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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E.coliK-12유래의 L-asparaginase(ASNase)는 성 림 구성 백

병(acutelymphoblasticleukemia,ALL)의 치료제 하나로 이용

되고 있다.하지만 ASNase는 반감기가 짧고,주사 시에 면역반

응이 발생한다는 문제 을 지닌다.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ASNase를 구상에 재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이 연구에

서 본 그룹은 에 유래의 30Kc19단백질에 효소의 안정성을 향상시

킨다는 효과가 있고, 한 30Kc19단백질이 세포투과성을 지닌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pET-23a/ASNase-30Kc19vector

를 구축하고,이를 통해 ASNase-30Kc19융합단백질을 E.coli상에

서 과발 하고,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하 다.그

리고 30Kc19단백질의 융합을 통해 ASNase활성 감소를 억제하는

지를 조사하 고,분 형 계,유세포 측정기와 공 미경을 통

해 AlexaFluor®-488형 염료로 표식된 ASNase-30Kc19단백질

이 성공 으로 구에 재되는지를 확인하 다.주사 자 미경

을 통해 ASNase-30Kc19단백질이 재된 구의 표면의 모양을

찰한 결과 정상 구의 모양과 유사한지를 조사하 고 이를 통

해 재하는 과정에서 구에 어떠한 손상을 나타내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본 연구에서 세포투과성의 30Kc19단백질과의 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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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ASNase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 구 내로 투과시킬 수 있

었다. 한 ASNase-30Kc19단백질이 들어간 구에서도 치료용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고,백 병 cellline을 상으로 항암효과를 나

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향후 비 invivo실험으로 쥐 모델에서

ASNase-30Kc19단백질이 들어간 구의 백 병 치료제로 용

가능성을 확인할 정이다.

주요어 : 30Kc19 protein, Enzyme stability, Cell-penetrating

protein,Redbloodcellencapsulation,Asparaginasetherapy

학번 :2011– 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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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L-asparaginase(ASNase)에 대한 선행 연구

1.1.1.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로의 E. coli 유래 

ASNase

성 림 구성 백 병(Acutelymphoblasticleukemia(ALL))은

백 병의 일종으로 감염에 응하여 싸울 수 없는 미성숙한 백 구

가 골수에서 과다하게 생성되어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병을 말한

다.이는 골수 내의 정상 조 모세포의 손상과 죽음의 원인이 되어,

그 결과 정상 백 구 구, 소 이 부족해진다.주로 2∼5세

의 소아에게서 많이 발병하고,치료율은 80%이며,성인 환자의 경우

30∼40%가 장기 생존하게 된다[1].

E.coli유래의 L-asparaginase(ASNase)는 L-asparagine(ASN)을

L-asparticacid(ASP)와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로,1967년 이래

로 성 림 구성 백 병의 1차 화학치료제 하나로 사용되고 있

다[2].정상세포들의 경우,ASNase를 처리하여 ASN이 고갈된 상황

에서도 asparaginesynthetase(AS)가 작용하여 L-glutamine으로부

터 비필수 아미노산인 ASN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있다.반면 성

림 구성 백 병을 포함한 부분의 암세포의 경우 AS가 발 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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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가 없어 작은 양만이 발 되기 때문에 스스로 ASN을 합성할

수가 없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 세포 외부의 ASN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3].ASNase를 처리하게 되면 세포 외부의 ASN가 분

해되어 고갈되고 이로 인해 암세포의 단백질 합성에 손상이 생겨

그에 따른 DNA RNA합성의 지연 등의 장애로 암세포가 죽게

된다[4].

