을 첨가한 세포들보다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들이 EPO를 더 많

이 생산하였다(Figure 14). 특히 배지 교환 3일 째에는, 대조군에 비해

각각 30Kc19를 첨가한 세포가 1.6배,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는

2.3배까지 생산이 증가하였다. 배지 교환 6 일째에는 30Kc19를 첨가한

세포는 1.3배,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는 1.6배 정도 EPO 생산이

증가하였다.

재조합 단백질의 비생산성(qEPO)은 시간당, 세포당 EPO 생산량이다. 따

라서 시간에 따른 살아있는 세포의 농도와 시간에 따른 EPO 생산량으

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살아있는 세포 농도 그래프

(Figure 8)의 시간에 대한 적분을 X 축으로, EPO 생산량(Figure 14)을

Y축으로 설정하여 그래프를 그렸다(Figure 15). 각 데이터에 대한 추세

선의 기울기가 바로 EPO의 비생산성이며, 단위는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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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조군보다 30Kc19을 첨가한 세포의 비생산성이 6.12,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의 비생산성이 7.7 정도 증가하였다. 배지

에 30Kc19을 첨가한 경우와 30Kc19-30Kc6을 첨가한 경우는 비슷한 비

생산성을 가졌지만 anti-apoptosis 효과에 의해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에서 더 많은 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EPO 생

산량은 30Kc19를 첨가한 세포보다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4 -

Figure 14. ELISA를 통한 EPO titer의 측정

Figure 15. specific EPO productivity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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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0Kc19-30Kc6 단백질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의 유지와

ATP 생산의 증가

배지에 첨가된 30Kc19-30Kc6 단백질이 EPO의 비생산성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와 세포내 ATP 농

도를 배지 교환 3일 후에 측정하였다. 배지에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는 0.38, 배지에 30Kc19, 30Kc19-30Kc6

를 각각 첨가한 세포는 0.58, 0.57이었다(Figure 16). 또한 세포내 ATP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배지에 30Kc19을 첨가한 세포는

38.7%, 30Kc19-30Kc6를 첨가한 세포는 42.4%가 증가하였다(Figure 17).

ATP 생산의 증가는 목적 단백질의 높은 생산성에 이로운 요소이다. 이

결과들로부터 배지에 첨가된 30Kc19, 30Kc19-30Kc6는 세포의 미토콘드

리아 막 전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에 따라 ATP 생산을 향상시

킴으로써 EPO의 비생산성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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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JC-1 분석을 통한 CHO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의

측정, *p < 0.05

Figure 17. ATP 분석을 통한 CHO 세포의 ATP 농도 측정,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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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apoptosis 억제 효과를 가진 누에 체액 단백질인 30Kc6

를 또 다른 누에 체액 단백질인 30Kc19와 융합 단백질 형태로 생산하였

다. 30Kc19 단백질은 대장균에서 soluble form으로 발현되고 세포 투과

성을 지녔으며, 재조합 단백질의 비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inclusion body 형태로 대장균에서 생산되는 30Kc6의 발현 파트너

로서 도입하였다. 그 결과 30Kc19-30Kc6 단백질은 대장균에서 soluble

form으로도 발현되었다. 생산된 30Kc19-30Kc6 단백질은 30Kc19 단백

질과 마찬가지로 세포 배양 배지에 첨가하였을 때 세포 투과성을 보였

다. 또한 배지에 첨가한 30Kc19-30Kc6는 HeLa 세포에서 staurosporine

에 의한 apoptosis와 CHO 세포에서 무혈청 배지로 인한 apoptosis를 억

제함을 확인하였다. CHO 세포 배양에서 배지에 첨가된 30Kc19-30Kc6

는 anti-apoptotic effect와 EPO 비생산성의 향상 효과를 보여 전체 EPO

생산량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30Kc19-30Kc6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ATP 생산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EPO의 비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30Kc19-30Kc6 단백질이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

포 배양의 첨가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Kc19은 soluble

expression과 더불어 세포투과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expression

partner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 38 -

5. 참고문헌

[1] Lamkanfi, M. and V.M. Dixit, Manipulation of host cell death

pathways during microbial infections. Cell Host Microbe, 2010. 8(1): p.

44-54.

