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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록)

에 체액에 존재하는 30kDa크기의 단백질 30Kc19단백질은 가

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선행연구에서 30Kc19단백질은 세포 내로

투과하여 세포 내 효소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밝 졌다.이러한 단백질

의 특성을 약물 달에 활용하기 하여,안정 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청알부민 (HSA)나노입자에 충진되었을 때,세포 투과성과 효소 안정화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N-terminal에 α-helix부분과

C-terminal에 β-sheet부분을 갖는 30Kc19단백질의 α-helix(30Kc19α)

부분만을 재조합 단백질로 정제하 을 때,세포투과성을 담당하는 CPP

(cell-penetratingpeptide)가 존재한다는 것과,세포 내 외부에서 효

소 안정화 기능을 보고하 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30Kc19α 단백질만으로 나노입자를 만들어 약

물 달을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 다.먼 ,탈용

매화 방법으로 만들어진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1mg/ml농도와

pH 10인 환경에서 200nm 지름을 갖는 안정 인 구형의 형태로 합성되

었으며,세포내에서 거의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보 다.효소 안정

화 기능을 확인하기 하여,모델 효소인,β-galactosidase가 충진되었을

시,공 이 미경으로,세포 투과성을 찰할 수 있었으며,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로부터 방출된 β-galactosidase의 안정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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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켜주었으며,β-galactosidase는 invitro상에서 나노입자로부터 서방

형 방출양상 (controlled-release)으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HDF

세포내 β-galactosidase활성은 엑스 갈 (X-gal)염색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단백질 나노입자에 충진된 β-galactosidase는 서방형 방출

양상으로 나노입자로부터 방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에서,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다양한 세포내로 단

백질 기반 약물의 효과 이고 안정 인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 Protein nanoparticle,30Kc19α,drug delivery,soluble

expression,cell-penetrating property,enzyme-stabilizing property,

recombinantproteinproduction

학번 :2014-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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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에 체액과 에 체액 단백질에 한 선행 연구

1.1.1. 에 체액

30kDa크기를 갖는 30K단백질들은 Bombyxmori의 학명을 갖는

에의 체액에 존재하며,다양한 생물학 기능들이 본 연구실에서 보고되

었다. 에체액은 곤충 세포의 배지로 기존에 이용되었던 고가의 FBS

(fetalbovineserum)와 유사한 효능을 보여,이의 체물질로 선행 연구

가 되어왔다 [1]. 에 체액이 곤충 세포-베큘로바이러스 (baculovirus)

시스템의 배지에 첨가되었을 때,베큘로바이러스에서 유도된 에이 토시

스 (apoptosis)를 억제하는 것을 보 으며 [2],숙주 세포의 생존률을 향

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한, 에 체액은 화학 유도제에서 유

도된 세포의 에이 토시스를 억제하는 것을 나타냈다 [4].곤충 세포와

마찬가지로, 에 체액이 동물세포의 배지에 첨가되었을 때 숙주 세포의

에이 토시스를 억제하고 [5,6],세포의 생존율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 으며,화학물질 [6]이나 백신 바이러스 [5]에 의한 에이 토시

스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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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K 단백질의 특성

에이 토시스 억제 효과를 갖는 단백질들을 에 체액으로부터 분리

정제를 하 고,그 결과 이 단백질들은 30kDa의 비슷한 크기를 갖

는 단백질 군이라고 밝 졌다 [7].이 단백질 군은 분자량뿐만 아니라 유

사한 아미노산서열을 갖는 5개의 하 단백질들 (30Kc6,30Kc12,30K19,

30Kc21,30Kc23)로 구성되어있다 [8,9].