1.1.2. ASNase 제제들의 문제점 및 해결책

E.coli유래의 ASNase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 을 갖고 있

다.하나는 박테리아 유래의 단백질이기에 면역반응이 발생하게 되

는데,잦은 빈도로 과민성 쇼크가 일어나서 독한 상황이 올 수 있

다는 이다[5].이를 해결하기 해 정맥주사 던 투여 경로를 피

하주사 혹은 근육주사로 바꾸는 방법,Erwinia유래의 ASNase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6].하지만 외래단백질이 노출된 상

태로 사용되기에 면역반응 발생에 한 근본 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다른 문제 은 신장의 분획분자량(Molecularweightcut

off,MWCO)인 48kDa보다 작은 ASNase(37kDa)가 신장을 통해

배출되므로 반감기(26시간)가 짧아 잦은 투여가 필요하다는

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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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재 PEG-ASNase,즉

PEGylated(polyethyleneglycol(PEG)-conjugated)ASNase가 사용되

고 있다.PEG가 붙어 분자량과 hydrodynamicvolume이 증가함으

로써 신장을 통한 배출을 해할 수 있고,protease의 근을 막아

분해가 해됨으로써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측면에서 향상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여 빈도를 일 수 있다. 한 항체 등의

근을 막아 면역반응이 해되어서 과민성 쇼크에 한 험이

어들게 된다.때문에 freeASNase에 과민성 쇼크를 일으키는 환자

에게는 PEG-ASNase를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PEGylated단백질은 동물모델에서 신세뇨 공포화(renal

tubularvacuolation)를 일으킨 바가 있다.PEGylated단백질이나 이

것의 metabolite가 축 되고 수화되어 와 같은 문제를 일으켜 다

른 물질의 정상 인 신장을 통한 배출을 막을 수가 있다[8]. 한

PEG-ASNase의 경우 동물과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각각 PEG에

한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보고가 있다[9,10].

1.1.3. 약물수송체로서의 적혈구

PEGylated단백질의 문제 에서 자유로우면서,기존 ASNase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구에 ASNase를 포함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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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약물을 인캡슐 이션 시켜 이를 약물수송체로 이용한 연구

들이 수행된 바가 있다[11]. 구를 drugcarrier로 사용할 경우,

항체 등의 근을 막을 수 있기에 면역반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지 않을뿐더러 protease의 근을 막을 수 있기

에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측면에서 향상이 일어난다. 한

다른 폴리머를 이용한 수송체들과 비교했을 때 구의 경우 세포

그 자체이기에 보다 생 합한 수송체이다[12].그리고 세포 다른 세

포들과 비교했을 때 소기 이 없는 간단한 구조이기에 수송체로 사

용하기 합하다.

기존 약물 재 방법으로는 주로 기천공법(electroporation)[13]

이나 삼투법(hypo-osmoticmethod)[14]등의 물리 ,화학 인 힘

으로 구를 터뜨리고,표면에 난 구멍을 통해 구 내부로

drug를 확산시키고 등장액 상에서 구를 다시 합하는 방법

(isotonicincubationmethod)이 사용되었다.이처럼 구에 구멍

을 낼 경우 구 내부에 있던 헤모 로빈이 유출되어 구 고

유의 산소 운반 기능이 하되고,표면 모양의 변화가 생겨 세망내

피계(reticuloendothelialsystem(RES))에 흡수될 수 있다는 문제

을 갖는다[15].

ASNase를 재한 구가 어떠한 손상 없이 유지될 경우,약물

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ASNase를 재한 구 역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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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평균수명(인간 구의 경우 120일)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ASNase를 PTD(protein

transductiondomain)인 LMWP(low molecularweightprotamine)에

conjugation시켜서 구에 손상 없이 ASNase를 재하고,이를

동물모델에 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있다[15].

1.2. 30Kc19 단백질에 대한 선행연구

1.2.1. 30Kc19 단백질의 발견

본 연구실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 에 체액과 이로부터 유래한

30K 단백질에 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에 체액을 곤충세포[16,

17] 동물세포[18,19]의 배지에 처리하 을 때 이들의 apoptosis

를 억제하고,세포의 생장과 생산성을 증 된 것을[19]발견하 다.

