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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L-asparaginase

(ASNase)는

널리

쓰이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cute

Lymphoblast Leukemia (ALL))의 단백질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급성 림프구성 백
혈병은 주로 2~5세 소아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항암제를 정맥주사하여 치료하는 완
전 관해 유도 치료방법이 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 80%,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료
율이 낮아지며 6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0% 미만이 완치에 도달한다. 완전 관해
유도 요법의 치료제 중 L-asparaginase가 이용되는데 E.coli와 같은 외래종 유래
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과민성 쇼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약물의 반감기가 짧아 격일
단위로 투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를 투과하고 효소를 안정화 시키는 특성이 있는 Bombyx

mori 유래의 30Kc19 단백질을 L-asparaginase와 conjugation 하였다. 또한 암
세포의 protease인 MMP-2 cleavable linker를 두 단백질 사이에 삽입하여 암세포
에서 선택적으로 cleavage되게 하였다. 또한 두 단백질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둠으
로써 효소의 steric hindrance를 줄이고 활성을 증가시켰다. 이를 위해 Lasparaginase-Cleavable linker-30Kc19 fusion protein을 대장균에서 생산한 후
정제를 진행했고 L-asparaginase의 효소 활성 강화효과와 fusion protein의 세포
침투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쥐의 혈액암 세포 L5178Y에서 cleavable linker가 있
는 fusion protein이 cleavable linker가 없는 fusion protein보다 용량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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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배 가량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로 cleavable linker가 달린 fusion protein이 cleavable linker가 없는
fusion protein보다 효율적으로 암세포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In vivo 실험과 pegylation과 같은 modification을 통해 실제 백혈병 환
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백혈병, 완전 관해 유도요법, 30Kc19, L-asparaginase, cleavable linker,
MMP-2,

학번: 2014-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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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L-asparaginase (ASNase)에 대한 선행 연구

1.1.1.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특징과 E. coli 유래
의 L-asparaginase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이란 혈액 및 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백혈병은 ‘하얀피’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백혈병 환자의 혈액에는 정상인에 비해 다량의 백혈구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 내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상세포를 조혈모세포라고 한다. 조혈모세
포는 뼈 속의 골수에 위치한다. 백혈병은 조혈모세포가 혈액 세포로 증식, 분화, 성
숙하는 일련의 과정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암을 의미한다. 림프구 계통의 혈액
세포에서 백혈병이 발생하고 급성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라고 한다. 주로 2~5세 소아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현재의 관해 유도 요법으로는 소
아의 경우 약 80%, 60세 이하 성인의 경우 약 35~40%, 6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0% 미만의 정도가 완전관해에 도달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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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LL)의 1차 화학치료제로서 E. coli 유래의 Lasparaginase (ASNase)가 이용된다. ASNase는 L-aspargine (ASN)을 L-aspartic
acid (ASP)와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로서 1967년 처음 ALL의 치료에 이용되었
다 [2].
ASNase가 백혈병의 치료제로써 작용하는 원리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필수 아
미노산인 ASN을 합성하는 능력 차이에 기인한다. 정상세포는 ASNase를 처리하여
ASN이 ASP와 암모니아로 분해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asparagine synthetase
(A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물인 ASP와 암모니아를 ASN으로 재합성할 수 있
다. 하지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대부분의 암세포의 경우 AS의 발현양이 높지
않아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ASN을 합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암세포는 직접 혈
액에서 순환하는 ASN을 얻어 세포 대사에 이용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암세포에 ASNase를 처리해주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인 ASN의 고갈로 암세
포는 단백질 합성의 타격을 입고 DNA 및 RNA합성의 지연 [4], 암모니아의
apoptosis 유도로 세포사멸에 이르게 된다 [5].