그 30Kc6단백질을 CHO (Chinesehamsterovary)cell에서 발

시켰을 때 에이 토시스 억제효과를 보 으며 [10],재조합 단백질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았다 [11,12,13,14].30Kc19단백질은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 단백질로서,곤충세포에 처리했을 때 에이 토

시스 억제효과를 보 으며 [15],EPO(erythropoietin)을 생산하는 CHO

cell에 30Kc19을 재조합 단백질 형태로 첨가해주거나 [9],함께 발 시켰

을 때 [16,17]EPO의 생산량을 향상시켰다. 한,30Kc19단백질을 효소

에 처리하 을 때,BSA (bovineserum albumin)와 비슷한 효소 안정화

특성을 보 다 [18]. 한 이 단백질은 cell-penetratingpeptide(CPP)를

포함하고 있어,invitro시스템에서 세포 투과성을,그리고 invivo시스

템에서 조직 투과성을 보임을 확인하 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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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0Kc19α 단백질의 특성

30Kc19 단백질은 N-terminal 도메인에 6개의 alpha-helix들과,

C-terminal도메인에 12개의 β-sheet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보고 다

[20].30Kc19단백질의 특성 하나인 세포투과성은 alpha-helix구조에

존재하는 세포 투과 단백질 (cell-penetratingprotein)인,Pep-c19의 역

할로 밝 졌다 [21]. 한,본 연구실에서는 이 단백질의 α-helix부분

(30Kc19α)은 soluble하게 정제되었고,β-sheet부분은 insoluble하게 정

제 되는 것을 밝혔다. 한 30Kc19α 단백질은 세포 투과성과

extracellular과 intracellular시스템에서의 단백질 안정화 특성을 갖는다

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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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약물 달체

1.2.1.약물 달 시스템에서 나노입자의 역할

유기나노입자를 사용한 약물 달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유기나노입

자는 환경 친화 으로 분해되며,독성이 고,운반하는 약물이 조 된

방출 (controlled-release)을 하여 약물 주입 횟수를 여주는 가능성을

보 다. 한,단백질 기반 약물이 나노입자에 충진되어 encapsulation

되었을 때 안정 인 구조가 유지됨을 보 다.나노입자 외에도 마이셀

(micelles), 합 나노젤 (polymericnanogel), 합 나노입자 (polymeric

nanoparticles),등이 생물 의학 연구에서 응용되고 있다 [22,23,24].

1.2.2. 30Kc19-HSA 나노입자의 특성

선행 연구에서, 에 체액에서 유래한 30Kc19단백질의 표 인 특성

인 세포 투과성과 단백질 안정성을 약물 달에 응용하기 하여,

30Kc19 단백질이 안정 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정알부민 (human

serum albumin)나노입자에 충진되었다.두 단백질 양이 1 1비율로

섞여서 탈용매화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때,인간 정알부민 나노입자에

비해 향상된 세포투과성과 단백질 안정화 특성을 보 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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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물 달 시스템에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기능

본 연구에서는,30Kc19단백질 soluble하게 생산되고 세포투과성과

단백질 안정화 특성을 갖는 30Kc19α-helix 단백질만을 생산 정제

를 하고 단백질의 pH환경과 농도가 최 화된 탈용매화 방법으로 단백질

나노입자를 만들어 세포투과성과 단백질 안정화 특성을 확인하여 서방형

방출 양상 (controlled-release)을 보이는 다양한 약물의 달체로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 다 (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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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사용한 효소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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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재료 방법

2.1.pET-23a/30Kc19α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발 용 pET-23a/30Kc19α plasmid는,

pET-23a/GFP-30Kc19 [19]로부터 얻은 30Kc19 유 자를, forward

primer는 EcoRI제한 효소 단 치가 추가된 5‘-GAA TCC GCA

GAT TCC GAC GTC-3’를 사용하여,reverseprimer는 5‘-CTC GAG

GTT TTT CGG CGA AGA TAA-3’으로 XhoI제한효소 단 치를

추가하여, 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chainreaction)으로 30Kc19α를

증폭시킨 후,pET-23a(Novagen,Madison,WI,USA)에 삽입하여 완성

되었다.pET-23aplasmid에서 발 된 각 단백질들은 N 말단에 T7tag

와 C말단에 정제과정을 한 6-Histidinetag가 존재한다 (Fig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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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pET-23a/30Kc19α 벡터의 구조



- 9 -

2.2.30Kc19α 단백질 발 정제

재조합 30Kc19α 단백질을 생산하기 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plasmid는 E.coli(Escherichiacoli)BL21strain(Novagen)에 형질 환

(transformation)되었다.형질 환 된 E.coli를 50µg/mlAmpicilin이 첨

가된 LB broth 배지 (10g/L NaCl,10g/L trypton,5g/L yeast

extract)에서 37°C,200rpm의 조건으로 배양하 다.흡 도 (OD600)가

0.7 일 때 1 mM isopropyl-B—D-thiogalactopyranoside (IPTG)로

30Kc19α 단백질 발 을 유도하 고,27°C에서 4시간 동안 추가 으로

배양하 다.

