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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조기 간암 진단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더 효과적인 진단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이식

이후 재발하는 간암의 경우 경과가 빠르고 간 외 재발이 빨라 조기

진단이 어려워 새로운 진단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HBsAg는 간암 발생 과정과 관련된 간세포암의 탐지에

대한 잠재적인 분자 표적으로 HBV로 인한 만성 간염 환자의 간세

포에서 발현되고 간암 환자를 진단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

서는 간암 세포주 유래 동물 모델을 통해 바이러스-특이적

epitopes에 대한 높은 친화력으로 HBsAg에 결합하는 B형 간염 바

이러스 중화 유전자 재조합 인간 단클론 항체인 HBIG_gene®가 진

단 항체로서의 잠재성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In vitro에서, 

HBV로 감염된 간암 세포주와 환자 조직에서 HBsAg의 세포 표면

발현 여부와 HBIG_gene®의 HBsAg에 대한 특이적 검출을 확인하

였다. FACS 분석을 통해 control과 비교했을 때, HBIG_gene® 을

이용한 HBsAg발현 세포주(hep3b와 PLC/PRF/5)에서의 HBsAg 

세포 표면 발현이 대략 1.2~1.9배 정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간암 세포주 동물 모델의 종양 조직을 이용한 western blot에

서, HBsAg의 발현이 HBV로 감염된 hep3b에서 탐지되었다. 마지

막으로 In vivo에서, HBIG_gene®이 간암 세포주 동물 모델에서 분

자 표적 치료를 위한 진단용 항체로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

해 동위 원소(IgG-ADIBO+N3-NOTA-Cu-64)와 형광(FNR-

648 NHS ester)으로 표지 되었고,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과 형광 이미지로 영상화되었다. 이를 조직 염

색과 비교하여 HBsAg에 대한 HBIG_gene®의 signal 표적을 확인

한 결과, signal이 control에서도 조금 탐지되어 보였지만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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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HBIG_gene®이 HBsAg 양성인 종양 세포를 좀 더 강하게 표적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HBIG_gene®이 간세포암 분자

표적 치료에 대한 잠재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

주요어: B형 간염, 간세포암, 동물 모델, 인간 단클론 항체, 

생체분자 영상

학  번: 2015-2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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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 B형 간염 (Chronic hepatitis B, CHB)은 B형 간염바이러스

(hepatitis B virus)에 의해 유도되는 질병이다. 전세계적으로 20억

인구가 과거 혹은 현재 B형 간염을 앓고 있으며, 2억4천8만 인구가

만성 감염자이며, 전체 유병률은 3.6%로 보고되고 있다 (1,2). 특

히 서구에 비해 한국은 5-6%의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높은 만성 B형 간염 유병률로 인해 매해 11,000명의

환자가 새로이 간암을 진단 받고 있다 (3). 아직까지 간암의 치료

성적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못되며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의 조기

간암 확인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알파태아단백과 같은 생

체표지자와 CT, MRI와 같은 영상결과로 조기 진단을 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단의 민감성을 더 높이고자 분자학을 이용

한 진단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5). 특히 간이식후 간암의

재발 시 간 절제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분자 유전학을 이용

한 새로운 진단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간이식후 재발된

간암은 대부분 진행 경과가 빠르고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간 절제

술 후에는 주로 국소 재발이 흔한 반면, 간 이식후에는 혈행성 파급

을 통한 간 외 재발이 더 흔히 나타난다. 간 외 전이가 단독으로 발

생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고, 간 외 및 간 내 재발을 동반한 경

우가 31%, 간 내 재발이 16%의 순이다. 간 외 전이 장소로는 폐

(43%)와 뼈(33%)가 흔하다 (6,7). 하지만 전신 영상 검사를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진단 방법으로는 이러한 원격 전이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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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간세포암 세포가 세포 표면에 HBsAg을 발현시키고 (8), 간이식

후 재발 환자에서 간세포암의 재발시 HBsAg이 다시 감지되며, 간

세포암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자가복제가 일어나고 바이러스의

보유체가 되어 cccDNA(covalently closed circular DNA)와

HBsAg의 발현이 일어난다는 보고들이 있다 (9,10). 이를 통해 볼

때, 간세포암 세포에서 발현되어지는 HBsAg을 이용하는 간세포암

의 새로운 진단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로 간이식 수술 후 B형 간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되어지고 있다. Hepatitis B immune globulin_gene® (HBIG_gene®)

은 HBsAg에 대한 인간 단일 클론 항체로 기존 혈장 유래 제품에

비해 순도가 높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능력이 뛰어나다

(11). 또한 HBIG_gene®이 결합하는 위치는 HBV polymerase 

ORF와 겹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제에 중요

하다. 또한 이 위치가 highly conserve 되어 있어 HBsAg에 결합

하는 항체 결합력이 우수하고, 다양한 HBsAg 변이체에 대한 결합

력 또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HBIG_gene®이 진

단용 항체로서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차후 간 이식 후 간세포암의

조기 재발의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재발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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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HBV로 인한 간암 환자의 세포에서 발현하는