1.1.2. E. coli 유래의 ASNase의 문제점과 해결책

E. coli 유래의 ASNase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E.coli 유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면역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에 투여하
게 되면 잦은 빈도로 과민성 쇼크가 일어나 위독한 상황이 오기도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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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Erwinia 유래의 ASNase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정맥주사
였던 투여 경로를 피하주사 혹은 근육주사로 바꾸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7].
하지만 이는 외래종의 단백질이 노출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면역반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신장의 분획분자량
(Molecular weight cut off, MWCO)인 48kDa 보다 ASNase (37kDa)가 작기 때문
에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진다. 따라서 ASNase의 체내 반감기가 26시간 정도로 짧
아 격일 단위의 투여가 필요하다 [8].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glycol(PEG)-conjugated)을

위해

이용한

지금은

PEGylation

PEG-ASNase가

(Polyethylene

사용되고

있다.

PEG가

ASNase를 감싸는 구조로 분자량과 hydrodynamic volume이 증가하여 신장을 통
한

배출량을

degradation이

현저히

감소시키고

저해된다.

체내

protease의

결과적으로

접근을

막아

PEGylation은

ASNase의
약물동태학

(pharmacokinetics) 측면에서 약물의 체내 체류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약물 투여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항체 등의 접근을 막아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
하여 과민성 쇼크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박테리아 유래의
ASNase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환자에게는 PEG-ASNase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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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0Kc19 단백질에 대한 선행연구

1.2.1. 누에 체액에서 30Kc19단백질의 발견

본 연구실은 지난 십 여년의 연구를 통해 Bombyx mori의 학명을 가지고 있는
누에의 체액으로부터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해왔다. 곤충 세포-베큘로바이러
스(baculovirus) 시스템의 배지에 누에 체액을 첨가하였을 때 숙주 세포의 생존율
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베큘로 바이러스와 화학 유도제로부터 유도된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11]. 또한 동물세포의 배지에 처리하였을 때
에 세포의 생장과 생산성 또한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12, 13].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해 누에 체액으로부터 apoptosis 억제, 세포의 생장과 생
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단백질 성분을 분리하였다. 그 결과 약 30kDa의 유사한 크기
를 갖는 단백질군인 30K 단백질을 찾아내었다 [14]. 30K 단백질군은 분자량뿐만 아
니라 구조적으로도 유사하고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 5개의 30K 단백질로 구성되
어 있다 [15]. 그 중 30Kc19 단백질은 5개의 30K 단백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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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0Kc19 단백질의 특성

30Kc19 단백질을 곤충세포의 배지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apoptosis 억제효과
를 보였다[16]. 30Kc19 단백질을 CHO (Chinese hamster ovary) cell에 발현시키거
나[17,18] 재조합 단백질의 형태로 첨가해줬을 때 [18] EPO (erythropoietin)의 생
산량이 증가되고, 시알릴전달효소 (sialyl transferase)의 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당
단백질의 구성 성분에서 시알산 (sialyl acid) 함량을 높여 양질의 단백질 생산이 가
능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30Kc19 단백질을 효소와 함께 incubation 시켰을
때, BSA (Bovine serum albumin)와 유사하게 효소를 안정화 시키고 효소의 활성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

1.2.3. 30Kc19 단백질의 세포투과성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lipid bilayer)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수성의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거대분자(macromolecule)라고 불리는 단
백질,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등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
만 예외적으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1(human immunodeficiency virus-1,
HIV-1)로부터 유래된 TAT 단백질은 총 86개의 아미노산 사슬 중 11개의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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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가 세포 투과 기능을 가진 것을 발견하였다 [20]. 유사하
게 HSV-1 (herpes simplex virus-1)의 VP22 단백질[21]과 초파리(Drosophila) 유
래의 Antp (Antennapedia) 단백질도 세포 투과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합성한 양전하를 띄는 peptide도
세포 투과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밝혀졌다 [23]. 30Kc19 단백질도 하나의 세포 투과
단백질(cell-penetrating protein)로, 본 연구실에서 진행해온 연구로부터 in vitro
system에서 세포 내 전달, in vivo system에서 조직 내로의 전달을 확인하였다
[24].