이러한 에 체액에서 apoptosis억제 효과를 갖는 단백질들을 분리

하 고,그 결과 이들이 약 30kDa의 유사한 크기를 갖는 단백질 군

인 30K 단백질임을 발견하 다[20].30K 단백질은 분자량뿐만 아니

라 구조 으로도 유사한 단백질 군으로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 5

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있다[21].그 30Kc19단백질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 단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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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0Kc19 단백질의 특성

30Kc19단백질을 곤충세포에 처리했을 때 apoptosis억제효과를

보 다[22]. 한 EPO(erythropoietin)을 생산하는 CHO(Chinese

hamsterovary)cell에 30Kc19을 함께 발 시키거나[23,24],재조합

단백질 형태로 추가해줬을 때[24]EPO의 생산량을 증 시켰으며,

시알릴 달효소(sialyltransferase)의 활성을 증 시킴으로써 당단백

질의 시알산의 함량을 높여 양질의 단백질 생산이 가능해진 것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조합 30Kc19단백질을 효소

에 처리하 을 때 BSA(bovineserum albumin)와 유사하게 효소를

안정화하여 활성을 더 오래 유지시킨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

인하 다[25].

1.2.3.  30Kc19 단백질의 세포투과성

일반 으로 거 분자(macromolecule)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펩

타이드(peptide),뉴클 오타이드(nucleotide)들은 소수성을 띄는 세

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하지만

HIV-1(Humanimmunodeficiencyvirus-1)유래의 Tat단백질[26],

HSV-1(Herpessimplexvirus-1)유래의 VP22단백질[27], 리

유래의 Antp단백질[28]등과 같이 특이 으로 세포투과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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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백질들이 발견되었고,이런 단백질들을 묶어 “세포 투과 단백

질(cell-penetratingprotein)”이라 부른다.30Kc19단백질의 invitro

system에서 세포 내 달,invivosystem에서 조직 내로의 달을

통해 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30Kc19단백질도 세포 조직투과성

을 지님을 확인하 다[29].30Kc19단백질에서 세포투과성을 지니는

부분인 PTD(proteintransductiondomain)의 아미노산 서열을 찾는

연구 한 진행 에 있다.

30Kc19단백질을 응용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백

병 치료용 효소인 ASNase에 30Kc19단백질을 융합시켜 ASNase

의 활성을 더 오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 다. 한 30Kc19의 세포

투과성을 통해 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융합 단백질이 인캡슐

이션 되는지를 여러 실험들을 통해 확인하 다.ASNase-30Kc19

단백질이 재된 구를 약물수송체로 이용하 을 때 치료용 효

소로써 활성을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 고,이를 백 병 cellline을

상으로 처리했을 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사하 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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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30Kc19단백질을 통한 구로의 ASNaseloading

구 상에서의 ASNase작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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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Plasmid 제작 (pET23a/ASNase-30Kc19, pET23a/ASNase)

E.coliK-12(DH5α,Invitrogen)의 genomicDNA로부터 ASNase

의 유 자를 증폭시켰다.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forward)5’GCGGGATCCATGGAGTTTTTCAAA3’,

(reverse)5’GCGGAATTCGTACTGATTGAAGATCTG3’

여기에 각각 BamH1,EcoR1의 제한효소 단 치를 추가했다.(

)이를 pET23avector의 multicloningsite인 BamH1과 EcoR1

사이에 삽입하여서 pET23a/ASNase를 제작하 다.(Figure2.)이

논문에서 구축된 pET23a/GFP-30Kc19에서 [29]30Kc19의 유 자를

증폭시키면서 N말단에는 EcoR1,C말단에는 Xho1의 제한효소 단

치를 추가시켰다.pET23a/ASNase-30Kc19의 제작을 해 에서

만든 pET23a/ASNase의 EcoR1,Xho1사이에 30Kc19의 유 자를

삽입하 다.ASNase의 C말단에 EcoR1서열 (GAATTC)유래의

두 아미노산(Glu,Phe)을 포함하고,이를 통해 ASNase,30Kc19두

단백질이 융합된다.이 재조합 plasmid들은 E.coli상에서 발 을

해 N말단에는 T7tag이 정제과정을 해 C말단에는 6-Histag가

있게 설계되었다.(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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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T23a/ASNase와

pET23a/ASNase-30Kc19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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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Nase, ASNase-30Kc19 단백질의 발현 및 정제