배양 후 원심분리 (4°C,7000rpm,20분)를 통해 E.coli를 수집하

다.상등액을 제거한 후,세포 침 물 (cellpellet)을 bindingbuffer(20

mM Tris-HCl,0.5M NaCl,20mM imidazole,pH 8.0)를 첨가하여 재

부유 (resuspension)시킨 후 얼음물에 담긴 상태에서 음 쇄

(Amplification23%,10분)하 다.그런 후,이를 원심분리 (4°C,12000

rpm,30분)한 후 상등액을 수거하여 0.2µm 막 필터 (membranefilter)

로 여과시켰다. 그런 후, AKTA FPLC (fast protein liquid

chromatography;GEHealthcare,Sweden)를 사용하여 His-tagaffinitiy

chromatography로 정제과정을 수행하 다.His-TrapHP column(GE

Healthcare,Uppsala,Sweden)의 column내부가 평형상태가 되도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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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해서 bindingbuffer를 20ml흘려주고,상등액을 흘려주어 단백

질을 column의 Ni2+-bead에 부착시킨다.이후,washingbuffer(20mM

Tris-HCl,0.5M NaCl,50mM imidazole,pH 8.0)를 column에 흘려주

어 비특이 으로 부착된 단백질들을 제거한 후,elutionbuffer(20mM

Tris-HCl,0.5M NaCl,350mM imidazole,pH 8.0)를 흘려주어 원하는

단백질을 용출하 다. 마지막으로, HiTrap Desalting column (GE

Healthcare,Uppsala,Sweden)에 미리 20mM Tris-HCl(pH 8)용액을

흘려주어 column내부를 평형상태로 만들고,앞서 얻은 단백질을 1ml

씩 흘려주며 salt를 제거함과 동시에 buffer를 교체해주었다.이 게 정

제한 단백질은 -80°Cdeepfreezer에서 보 하 으며,사용 시 4°C상에

서 천천히 녹여 사용하 다.

15%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와 Coomassiebrilliantblue염색을 수행하여 정제된 단백

질의 크기를 확인하 다.그리고 Micro BCA Protein Assay Kit

(ThermoFisherScientificInc.,Rockford,IL,USA)를 이용하여 단백질

의 정량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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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탈용매화 방법을 이용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 생산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들은 탈용매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25].400

µlTris-HClbuffer(pH 10.0)용액 내에 30Kc19α 단백질 (1mg/ml)과

40µgβ-galactosidase(SigmaAldrich)는 상온에서 달걀 모양의 교반자

(stirringeggbar)를 사용하여 자기 교반기에 의해 섞 다 (1000rpm).

이에 탈용매 물질인 에탄올 (2ml)을 한 방울씩 흘려주어 만들어진 나

노입자를 가교화 (crosslinking)시키기 하여 10% 루탈알다하이드

(SigmaAldrich)를 넣고 얼음이 있는 차가운 조건에서 1시간동안 음

로 쇄 하 다.가교화된 나노입자는 원심분리 (4°C,12,000rpm,20분)

를 통해 상등액을 제거한 후 침 한 나노입자를 PBS버퍼로 재부유 시

켰다.만들어진 나노입자를 원심분리하고 재부유하는 과정을 세 번 더

수행하여 나노입자를 washing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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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탈용매화 방법으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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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 동 산란 도계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지름,다분산 지수, 제타포텐셜 측정

탈용매화 방법으로 만들진 후 PBS버퍼에 담겨져 있는 1mg/ml농도

의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1/10으로 희석된 후,제조 회사의 지시에

따라 기 동 산란 도계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ELS)

spectrophotometer;ELS-8000,Otsuka,Tokyo,Japan)를 사용하여서 입

자의 지름,다분산 지수 (polydispersityindex), 제타 포텐셜 (zeta

potential)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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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사 자 미경으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형태