[2] Saelens X, Festjens N, Vande Walle L, van Gurp M, van Loo

G, Vandenabeele P. Toxic proteins released from mitochondria in cell

death. Oncogene. 2004. 23(16): p. 2861-2874.

[3] W.J. Rhee, E.J. Kim, and T.H. Park, Kinetic Effect of

Silkworm Hemolymph on the Delayed Host Cell Death in an Insect

Cell-Baculovirus System. Biotechnology progress, 1999. 15(6): p.

1028-1032.

[4] W.J. Rhee and T.H. Park, Silkworm hemolymph inhibits

baculovirus-induced insect cell apoptosis.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0. 271(1): p. 186-190.

[5] Kim, E.J., W.J. Rhee, and T.H. Park,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Apoptosis-Inhibiting Component from the

Hemolymph of Bombyx mori.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1. 285(2): p. 224-228.

[6] S.S. Choi, W.J. Rhee, and T.H. Park, Beneficial effect of

silkworm hemolymph on a CHO cell system: Inhibition of apoptosis



- 39 -

and increase of EPO production.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05. 91(7): p. 793-800.

[7] E.J. Kim, H.J. Park, and T.H. Park, Inhibition of apoptosis by

recombinant 30K protein originating from silkworm hemolymph.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3. 308(3):

p. 523-528.

[8] Shin Sik Choi, Won Jong Rhee, Eun Jeong Kim, Tai Hyun

Park, Enhancement of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s through anti-apoptosis engineering using 30Kc6

gene. Biotechnol Bioeng, 2006. 95(3): p. 459-467.

[9] Tai Young Koo, Ju Hyun Park, Hee Ho Park, Tai Hyun Park,

Beneficial effect of 30Kc6 gene expression on production of

recombinant interferon-β in serum-free suspension culture of CHO

cells. Process Biochemistry, 2009. 44(2): p. 146-153.

[10] Zesong Wanga, Ju Hyun Park, Hee Ho Park, Wensong Tan,

Tai Hyun Park, Enhancement of therapeutic monoclonal antibody

production in CHO cells using 30Kc6 gene. Process Biochemistry,

2010. 45(12): p. 1852-1856.

[11] Zesong Wang, Xuhui Ma, Li Fan, Won Jong Rhee, Tai Hyun

Park, Liang Zhao, Wen-Song Tan, Understanding the mechanistic



- 40 -

roles of 30Kc6 gene in apoptosis and specific productivity in

antibody-producing Chinese hamster ovary cells. Appl Microbiol

Biotechnol, 2012. 94(5): p. 1243-1253.

[12] W.J. Rhee, E.H. Lee, and T.H. Park, Expression of Bombyx

mori 30Kc19 protein in Escherichia coli and its anti-apoptotic effect

in Sf9 cell.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2009. 14(5): p.

645-650.

[13] Zesong Wang, Ju Hyun Park, Hee Ho Park, Wensong Tan,

Tai Hyun Park, Enhancement of recombinant human EPO production

and sialylation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s through Bombyx mori

30Kc19 gene expression.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11.

108(7): p. 1634-1642.

[14] Ju Hyun Park, Zesong Wang, Hee-Jin Jeong, Hee Ho Park,

Byung-Gee Kim, Wen-Song Tan, Shin Sik Choi, Tai Hyun Park,

Enhancement of recombinant human EPO production and glycosylation

in serum-free suspension culture of CHO cells through expression

and supplementation of 30Kc19.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2. 96(3): p. 671-683.

[15] Ju Hyun Park, Ju Hyun Lee, Hee Ho Park, Won Jong Rhee,

Shin Sik Choi, Tai Hyun Park, A protein delivery system using



- 41 -

30Kc19 cell-penetrating protein originating from silkworm.

Biomaterials, 2012. 33(35): p. 9127-9134.

[16] Song H, Lee SY. Production of succinic acid by bacterial

fermentation. Enzyme and Microbial Technology. 2006. 39(3): p.

352-361.

[17] Loo T, Patchett ML, Norris GE, Lott JS. Using secretion to

solve a solubility problem: high-yield expression in Escherichia coli

and purification of the bacterial glycoamidase PNGase F. Protein

expression and purification. 2002. 24(1): p. 90-98.