1.2.4. 30Kc19 단백질의 효소 안정화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로서 생물체의 거의 모든 대사작용에 관여하여 생
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효소는 효소 각각의 최적 온도, pH 조
건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활성을 잃어버린다. 따
라서 효소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25,26].
본 연구실에서는 30Kc19 단백질이 세포 투과 기능과 더불어 효소를 안정화시켜
주는 작용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2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SNase의 효소 활
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30Kc19을 conjugation하여 재조합 단백질로 생산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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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inker

1.3.1. Linker의 특징

재조합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조합 단백질에 관한 연구도 광범위한 영역에
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재조합 단백질의 domain을 연결시켜주는 linker의
기능이 발견되면서 [28] 근래에는 이상적인 재조합 단백질의 특성을 얻기 위하여
단백질 자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linker의 선정도 중요시 되었다 [29]. linker의 종
류에는 크게 flexible, rigid, cleavable 3가지가 있다 [28]. 그 중 본 연구에서 사용
된 cleavable linker는 특정 protease에 의하여 cleavage가 일어나는 linker로써
MMP-2 (Matrix Metalloprotease-2), Furin, Cathepsin B 등에 의하여 cleavage되
는 linker가 알려져 있다 [3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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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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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oli K-12 (DH5α, Invitrogen)의 DNA로부터 PLGLAG-30Kc19의 유전자를 증
폭시켰다.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forward)5’GAATTCCCACTAGGCCTAGCCGGCGCAGATTCCGACGTCCCTAAC3’
(reverse)5’CTCGAGGAAAGCCTTTATACCCCAAGC3’
여기에 각각 EcoR1, Xho1의 제한효소절단위치 (밑줄)를 추가했다. 또한 forward
primer에는 linker sequence를 추가하였다 (이탤릭).

이를 EcoR1과 Xho1으로

double digestion을 시키고 이전 논문에서 구축된 pET23a/ASNase-30Kc19
plasmid도 마찬가지로 30Kc19 vector 양단의 제한효소인 EcoR1, Xho1으로
double digestion하고 pET23a/ASNase vector에 삽입하여서 pET23a/ASNasePLGLAG-30Kc19를 제작하였다. (Figure1.) 이 재조합 plasmid는 E. coli 상에서
발현을 위해 N말단에는 T7 tag이, 정제과정을 위해 C말단에는 6xHis tag이 삽입되
었다. (Fig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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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T23a/ASNase-PLGLAG-30Kc19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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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Nase-PLGLAG-30Kc19, ASNase-30Kc19 단백질의 발현
및 정제

위에서 제작한 Plasmid는 단백질 발현을 위해 E.coli BL21 strain에 각각 형질전
환(transformation) 하였다. 이 E.coli들을 LB broth에서 37℃, 200 rpm 조건으로
키워주었다. OD600가 0.5에 도달할 때 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
(IPTG)를 첨가하여 1 mM로 농도를 맞추어 발현을 유도했다. 이후 4시간동안 추가
로 배양시키고, 이를 원심분리 (7000 rpm, 4℃)를 통해 수거한 후 수거된 cell을
lysis buffer (20 mM Tris-HCL, 0.5 M NaCl, pH 8.0)로 재부유 (resuspension)시키
고, 초음파파쇄 (ultrasonification)을 통해 분해하였다. 초음파파쇄 중 원심분리
(12000 rpm, 4℃, 30 min)를 통해 상등액만을 수거하여 막여과시켰다. 고속 단백질
액체크로마토그래피 (Fast protein liquid chrmatography, FPLC)를 통하여
Binding buffer(20 mM Tris - HCl, 0.5 M NaCl, 20 mM imidazole, pH 8.0)를 흘려
서 평형상태로 만든 Histrap HP column (GE healthcare, Uppsala, Sweden)에 이
상등액을 흘려주었다. 이후 column에 washing buffer (20 mM Tris-HCl, 0.5 M
NaCl, 50 mM imidazole, pH 8.0)를 흘려줌으로써 불특정하게 붙은 단백질을 제거
하였고, elution buffer (20 mM Tris-HCl, 0.5 M NaCl, 350 mM imidazole, pH 8.0)
을 흘려서 목표한 단백질을 elution하였다. 20 mM Tris-HCl buffer (20 MM TrisHCL, 0.5 M NaCl, pH 8.0)로 채워져 평형상태인 Histrap desalting column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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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Uppsala, Sweden)을 이용하여 앞서 얻은 단백질에서 salt를 제거한
후 단백질을 -70℃ deep freezer에서 사용 전까지 보관하고, 사용 시 이 단백질들
을 4℃ 상에서 천천히 녹여서 사용하였다. 단백질의 정량분석은 Micro BCA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U.S.A.)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정제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SDS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전기
영동 (SDS-PAGE)을 통하여 분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Coomassie Briliant Blue 염
색을 통하여 시각화 하였다.