찰

앞서 만들어진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원심분리 후 탈이온수로 재

부유시켰다.나노입자가 있는 용액의 한 방울을 12 mm circular

coverslip에 떨어뜨린 후,-80°Cdeepfreezer에서 얼렸다 (overnight).이

후,얼려진 나노입자를 동결건조기 (Hanil,Seoul,Korea)로 동결건조 시

킨 후,백 코 (sputtercoatingusingplatinum)을 하여 주사 자 미

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Carl Zeiss,

Oberkochen,Germany)으로 나노입자의 형태를 찰(2.0kV acceleration

voltage,50,000xmagnification)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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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ivecellimaging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가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에 치하는지

확인하기 해 공 이 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CLSM;EZ-C1,Nikon,Tokyo,Japan)으로 찰하 다.1차

인체 피부아세포 (HumanDermalFibroblast,HDF)를 8-wellchamber

plate에서 키워 밤새 세포 배양기 (37°C,5% CO2)에서 배양되었다.β

-galactosidase에 AlexaFluor® 488(Invitrogen,Carlsbad,CA,USA)

형 을 부착시키기 하여,2 mg/ml농도의 β-galactosidase,Alexa

Fluor® 488,sodium bicarbonatebuffer(pH 8.3)을 혼합하여 20분간 상

온에서 rocking시켜주었다.Vivaspin® 500ultrafiltrationspincolumn

(SartoriusStedim Biotech,Germany)에 옮긴 후 β-galactosidase과 결

합하지 않은 형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원심분리 (4°C,12,000rpm,30

분)를 반복하고 dPBS로 washing한 후,탈용매화 방법으로 30Kc19α 단

백질 나노입자에 충진되었다. β-galactosidase가 충진된 200 µg/ml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세포들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세포 배양

기 (37°C,5% CO2)에서 배양하 다.나노입자가 처리된 세포들을 PBS

버퍼로 세 번 washing한 후,2µg/mlHoechst33342(Sigma,USA)를

15분간 처리하여 핵을 염색했다.다시 PBS버퍼로 washing후에,공

이 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입자가 세포 내에 치하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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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7. CCK-8assay를 통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세

포 내 독성 검사

CellCountingKit-8(DojindoLaboratories,Japan)을 이용하여 30Kc19

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세포 내 독성 검사를 수행하 다.96-wellplate

(ThermoScientific,USA)에 HDF세포를 seedculture한 후,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10µg/ml,50µg/ml,100µg/ml,200µg/ml,400

µg/ml농도에 맞게 넣고 37°C,5% CO2의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WST-8(water-solubletetrazolium-8)용액을 10µl씩 각 well에 넣고 2

시간 동안 배양을 하 다.이후 분 도계 (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하여 450nm 장에서 발색 정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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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β-galactosidase의 specificactivity측정

나노입자로부터 방출된 β-galactosidase의 activity를 측정하기 해서 β

-galactosidase가 충진된 1mg/ml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37°C,200

rpm 조건에서 각각 24시간 는 96시간 동안 shakingincubation시켰

다.원심분리 (12,000 rpm,20분)를 통해 나노입자로부터 방출된 β

-galactosidase가 있는 상등액을분리하고 β-galactosidase assay kit

(Invitrogen)를 이용하여 제조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같이 수행하

다.앞서 얻은 상등액 5 µl을 50 µlcleavage buffer (60 mM

Na2HPO4·7H2O, 40 mM NaH2PO4·H2O, 10mM KCl, 1 mM

MgSO4·7H2O,pH7)와 17µl4mg/mlo-nitrophenol-β-D-galactoside

(Sigma-Aldrich)용액에 첨가 된후,37°C조건에서 30분동안 incubation

되었다.Incubation동안 노란색이 발색했으며,125µlstopbuffer(1M

Na2Co3)를 각 well에 첨가해주고, enzyme-linkedimmunosorbent

assay(ELISA)reader(ThermoLabSystems,Milford,MA,USA)을 사

용하여 405nm 에서 absorbance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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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lexaFluor® 488-labeled β-galactosidase의 형 강

도 측정

Alexa Fluor® 488 형 이 이블링된 β-galactosidase가 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37°C, 200 rpm 조건에서 shaking

incubation 시켰다.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에서 방출되는 β

-galactosidase의 형 강도를 fluo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시간 별

방출양상 로 일을 (release-profile)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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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X-gal염색법