에서 제작한 plasmid들은 단백질 발 을 해 E.coliRosetta

gami(Novagen)에 각각 형질 환(transformation)되었다.이 E.coli

들을 LBbroth에서 37°C,200rpm 조건으로 키워주었다.OD600가 0.6

에 도달할 때 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IPTG)를 첨가하

여 1mM로 농도를 맞추어 발 을 유도했다.이후 4시간동안 추가

로 배양시키고,이를 원심분리(7000rpm,4°C)를 통해 수거한다.수

거된 cell을 lysisbuffer(20mM Tris–HCl,0.5M NaCl,pH 8.0)로

재부유(resuspension)시키고, 음 쇄(ultrasonication)을 통해 분

해한다. 음 쇄 원심분리(12000rpm,4°C,30min)를 통해

상등액만을 수거하여 막여과시켰다.Bindingbuffer(20mM Tris–

HCl,0.5M NaCl,20mM imidazole,pH 8.0)을 흘려서 평형상태로

만든 HisTrapHPcolumn(GE healthcare,Uppsala,Sweden)에 이

상등액을 흘려주었다.이후 column에 washingbuffer(20mM Tris

–HCl,0.5M NaCl,50mM imidazole,pH 8.0)를 흘려 으로써 불

특정하게 붙은 단백질을 제거하 고,elutionbuffer(20mM Tris–

HCl,0.5M NaCl,350mM imidazole,pH 8.0)을 흘려서 목표한 단

백질을 elute하 다.20mM Tris-HClbuffer(20mM Tris–HCl,

0.5M NaCl,pH 8.0)로 채워져 평형상태인 Hitrapdesalting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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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healthcare,Uppsala,Sweden)을 이용하여 앞서 얻은 단백질에

서 salt를 제거한다.이 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70°Cdeepfreezer

에서 사용 까지 보 하고,사용 시 이 단백질들을 4°C상에서 천

천히 녹여서 사용하 다. 단백질의 정량분석은 Micro BCA

kit(ThermoFisherScientificInc.,Rockford,IL,U.S.A.)를 통하여

수행하 다.

정제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하기 하여 10% SDS폴리아크릴

아마이드젤 기 동(SDS-PAGE)을 통하여 분리하 다.그리고 이

를 CoomassieBrilliantBlue염색을 통하여 시각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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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효소의 항온처리

30Kc19단백질의 융합이 시간에 따라서 효소활성에 어떠한 향

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37°C상에서 enzyme들을 incubation

시켰다.pH 8.6,50mM Tris-HClbuffer상에 27nM로 희석된 효

소샘 들을 37°C로 맞춰진 항온조(JeioTechInc.,Seoul,Korea)에

서 항온처리 하 다.

2.4. ASNase의 활성분석

ASNaseactivity는 반응에서 발생한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반응인

directnesslerization을 통해 생산한 단백질들의 활성을 측정하 다.

ASNase에 기질인 ASN과 37°C,pH 8.6,50mM Tris-HClbuffer에

서 30분 간 함께 항온처리하고 1.5M TCA(Trichloroacetic-acid)를

처리하여 반응을 멈추게 했다.그 동안 발생한 암모니아와 Nessler’s

reagent(Sigma-Aldrich,St.Louis,MO)가 반응의 결과 발색하는 정

도를 450nm 장에서 분 도계로 측정,ammonium sulfate용액

을 기 으로 삼아 활성을 확인하 다.마찬가지의 실험을 구

sample에서 수행할 때는 pH 7.4의 HBSS(Hank's balanced salt

solution)상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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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ST-8 assay를 통한 백혈병 cell line에서의 세포독성 

측정

In vitro 상에서의 세포독성 측정은 L5178Y cellline(murine

lymphomacell)을 상으로 진행하 고 이를 통해 sample들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 다.WST-8(water-solubletetrazolium-8)(Dojindo,