2.3. MMP-2 Cleavage Assay

MMP-2(Matrix

Metalloprotease-2)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계한

peptide

sequence (PLGLAG)가 잘리는지 in vitro 분석을 진행하였다. MMP-2의 효소활성
을 위해 MMP digestion buffer 1L를 제조하였다. (50 mM Tris-HCl, 150 mM NaCl,
10 mM CaCl2, 50 mM ZnSO4, 0.02 % NaN3, 0.05 % Brij35, pH 7.27) 그리고 앞서
정제한 2개의 단백질 샘플(ASNase-PLGLAG-30Kc19/ ASNase-30Kc19)을 Viva
spin 500(MW: 10,000, Satorius stedim)을 이용하여 10배 농축시키고 그 중 50λ
MMP digestion buffer 50λ와 섞어주었다. 총 100λ의 단백질 샘플을 6개의 EP
tube(eppendorf)에 15λ씩 나누어 담았다.
2개의 EP tube는 MMP-2(Calbiochem)를 넣지 않고 각각 0시간, 6시간 37℃로
맞춰진 incubator(Bionex)에서 항온처리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EP tub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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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진 샘플은 MMP-2를 0.5λ, 1.0λ, 1.5λ, 2.0λ 넣고 37℃에서 6시간 incubation
을 하였다. 샘플의 cleavage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SDS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전기영동(SDS-PAGE)을 통하여 분리한 후 이를 Coomassie Briliant Blue 염색을
통하여 시각화 하였다.

2.4. Enzyme Activity Assay

먼저 실험한 MMP cleavage assay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단백질
을 (ASNase-30Kc19, ASNase-PLGLAG-30Kc19)을 6시간동안 MMP-2 처리를 진
행하였다. MMP-2 처리가 된 샘플들을 10% SDS-PAGE를 통하여 cleavage를 확인
하였고 Coomassie Briliant Blue 염색을 통하여 시각화 하였다.
ASNase

activity는

반응에서

발생한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반응인

direct

nesslerization을 통해 생산한 단백질들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ASNase에 기질인
ASN과 37℃, 50 mM Tris-HCl, pH 8.6 buffer에서 30분 간 함께 항온처리하고 1.5
M TCA (Trichloroacetic acid)를 처리하여 반응을 멈추게 했다. 그 동안 발생한 암
모니아와 Nessler's reagent (Sigma-Aldrich, St. Louis, MO)가 발광하는 정도를
436 nm 파장에서 분광광도계로 측정, ammonium sulfate 용액을 기준으로 삼아
활성을 확인하였다. 436 nm의 발색도로부터 Unit/ml 단위의 Enzyme activity 값
을 얻고 좀 더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실험에 사용한 protein의 정량을 BSA Assay
로 진행하여 Unit/nmole의 Enzyme activity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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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T-PCR

쥐의 정상 Lymphoblast cell line인 FDC-P1과 ALL(Acute Lymphoblastic
Leukemia)에 걸린 Lymphoblast cell line인 L5178Y 세포를 취하여 total RNA를
얻은 후 cDNA synthesis kit (enzynomics)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이렇
게 얻어진 세포의 cDNA을 주형으로 하여 PCR Premix(Super Bio)을 첨가하여 총
35 cycle을 수행하였다. 각 프라이머는 (Table 1.) 과 같다. PCR 결과물은 1%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을 통해 분리한 후, EtBr로 염색하여 세포에서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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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s