β-galactosidase가 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가 처리된 HDF세

포들에서부터 β-galactosidase activity를 측정하기 해 X-gal

(5-bromo-4-chloro-3-indolyl-b-D-galactopyranoside, Sigma-Aldrich)

염색법을 사용했다.96-wellplate(ThermoScientific,USA)에 HDF세

포를 seedculture한 후,10% FBS,1% PS를 포함한 DMEM에 있는

나노입자를 400µg/ml농도에 맞게 넣고 37°C,5% CO2의 조건에서 24

시간 배양하 다.이후 PBS 버퍼로 세포를 두 번 washing하고 4%

paraformaldehydeinPBS로 15분 동안 세포를 고정시켰다.고정된 세포

는 0.5 mg/mlX-galin PBS containing 5mM K4Fe(CN)6,5mM

K3Fe(CN)6,and 2mM MgCl2 와 밤새 37°C 조건에서 배양하 다.

Fluorescencemicroscope(OlympusIX71,Tokyo,Japna)를 사용하여서

세포들의 bright-field이미지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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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3.1.재조합 단백질의 발 농도 확인

E.coli에서 생산된 재조합 30Kc19α 단백질의 C말단에는 6-Histidine

tag를,그리고 N 말단에는 T7tag가 있는 구조를 가진다 (Figure3).

FPLC를 이용하여 soluble하게 정제된 30Kc19α 단백질을 15%

SDS-PAGE로 분리한 후,Coomassiebrilliantblue염색 방법으로 시각

화 되었다.13kDa 치에서 형성된 30Kc19α 단백질 band를 찰하

다 (Figure5).His-tagantibody를 1stantibody로 사용하여 웨스턴 블롯

으로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6).정제된 단백질의 정량값은

MicroBCA ProteinAssayKit(ThermoScientific,USA)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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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SDS-PAGE를 이용한 재조합 30Kc19α단백질의 크기 발

확인

Figure5.Westernblot을 통한 30Kc19α 단백질 확인

(1stAntibody:His-tag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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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BCA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한 재조합단백질의 농도

30Kc19α
Concentration(mg/ml) 3.2

Yield(mg/L)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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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pH가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지름,다분산 지수,

제타 포텐셜에 미치는 향

탈용매화 방법으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만들 때,탈용매 물질

인 에탄올을 단백질 용액 (1mg/ml)에 한 방울씩 첨가하기 에,20

mM Tris-HCl버퍼의 pH가 7,8,9,10이 되도록 각각 맞춰주어 pH에

따른 지름,다분산 지수, 제타 포텐셜을 기 동 산란 도계로 측정

하 다 [26,27,28].

단백질 용액의 pH 값이 증가할수록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지름

은 감소하여 pH가 10일 때 200nm 다 (Figure7).분자량의 분포를

나타내는 다분산 지수 (polydispersityindex)는 단백질 용액의 pH 값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pH가 10일 때 0.2미만의 낮은 다분산 지수를

측정하 다.이는 단백질 용액의 pH가 10일 때,나노입자의 크기가 균일

하게 만들어 지는 것을 확인하 다 (Figure7).

액체에 부유하고 있는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 기 특성인 를 나타

내는 제타 포텐셜 (zetapotential)값은 0으로 가까울수록 입자가 응집하

거나 침 되는 것을 보인다.단백질 용액의 pH와 상 없이 음성인 제타

포텔셜 값 (mV)을 가지는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액체 에 고르

게 분산해 있음을 확인하 다 (Figur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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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pH환경이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지름과

다분산 지수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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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pH환경이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제타 포텐셜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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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백질 농도가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지름,다분산

지수, 제타 포텐셜에 미치는 향

탈용매화 방법으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만들 때,탈용매 물질

인 에탄올을 단백질 용액에 한 방울씩 첨가하기 에,20mM Tris-HCl

버퍼 (pH10)안에 있는 30Kc19α 단백질의 농도가 30Kc19α 단백질 나노

입자의 지름,다분산 지수, 제타 포텐셜에 미치는 향을 기 동

산란 도계로 측정하 다.

30Kc19α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지

름은 증가하 고,농도가 1mg/ml과 1.5mg/ml일 때 나노입자의 다분

산 지수 (polydispersityindex)는 0.2미만 이었다 (Figure9).