Rockville,MD)assay를 통해 세포독성을 측정하 다.10% FBS

(fetal bovine serum)(Gibco, Grand Island, NY), 1%

PS(penicillin/streptomycin)가 첨가된 RPMI1640배지(Gibco,Grand

Island,NY)상에 37°C,5% CO2의 가습된 조건에서 cell을 배양하

다.96-wellplate상에 각 well마다 105cells/100μlRPMI1640배

지로 cell을 seeding 하 다.ASNasesample을 넣고 24시간동안

cell을 배양하 다.이후 WST-8용액을 10μl씩 각 well에 넣고 1분

간 부드럽게 흔들어 후,4시간동안 배양한다.다시 plate를 꺼내 1

분간 부드럽게 흔들어 후 분 도계를 이용하여 450nm 장에서

발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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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적혈구로의 단백질 인캡슐레이션

쥐의 구(Fitzgerald Industries,North Acton,MA)를 5×108

cells/ml의 농도로 HBSS 상에서 부유상태를 만들고 여기에 2.7μ

M(0.5U/ml)의 단백질을 각각 처리하 다.이를 2시간동안 37°C,

5% CO2 조건으로 항온처리하고 800g로 3분간의 원심분리를 통해

단백질이 섞여있는 상등액을 걷어낸 뒤 RBC표면에 묻어있을 단백

질 제거를 해 trypsin-EDTA를 37°C에서 5분간 처리하고,이를

HBSS로 3회 세척했다.

2.7. 형광 label을 통한 적혈구로의 ASNase-30Kc19 단백질 

인캡슐레이션 확인

구 상에 단백질이 재되었는지를 형 으로 확인하기 해

AlexaFluor®-488proteinlabelingkit(Invitrogen,Carlsbad,CA)를

이용하여 각 단백질에 AlexaFluor®-488dye를 label하 다.Label

된 단백질도 와 마찬가지 조건으로 구에 처리하 다.분 형

계(spectrofluorometer),유세포측정기(flow cytometer),공

미경(confocalmicroscopy)을 통해 이 RBCsample에 단백질이 인캡

슐 이션 되었는지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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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SNase-30Kc19단백질이 인캡슐 이션 되는 과정에서 구

표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본교 기 과학공

동기기원에 있는 계방출주사 자 미경(FieldEmissionScanning

ElectronMicrosope(FE-SEM),JEOL)을 통해 구의 형태를 확

인하 다.5×107 cells의 구를 1% glutaraldehyde가 녹아있는

HBSS에서 상온에서 15분 간 고정하고 DDW로 3회 wash하 다.

이 게 고정된 구 sample을 glasscoverslip상에 올려서 밤새

건조하 다.Sample에 90 간 goldsputtering처리해주었고 가속

압은 5kV로 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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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SDS-PAGE를 통한 재조합단백질의 크기 및 농도 확인

E.coli유래의 재조합단백질인 ASNase과 ASNase-30Kc19의

N-terminal상에는 T7tag이,C-terminal에는 6-Histag이 있는 구

조를 띈다.(Figure2.)FPLC를 이용하여 정제한 단백질을 10%

SDS-PAGE로 분리하 고,CoomassieBrilliantBlue염색을 거쳐

크기를 확인하 다.ASNase는 35kDa의 치에,ASNase-30Kc19는

65kDa의 치에서 band가 형성되는 것을 통해 상했던 단백질의

크기와 일치함을 확인하 다.(Figure3.)MicroBCA kit(Thermo

FisherScientificInc.,Rockford,IL,U.S.A.)를 통하여 정제된 단백

질을 정량하 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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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irect nesslerization을 통한 재조합단백질의 초기 활성 

확인

Directnesslerization을 통해 앞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의 기 활성

을 조사하 다.부피당 활성 질량당 활성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지만,분자 활성(molecularactivity)을 비교한 결과 ASNase와

ASNase-30Kc19단백질이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Table1.)이를 통해 30Kc19이 융합되어도 ASNase의 기 활성에

별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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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SDS-PAGE를 이용한 재조합 ASNase,

ASNase-30Kc19의 크기 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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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ase ASNase-30Kc19
Concentration(㎍/ml) 434 546
Concentration(μM) 12.4 8.41
Activitypervolume