Sequence from 5' to 3' end
sense

GTCTTCACTACCATGGAGAAGG

antisense

TCATGGATGACCTTGGCCAG

sense

CAATACCTGAACACTTTCTATGG

antisense

CTGTATGTGATCTGGTTCTTG

sense

CCCAAAGACCTGAAAACCTCCAA

antisense

CGACCACAACTCGTCGTCG

GAPDH

mMMP-2

mMMP-9

Table 1. RT-PCR에 사용된 primer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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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CK-8 Assay를 통한 ASNase-PLGLAG-30Kc19 단백질의
FDC-P1 독성 검사

세포 내 독성 검사는 Cell Counting Kit-8 (Dojindo Laboratories, Japan)을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 96 well plate (Thermo Scientific, USA)에 FDC-P1과 L5178Y
세포를 seed culuture 한 후, 단백질 샘플을 각기 다른 농도로 처리하고 37℃, 5%
CO2의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FDC-P1은
10% FBS, 25% WEHI-3 culture sup, 0.05 mM 2-mercaptoethanol를 포함한
DMEM에, L5178Y 세포에 대해서는 10% FBS, 1% PS를 포함한 RPMI에 20 mM
Tris-HCl(pH 8.0) 용액을 단백질 정제시 희석했던 비율로 혼합해 첨가해 주었다.
WST-8 (Water-soluble Tetrazolium-8) 용액을 10λ씩 각 well에 넣고 3시간 동안
다시 배양한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발색 정도를 측정하였다.

2.7. CCK-8 Assay를 통한 ASNase-30Kc19, ASNase-PLGLAG30Kc19 단백질의 L5178Y cell line의 독성 비교

세포 내 독성 검사는 Cell Counting Kit-8 (Dojindo Laboratories, Japan)을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 96 well plate (Thermo Scientific, USA)에 L5178Y 세포를
seed culuture 한 후, 두 가지 단백질 샘플을 각기 다른 농도로 처리하고 37℃, 5%
CO2의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L5178Y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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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10% FBS, 1% PS를 포함한 RPMI에 20 mM Tris-HCl(pH 8.0) 용액을
단백질 정제시 희석했던 비율로 혼합해 첨가해 주었다. WST-8(Water-soluble
Tetrazolium-8) 용액을 10μL씩 각 well에 넣고 3시간 동안 다시 배양한 후,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발색 정도를 측정하였다.

2.8.

Immunocytochemistry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

ASNase-PLGLAG-30Kc19의

L5178Y

세포

투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immunocytochemistry 분석을 이용하였다. 6 well plate (Thermo Scientific, USA)
에서 L5178Y 세포를 seeding한 후, ASNase-PLGLAG-30Kc19을 0.01 mg/ml, 0.1
mg/ml 농도로 각각 4시간,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를 dPBS로 세척한 후
4% formaldehyde로 15분동안 세포를 고정하여, 8 well glass chamber slide (LabTek, USA) 부착하였다. 3% BSA 용액으로 blocking한 세포에 anti-30Kc19
primary 항체를 처리하고, 다시 Alexa FlourⓇ 488 (Invitrogen, USA) 표지 되어
있는 secondary 항체를 처리하고 Hoechst 33342를 20분간 처리하여 핵을 염색해
주었다. 다시 dPBS로 washing한 후에,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 Nikon, Japan)을 이용하여 단백질이 세포 내에 위
치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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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Fusion protein의 크기 및 농도 확인