[18] Kim YS, Cha HJ. Solubility dependency of co-expression

effects of stress-induced protein Dps on foreign protein expression in

Escherichia coli. Enzyme and Microbial Technology. 2006. 39(3): p.

399-406.

[19] Hye Jung Park, Eun Jeong Kim, Tai Young Koo, Tai Hyun

Park, Purification of recombinant 30K protein produced in Escherichia

coli and its anti-apoptotic effect in mammalian and insect cell

systems. Enzyme and Microbial Technology, 2003. 33(4): p. 466-471.

[20] Chen, X., J.L. Zaro, and W.C. Shen, Fusion protein linkers:

Property, design and functionality. Adv Drug Deliv Rev, 2012.

[21] S.S. Choi, W.J. Rhee, and T.H. Park, Inhibition of human cell



- 42 -

apoptosis by silkworm hemolymph. Biotechnology progress, 2002.

18(4): p. 874-878.

[22] Nobuhiro Sakaia, Shigetoshi Moria, Susumu Izumia, Kazu

Haino-Fukushimaa, Teru Ogurab, Hideaki Maekawab, Shiro Tomino,

Structures and expression of mRNAs coding for major plasma

proteins of Bombyx mori.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Gene

Structure and Expression, 1988. 949(2): p. 224-232.

[23] Ju Hyun Park, Hee Ho Park, Shin Sik Choib, Tai Hyun Park,

Stabilization of enzymes by the recombinant 30Kc19 protein. Process

Biochemistry, 2012. 47(1): p. 164-169.

[24] E.J. Kim and T.H. Park, Increase of host cell longevity by the

expression of 30K protein originating from silkworm hemolymph in an

insect cell–baculovirus system. Enzyme and Microbial Technology,

2004. 35(6-7): p. 581-586.

[25] H.P. Sorensen and K.K. Mortensen, Soluble expression of

recombinant proteins in the cytoplasm of Escherichia coli. Microb Cell

Fact, 2005. 4(1): p. 1.

[26] Won Jong Rhee, Ju Hyun Park, Ji-Sook Hahn, Tai Hyun

Park, Anti-apoptotic mechanism of silkworm hemolymph in HeLa cell

apoptosis. Process Biochemistry, 2013. 48(9): p. 1375-1380.



- 43 -

[27] Savill J, Dransfield I, Gregory C, Haslett C. A blast from the

past: clearance of apoptotic cells regulates immune responses. Nature

reviews Immunology. 2002. 2(12): p. 965-975.



- 44 -

Abstract

Soluble Expression of 30Kc19-30Kc6 Fusion Protein

in E . coli and Its Anti-apoptotic Effect

in Mammalian Cell Systems

Jeongseon Choi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anti-apoptosis in mammalian cell culture has been

widely recognized. In previous studies, we reported that silkworm

hemolymph (SH) and its proteins showed anti-apoptotic effect in

various cell systems. 30Kc6 gene was expressed in CHO cell and

showed inhibition of apoptosis and enhancement of EPO production.

We also reported the expression of 30Kc6 protein in E. coli as an

inclusion body, which was purified for the anti-apoptotic effect.

Although we introduced NusA as an expression partner to make the

30Kc6 protein more soluble, additional purification process to cut

NusA from 30Kc6 was needed. In this study, we fused 30Kc6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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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c19 as an expression partner to express as a soluble protein in E.

coli. The 30Kc19 protein, another silkworm hemolymph protein, was

selected for soluble expression in E. coli, which has a

cell-penetrating, and also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enhancing

properties. It was found that addition of the 30Kc19-30Kc6 fusion

protein to the cell culture medium effectively inhibited apoptosis in

HeLa and CHO cells. Furthermore, EPO production was increased

because of anti-apoptotic effect and from high specific EPO

productivity when supplemented with the 30Kc19-30Kc6 protein.

Through this, we can expect the use of the fusion protein as a

supplement in mammalian cell culture during production of

recombinant proteins. Using 30Kc19 as an expression partner is

expected to provide not only soluble expression, but also

cell-penetrating property to the fusion protein.

keywords : 30Kc6, 30Kc19, anti-apoptosis, soluble expression,

expression partner, cell-penetrating property,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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