(Unit/ml)
2.29 1.57

Molaractivity

(Unit/nmole)
0.185 0.186

Table1.Bradfordproteinassay,directnesslerization를 통하여

측정한 재조합 단백질의 농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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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0Kc19 단백질 융합에 따른 ASNase의 활성 유지

30Kc19단백질을 융합시켰을 때 시간에 따라서 ASNase활성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단백질들을 pH 8.6,50

mM Tris-HClbuffer에 27nM로 희석하여 37°C상에서 항온처리 하

다.nativeASNase에 비해 ASNase-30Kc19의 경우 30Kc19단백

질이 융합됨으로써 활성이 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Figure 4.) 이를 통해 얻은 1차 deactivation kinetics

(
)의 kd(deactivationconstant)값을 비교했을 때 native

ASNase와 비교했을 때 ASNase-30Kc19의 kd가 47%정도로 낮았다.

(Table2.)이 연구에 따르면 30Kc19단백질을 효소들에 추가하

을 때 효소의 활성을 더 오래 유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25].본 실험을 통해 30Kc19단백질이 ASNase에 융합이

되었을 때 역시 활성 해가 일어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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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37°C상에서 ASNase,ASNase-30Kc19단백질의

deactivationprofile

ASNase ASNase-30Kc19

Deactivation

constant(kd)

(hr-1)

0.047 0.022

Table2.37°C상에서 ASNase,ASNase-30Kc19단백질의

deactivation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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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백혈병 cell line과 정상 백혈구에서 ASNase, 

ASNase-30Kc19의 세포독성

만들어진 단백질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해 백 병 cellline인

L5178Ycellline(murinelymphomacell)을 상으로 WST-8assay

를 통하여 세포독성을 조사하 다.(Figure 5.)그 결과 native

ASNase에 비해 ASNase-30Kc19이 월등한 항암효과를 지니는 것이

찰되었다.이는 30Kc19단백질의 세포투과성에 기인한다.세포 외

부의 ASN만을 분해할 수 있는 ASNase와 달리 ASNase-30Kc19

단백질은 암세포를 투과하여 세포 내부도 작용하게 되는데,세포가

이용하고자하는 세포 내부의 ASN을 분해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

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한 흉선에서 유래한 쥐의 정상 백 구를 상으로 어떠한 독성

을 띄는지 확인하기 해 마찬가지로 세포독성을 조사하 다.

(Figure6.)그 결과 ASNase와 ASNase-30Kc19이 세포독성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백 병 cellline을 상으로 세포독성을 조사

한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세포독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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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백 병 cellline에서 ASNase,ASNase-30Kc19의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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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정상 백 구에서 ASNase,ASNase-30Kc19의 세포독성

IC50(mU/ml) ASNase ASNase-30Kc19

백 병 cellline 241.8 5.4
정상백 구 430.8 337.0

Table3.백 병 cellline과 정상백 구에서 ASNase,

ASNase-30Kc19의 IC50



- 26 -

3.5. 30Kc19 단백질을 통한 적혈구 carrier로의 인캡슐레이션

30Kc19단백질에 의해 ASNase-30Kc19단백질이 구 세포막

을 투과하여 내부에 인캡슐 이션 되는지를 확인하기 해 ASNase,

ASNase-30Kc19두 단백질에 AlexaFluor®-488형 dye를 label

시키고,이를 37°C상에서 2.7μM(0.5IU/ml)의 농도로 2시간동안

구에 처리해주었다.처리 후, 구 내부에 단백질이 loading되

었는지 정성 인 확인을 하여 공 미경(Olympus, Lake

Success, NY)을 이용하여 찰하 다. (Figure 7.) Untreated

RBC(Redbloodcell)에서 autofluorescence가 찰되지 않게 맞춘

미경 상의 조건에서 ASNase를 처리한 구를 찰한 결과

구 내부에 형 이 측되지 않은 것을 통해 ASNase가 구 내

부로 이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ASNase-30Kc19을

처리한 구의 경우 구 내부에서 형 이 측되는 것을 통해

30Kc19가 융합됨으로써 ASNase-30Kc19이 구 내부로 인캡슐

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와 마찬가지 조건으로 단백질을 처리하고,원심분리를 통