단백질의 농도와 상 없이 음성인 제타 포텔셜 값 (mV)을 가지는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액체 에 고르게 분산해 있음을 확인하

다 (Figure10).

이는 20mM Tris-HCl버퍼 (pH10)에서 단백질의 농도가 1mg/ml일

때,나노입자의 크기가 최 화 되어 탈용매화 방법으로 균일하게 만들어

지고 용액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 27 -

Figure8.30Kc19α 단백질 농도가 나노입자의 지름과 다분산 지수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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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30Kc19α 단백질 농도가 나노입자의 제타 포텐셜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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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세포 내 독성 확인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가 HDF세포 내에서 독성을 나타내는지 확인

하 다.다른 농도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세포에 처리하고 24시

간 배양한 후 CCK-8assay를 사용하여 흡 도를 측정해 세포의 활성도

를 확인하 다.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처리한 세포가 나노입자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 세포와 비슷한 생존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Figure11). 그러므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세포 내에서 독

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므로 세포내 운반체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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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가 HumanDermalFibroblasts에

한 독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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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형태 측정

탈용매화 방법으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만들 때,탈용매 물질

인 에탄올을 단백질 용액 (1mg/ml)에 한 방울씩 첨가하기 에,20

mM Tris-HCl버퍼의 pH가 7,8,9,10이 되도록 각각 맞춰주어 pH에

따른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형태 (morphology)를 주사 자 미경

(fieldemissionscanningelectronmicroscopy)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단백질 용액의 pH가 증가할수록 나노입자의 형태는 안정 인 구형을 나

타내는 것을 FESEM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30Kc19α 단백질 나노

입자는 pH가 10인 단백질 용액 (1mg/ml)에서 탈용매화 방법으로 구형

을 띠고 200nm 지름을 갖도록 만들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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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1.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FE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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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형

태 확인

탈용매화 방법으로 만들어진 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형태 (morphology)를 주사 자 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electronmicroscopy)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β-galactosidase

가 충진되지 않은 조군인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에 비해 β

-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구형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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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FE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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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세포

투과성

HDF세포에서의 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세포 투과성을 lilvecellimaging방법으로 공 이 미경을 이

용하여 찰하 다. Alexa Fluor® 488 형 이 labeling된 β

-galactosidase가 충진된 200µg/ml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HDF

세포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세포 배양기 (37°C,5% CO2)에서 배양하

다.배지에 나노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의 HDF세포 내부에서는

형 이 찰되지 않았지만,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

노입자를 첨가한 세포에서는 세포 내부에서 형 을 찰하 다 (Figure

14).이것을 통해 β-galactosidase가 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가

세포 투과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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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3.공 이 미경을 통한 HDF세포에서의

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세포 투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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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효소 안정화 특성 확인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에서 각각 24시간 는 96시간 동안 흘러나

온 β-galactosidase는 유사한 활성을 갖고 있음을 β-galactosidase어세

이 키트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로부터 방출

된 β-galactosidase의 안정성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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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4.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로부터 시간 별 방출된

β-galactosidase의 specific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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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로 부터의 β-galactosidase의 서

방형 방출 양상

β-galactosidase가 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β-galactosidase

는 invitro상에서 서방형 방출 양상 (controlled-release)으로 나노입자

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β-galactosidaseactivity를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천천히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ur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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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5.β-galactosidase가 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invitroreleas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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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HDF세포의 β-galactosidaseactivity측정

X-gal염색법을 사용하여 HDF세포에서의 β-galactosidaseactivity를

측정하 다.배지에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

의 HDF세포 내부에서는 푸른빛이 찰되지 않았지만,β-galactosidase

가 충진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첨가한 세포에서는 세포 내부에

서 푸른빛을 찰하 다 (Figure15).이것을 통해 β-galactosidase충진

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가 세포 투과성을 가지고 나노입자에서 세

포내부로 흘러나온 β-galactosidase는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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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6.X-gal염색법을 통한 HDF세포의 β-galactosidas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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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본 연구에서는 표 인 30Kc19단백질의 특성인 세포 투과성과 단백

질 안정성을 가진 30Kc19 α-helix (30Kc19α)단백질만을 30Kc19 β

-sheet로부터 분리하여,E.coli에서 solubleform으로 발 정제를

하고,탈용매화 방법으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로 만들어 특성을 확

인하 다.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를 만들 때 탈용매 물질을 첨가해 주기 의

단백질 용액의 pH와 단백질 농도가 나노입자의 지름,다분산 지수,

제타포텐셜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30Kc19α 단백질의 농도

가 1mg/ml이고 pH가 10인 용액에서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의 지

름은 최 화된 200nm로 균일한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측정하 다.