Vector cloning 과정에서 ASNase와 ASNase-LK-30Kc19의 N-terminal에는
T7 tag이, C-terminal에는 6-His tag이 있는 구조를 가졌다. FPLC를 사용하여 정
제한 단백질을 10% SDS-PAGE로 분리과정을 거치고, Coomassie briliant blue 염
색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ASNase와 ASNase-LK-30Kc19 단백질들의 사이
즈가 예상되었던 68kDa 정도의 위치에서 band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Standard BSA solution을 사용하여 정제된 단백질의 농도값을 얻었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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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sion protein의 크기 및 농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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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 vitro MMP-2 Cleavage assay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gelatinase인 MMP-2가 ASNase-PLGLAG-30Kc19 단백질
에서 실제로 PLGLAG linker sequence를 cleavage하는지 in vitro상에서 확인해보
았다. 각각 다른 농도의 MMP-2를 6시간 동안 처리한 후, 10% SDS-PAGE를 통하
여 sample을 분리하고 Com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30Kc19 단백질의 크기인 30 kDa 정도의 band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linker가
잘렸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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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SNase-LK-30Kc19의 MMP-2 Cleavag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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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irect nesslerization을 이용한 효소 활성 측정

재조합 단백질인 ASNase-30Kc19과 ASNase-LK-30Kc19가 cleavage가 되어
ASNase만 존재할 때, ASNase의 효소 활성을 direct nesslerization을 통해 측정
하였다. 먼저 두 가지 단백질 sample을 MMP-2와 incubation 한 후에 direct
nesslerization을 실행하였다. 분자 활성 (molecular activity)을 비교하였을 때,
ASNase-30Kc19보다

ASNase-LK-30Kc19의

cleavage

형태인

ASNase가

Unit/ml 에서는 57%. Unit/nmole 에서는 22% 정도 효소 활성이 올라갔음을 확인
하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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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ase-30Kc19

ASNase-LK-30Kc19

Unit/ml

7.27

11.43

Unit/nmole

3.53

4.31

Table 2. Direct nesselerization을 통한 Fusion protein의 enzym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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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T-PCR을 통한 MMP 발현 확인

Linker를 cleavage할 수 있는 cancer cell protease인 MMP-2와 MMP-9이 목
적으로 하는 cell line에 발현이 되는지 MMP-2와 MMP-9 유전자에 대한 mRNA의
존재를 RT-PCR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상 쥐의 lymphoblast cell line인 FDC-P1
세포와 혈액암의 걸린 쥐의 lymphoblast cell line인 L5178Y 세포를 배양한 후,
total RNA를 추출해 내고 cDNA를 합성한 후에 PCR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시켰다.
각 construct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MMP-2와 MMP-9의 발현 여부를
DNA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house keeping gene으로는 GAPDH를 사용하였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DC-P1은 MMP-2에 해당하는 band가, L5178Y는
MMP-2와 MMP-9에 해당하는 band가 관찰되었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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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DC-P1과 L5718Y 세포에
서의 MMP-2,9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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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SNase-LK-30Kc19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ASNase-LK-30Kc19 단백질이 세포 내부를 투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L5178Y 세포 배지에 단백질을 0.01 mg/ml 처리해 주었다. 단백질을 처리한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한 뒤 면역세포화학적 (immunocytochemical analysis) 분석을 수
행하였다. 면역세포학적 분석은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Nikon, Japa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L5178Y 배지에 단백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세포 내부
에서는 형광이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ASNase-LK-30Kc19을 첨가하였을 때는
세포 내부에서 형광을 관측할 수 있었다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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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SNase-LK-30Kc19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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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SNase-30Kc19, ASNase-LK-30Kc19 단백질의 L5178Y
cell line에서의 독성

L5178Y 세포는 ASN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ASNase에 독성을
가진다고 알려져있다. ASNase-LK-30Kc19 단백질이 실제 세포 내에서 독성을 가
지는지 L5178Y 세포를 대상으로 세포독성을 조사하였다. 각기 다른 Unit 농도의
단백질을 세포에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CCK-8 assay를 진행하였다.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viability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0% 이하의 cell viability에서,
linker가

달려있는

ASNase-LK-30Kc19

단백질이

linker가

달려있지

않은

ASNase-30Kc19보다 약 10~100배 적은 용량으로 cell apoptosis를 일으켰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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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SNase-30Kc19, ASNase-LK-30Kc19 단백질의 L5178Y cell line에서의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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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ASNase-LK-30Kc19 단백질의 FDC-P1, L5178Y cell line
에서의 독성 비교