해 재 이후 남은 상등액에 남은 단백질의 형 세기를 기에 처

리한 조성 상의 단백질의 형 세기를 분 형 계(ex 488nm/em

510nm)를 통해 측정하 다.이 값들을 비교함으로써 단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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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었는지를 간 으로 확인하 다.(Figure8.) 주어진 조건에서

처리해 ASNase-30Kc19 13%의 단백질이 구에 loading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구에 단백질 재가 어떠한 분

포로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해 유세포분석기(FACS AriaⅠ,BD

Bioscience,C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Figure 9.) 그 결과

untreatedRBC의 경우 낮은 형 세기에서 peak가 형성되었던 반면,

ASNase-30Kc19을 처리한 구의 경우 체 으로 더 강한 형

에서 peak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ASNase-30Kc19을 처리한 구에 체 으로 단백질이 고르게

loading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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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Confocallasermicroscopy를 통한 ASNase-30Kc19

단백질의 구 내로 인캡슐 이션의 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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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Spectroflourometer를 통한 ASNase-30Kc19단백질의

구 내로 인캡슐 이션의 정량 확인



- 30 -

Figure9.유세포 측정기를 통한 구 내로 인캡슐 이션 된

ASNase-30Kc19의 분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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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적혈구 표면 모양확인

ASNase-30Kc19단백질이 구 상에 인캡슐 이션 되는 과정

에서 구에 손상을 입혔는지를 확인하기 해 계방출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구의 표면을 찰하 다.(Figure 10.)

30Kc19의 경우,세포투과성을 지니기에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

하지 못하는 marcromolecule 한 cargo단백질을 별도의 세포막

괴없이도 세포 내부로 이동시킬 수 있다[29].ASNase-30Kc19이

재된 구의 표면과 정상 구의 표면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 다.이를 통하여 ASNase-30Kc19가 재되는 과

정에서 구 표면에 어떠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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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FE-SEM을 통해 정상 구와 ASNase-30Kc19가

loading된 구의 표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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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적혈구 상에서 ASNase-30Kc19의 활성 확인

구 상에 재된 ASNase-30Kc19단백질의 활성여부를 direct

nesslerization을 통해 악하 다.확인한 결과 기에 처리한 단백

질 양의 8%의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RBC상

에 재된 단백질 양과 동일한 양의 free한 단백질이 띄는 활성의

60%정도의 수 이다.(Table4.)기질인 ASN이 세포 내로 확산을

통해 달되기에 효소가 구 내부에 인캡슐 이션 되어 있는 상

태로 있게 된다면 확산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때문에 같은 양의

free한 상태의 효소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활성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 구 상에서 단백질의 유출이 일어나거나,deactivation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기 해 37°C에서 시간에 따라 구 상에

있는 ASNase-30Kc19의 활성을 조사해 보았다.(Figure11.)그 결

과 앞서 확인한 freeASNase-30Kc19의 deactivationprofile과 유사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험을 수행한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30% 미만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구 상에서

ASNase-30Kc19단백질의 유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4 -

ASNase-30Kc19

-loadedRBC
ASNase-30Kc19

ASNaseactivity(%) 59.7(±16.9) 100

Table 4. 동 한 양  freeASNase-30Kc19와 구 상의

ASNase-30Kc19가 나타내는 활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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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ase-30Kc19 loaded RBC

Deactivationconstant

(kd)(hr
-1)

0.018

Table5.37°C에서 구 상에 있는 ASNase-30Kc19단백질의 deactivation

constant

Figure11.37°C에서 구 상에 있는 ASNase-30Kc19의

deactivation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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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백혈병 cell line을 대상으로 한 적혈구 상에서 