음성 값의 제타 포텐셜은 음성 surfacecharge를 갖는 나노입자가 용액

에 고르게 부유하고 있음을 나타냈다.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일정

한 구형의 형태와 안정 인 분산을 보 다. 한,30Kc19α 단백질 나노

입자는 HDF세포 내에서 독성을 유발하지 않았다.

세포 투과성을 확인하기 하여 β-galactosidase충진된 30Kc19α 단백

질 나노입자를 HDF세포 배양 배지에 처리한 결과,나노입자가 세포 내

투과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각 24시간 는 96시간 동안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에서 흘러나온 β-galactosidase는 유사한

specificactivity를 갖고있음을 확인하 다.그리고 invitro상에서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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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ctosidase는 나노입자로부터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형 방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찰하 다.X-gal염색법을 통하여 HDF세포내에서 나노

입자에서 방출된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찰할 수 있었다.

나노입자는 나노메디신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

고 있다.나노입자의 표면에 functionalgroup을 conjugation시켜주어

암세포와 같이 특정 세포에 한 타겟 능력도 가질 수가 있다

[30.31,32,33]. 한 난백 알부민,소 청알부민, 사람 청 알부민을

이용하여 단백질 기반의 나노입자를 만들었다 [29].그리고 사람 청 알

부민 나노입자는 doxorubicin과 같은 항암제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 다 [28]. 한 본 연구실에서 30Kc19-HSA 단백질 나노입자는 세포

내 달성과 안정성 controlled-release를 하여 단백질 기반 치료제와

같은 약물 달에 용 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22].

본 연구에서는 세포투과성을 담당하는 PTD (protein transduction

domain)을 포함하고 단백질 안정화 특성을 갖고 있는 30Kc19α-helix

단백질만으로 탈용매화 방법으로 나노입자를 성공 으로 합성하 다.이

상의 결과들로부터 30Kc19α 단백질 나노입자는 다양한 세포내로 단백질

기반 약물의 효과 이고 안정 인 운반체로서 항암치료, 효소 체치

료와 같은 분야로도 응용될 수 있음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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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onof30Kc19α proteinnanoparticle

fordrugdelivery

YeonHwaWoo

Interdisciplinaryprogram forbio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Nanoparticles are an emerging strategy for drug delivery.In

previous studies,application ofa recombinant30Kc19 protein to

humanserum albumin(HSA)nanoparticlesimprovedcellularuptake

andstabilityofananoparticlecargoenzyme.Therefore,similardrug

deliverypotentialcouldbeachievedwithnanoparticlespreparedonly

with α-helix domain ofthe30Kc19protein (30Kc19α)withoutthe

addition of HSA.Desolvation method was employed to prepare

30Kc19α nanoparticles.Severalparametersofthepreparationprocess

were evaluated;thepH ofthe30Kc19α solution and the protein

concentrationwereshowntobethecrucialfactorsdeterminingthe

nanoparticlesize.30Kc19α proteinconcentrationof1mg/mlatp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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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producedtheoptimalnanoparticlesizebetween180-230nm.

30Kc19α nanoparticles showed to intracellularly deliver β

-galactosidaseinconfocalmicroscopicimages.SEM imagesshowed

that30Kc19α nanoparticleswereuniformly sphericalinshape.The

30Kc19α nanoparticles had negligible toxicity to cells.Moreover,

30Kc19α nanoparticlesprovidedenzymestabilitytoitscargoenzyme

sothatspecificactivityoftheenzymecouldbemaintained.Release

profileshowedthatβ-galactosidasewasreleasedfrom the30Kc19α 

nanoparticles in a controlled-release manner. These results

demonstratethat30Kc19α nanoparticlescouldbeappliedindelivering

drugstovariouscells.

Keywords :Protein nanoparticle,30Kc19α,drug delivery,soluble

expression, cell-penetrating property, enzyme-stabilizing property,

recombinantprotein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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