ASNase-LK-30Kc19 단백질이 정상 lymphoblast cell line인 FDC-P1 세포 내에
서도 독성을 가지는지 L5178Y 세포와 함께 세포독성을 조사하였다. FDC-P1과
L5178Y에 각기 다른 Unit 농도의 단백질을 처리하여주고 24 시간 배양 후 CCK-8
assay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viability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FDC-P1 세포는 ASNase-LK-30Kc19에 대해 L5178Y보다 세포사멸율에 대해
서 덜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asparaginase 자체에 대한 독성이
정상 lymphoblast cell은 cancer cell보다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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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SNase-LK-30Kc19 단백질의 FDC-P1, L5178Y cell line에서의
독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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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존의 E.coli 유래 L-asparaginase 치료제는 과민성 쇼크반응이나 enzyme의 짧
은 반감기로 격일 단위로 투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Erwinia 유래의 L-asparaginase와 pegylation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근본
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효소를 안정화하여 반감기를 늘리고,
적은 투여량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modification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 투과성과 효소 안정화 특성이 있는 Bombyx mori 유래의
30Kc19 단백질을 cleavable linker를 사용하여 L-asparaginase와 conjugation하
였다. 30Kc19 단백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포의 투과성과 효소의 안정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었고

cleavable

linker로

인하여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L-

asparaginase가 release되어 링커가 없는 fusion protein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확인하였다.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fusion protein의 링커가
cleavage 됐을 때, cleavage 되지 않은 fusion protein보다 효소의 활성이 약 20%
가량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2가지의 암세포에서도 MMP-2,9의 발
현을 확인하였다. 또한 30Kc19에 의한 세포투과성도 Immunocytochemistry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SNase-PLGLAG-30Kc19 fusion protein은 추가적인 in
vivo 실험과 pegylation과 같은 modifying을 통하여 ALL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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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30Kc19 단백질과 MMP-2 cleavable linker는 효과
적인 drug modification method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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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ement of L-Asparaginase Activity in L5178Y Mouse
Lymphoma Cells by Conjugating 30Kc19 Protein and LAsparaginase with Cleavable Linker

Sung Jae Yang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sparaginase (ASNase) is widely used protein drug for ALL (Acute
Lymphoblst Leukemia). ALL commonly occurred to aged 2-5 years children
and its treatment is called 'Complete remission induction method' which
administrates anti-cancer drug by intravenous injection. Ratio of full
recovery of ALL is 80% to 2-5 years old children. But age become older, the
number of people who become cured drops quickly up to less than 10% in
case of over 60 years old people. One of the anti-cancer drug which is used
for remission induction is ASNase. But since it originated from E. coli, there
is possibility for hypersensitive shock. And because of short half life of
ASNase, it needs to be administrated every other day. In this stud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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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gated 30Kc19 cell-penetrating protein from Bombyx mori with ASNase
to enhance stability of enzyme as well as penetrate the cell.
Also we conjugated cleavable linker which is sequenced as PLGLAG between
ASNase and 30Kc19. We expected that cleavable linker helps fusion protein to
target cancer cells and increase enzyme activity by reducing steric hindrance.
In order to this experiments, we purified ASNase-cleavable linker-30Kc19
fusion protein from E. coli. And we verified enhanced enzyme activity and
cell-penetration effect of fusion proteins. In terms of dosage, ASNasePLGLAG-30Kc19 reached same cell death ratio more effectively about 10~100
times in comparison with ASNase-30Kc19 under the same conditions of
incubation time.
This strategy demonstrated that 30Kc19 protein and cleavable linker can
used for drug modification effectively. And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it can
be treated towards to ALL patients by additional experiments like in vivo or
pegylation.

Keywords : Acute Lymphoblast Leukemia, Complete remission induction
method, 30Kc19, L-asparaginase, cleavable linker, M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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