ASNase-30Kc19의 항암효과

ASNase-30Kc19이 loading된 구의 항암효과를 알아보기

해 백 병 cellline를 상으로 이를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조사하

다.(Figure12.)IC50값은 141.3mU/ml으로 암세포 내부로 투과하

여 작용할 수 있는 freeASNase-30Kc19보다는 항암효과가 떨어지

지만,세포 외부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freeASNase보다는 조 더

나은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이는 free

ASNase보다 ASNase-30Kc19의 경우 30Kc19가 융합됨으로써 단백

질의 활성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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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백 병 cellline을 상으로 한 구 상의

ASNase-30Kc19의 항암효과



- 38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소안정성과 세포투과성을 지닌다고 알려진 에

유래의 30Kc19단백질을 백 병 치료용 효소인 ASNase과 함께 융

합단백질 형태로 생산하 다.그 결과 ASNase의 활성이 더 오래 유

지되는 것과 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융합 단백질이 성공 으

로 인캡슐 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ASNase-30Kc19단백

질이 재된 구를 약물수송체로 이용하 을 때 치료용 효소로

써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 고,이를 백 병 cellline을 상으로

처리하 을 때 항암효과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재 백 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E.coli유래의 ASNase는

반감기가 짧고 면역반응을 일으킨다는 문제 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해 투여경로의 변경,약물의 유래변경,PEGylation

을 한 제형의 개발 등에 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기존에 주

로 연구되어온 구에 구멍을 내서 재하는 방법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이용한 30Kc19단백질을 통해 구에 손상을 입히지 않

고 ASNase를 재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ASNase가 갖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함과 동시에 헤모 로빈 유출 등의 구 변성에 따

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 된다.

한 다른 세포투과 단백질들과 달리 30Kc19단백질은 효소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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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더 오래 유지시키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치

료용 효소와 융합시킨 형태를 이용하는 연구에 응용하 을 때 약물

동태학 측면에서 향상이 기 된다.Albumin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다고 여겨지는 30Kc19단백질을 융합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 나

노 티클의 형태로 만들어 응용함으로써 서방형(sustained-release)

약물 달 제제를 개발하는 연구 한 약물동태학 측면의 향상을 이

루는데 있어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 제제를 향후 비 invivo실험으로

백 병 cell line을 이용하여 만든 질병 쥐 모델에서

ASNase-30Kc19단백질이 들어간 구의 백 병 치료제로 용

가능성을 확인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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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bilization and Red Blood Cell Encapsulation of 

L-asparaginase by Fusion with 30Kc19 Protein 

JongminLee

SchoolofChemicalandBiolog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L-asparaginase(ASNase)from E.coliisoneofthetherapeutic

enzymes of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However,

problemsarisefrom directinjectionofASNaseduetoitsshort

half-lifeandcauseofimmuneresponse.Hence,toavoidthese

problems,loadingASNaseintoredbloodcells(RBC)hasbeena

popularmethod.Inpreviousstudies,wereportedthatthe30Kc19

proteinfrom Bombyxmorienhancedenzymestability.Moreover,

wereportedthatthe30Kc19proteinhascell-penetratingproperty.

In this work,we constructed pET-23a/ASNase-30Kc19 vector

andoverexpressedtheASNase-30Kc19fusionproteininE.coli

system.We purified thefusion protein by using fast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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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chromatography, and investigated the suppression of

ASNase’sdeactivation.Byusingspectrofluorometer,FACS(flow

cytometer)andCLSM (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we

investigatedthatAlexaFluor®-488labeledASNase-30Kc19was

successfully loaded into the RBC. Surface morphology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the RBCs loaded with

ASNase-30Kc19alsorevealedthatitwassimilartothatofthe

normalRBCs.Here,wedemonstratedthatbyfusionwith30Kc19

cell-penetratingprotein,thestabilityofASNasewasmaintained

anditalsopenetratedintoRBCssuccessfully.Also,weverified

theactivityofASNase-30Kc19-loadedRBCscomparedwiththe

therapeuticenzyme.Totestthefeasibilityforthepreliminaryin

vivoexperiment,ASNase-30Kc19-loadedRBCswillbetestedin

mousemodel.

keywords :30Kc19 protein,Enzyme stability,Cell-penetrating

protein,Redbloodcellencapsulation,Asparaginase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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