HBsAg에 HBIG_gene®의 특이적 결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HCC xenograft mouse model을 이용한 molecular imaging을 통해

HBIG_gene®의 간암 진단 항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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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Immunohistochemistry

HBV로 감염된 인체 간암 조직을 4% paraformaldehyde로 고정

시키고 dehydration 후 paraffin block을 만들었다. 이 paraffin 

block을 두께 4µm로 section하고 deparaffinization시킨 후 10mM 

citrate buffer (PH6.0)를 사용하여 microwave로 15분간 처리하였

다. Slide를 흐르는 물에서 15분 정도 식힌 후 PBS (PH 7.4)로

rehydration 하고 endogenous peroxidase activity를 blocking하

기 위해 3% H2O2를 실온에서 10분간 처리하였다.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Mouse Monoclonal Antibody (clone 

number S1-210, Cell Marque, USA)를 1:200으로 희석하여 실온

에서 한 시간 반응시켰다. Immunohistochemical analysis가

UltraVision LP Detection System HRP Polymer & DAB Plus 

Chromogen (TL-015-HD, Thermo scientific, USA) kit를 사용

하여 수행되었다.

2.2 Modified Universal Immuno-enzyme Polymer(UIP) 

method

1차 항체(HBIG_gene®)의 IgG 1ug/ml 농도와 1ug의 goat anti-

human IgG 항체(Fc specific) (Sigma-Aldrich, Sain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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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fab fragment 0.5ug/ml 농도와 0.5ug의 goat anti-human 

IgG 항체(Fab specific) (bethyl lab, West FM, Montgomery)에

각각 slide 당 N-histofine simple stain max po(G or M) 

(NICHIREI corporation, 6-19-20, Tsukiji, Chuo-ku, Tokyo, 

Japan) 100ul의 세 complex를 microcentrifuge tube에서 1시간

미리 반응시킨 후 slide에 30분간 반응시켰다. DAB 반응 후

mayer’s hematoxylin으로 counterstain하고 mounting solution

으로 봉입하였다.

2.3 Cell lines and cell culture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cell lines인 huh7, 

PLC/PRF/5가 한국 세포주 은행(KCLB, Korean Cell Line Bank)으

로 부터 구입되었다. 그리고 hep3b는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NUH) 로부터 제공되었다. 이

중 Huh7, PLC/PRF/5는10% fetal bovine serum 과 1% 

antibiotic-antimycotic (Gibco, Life technologies, USA)이 포함된

RPMI-1640 medium에서 배양되었고, hep3b는 DMEM medium을

이용하여 5% CO2, 37℃ 배양기에서 배양되었다.

2.4 Cell growth properties

Huh7 과 PLC/PRF/5 세포를 60mm Falcon tissue dishes에

1x105이 되도록 깔았다. 세포가 5% CO2-95% air로 37℃ 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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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되었고 세 well 에서 세포수가 7일간 매번 24시간째에

hematocytometer로 측정되었다. 세포 생존도가 trypan blue를 사

용하여 결정되었다.

2.5 Immunofluorescent analysis

간암 세포주인 Huh7, Hep3b, PLC/PRF/5가 coverslips에서 배

양되었다. Coverslips를 PBS로 wash하고 4% PFA로 실온에서 10

분간 고정하였다. 0.25% Triton X-100으로 실온에서 10분간

permeabilization 한 후 PBS로 wash 하고 1% BSA로 실온에서

한 시간 blocking 하였다. Mouse anti-hepatitis B surface antigen 

(AbD Serotec)을 1:50, HBIG_gene® whole IgG와 fab fragment

를 각각 1:2,000, 1:200으로 blocking buffer에 희석하여 4℃ 에서

overnight 하였다. 다음날 PBS로 wash 후 goat anti-mouse 

IgG(H+L) secondary antibody, alexa fluor 488 conjugate 

(yellow; thermo scientific, Rockford, USA) 와 goat anti-human 

IgG(H+L) secondary antibody, alexa fluor 488 conjugate 

(green; thermo scientific, Rockford, USA) 를 1:200으로 희석하

였고, goat anti-human IgG (fab specific) FITC conjugat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1:50, alexa fluor®633 

Phalloidin (Thermofisher scientific) 을 1:1,000으로 희석한 후

실온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PBS wash 후 DAPI m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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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으로 mounting 하였다. 

형광으로 표지된 항체로 간암 세포주에서 형광 signals를 확인하

고자, coverslips에 huh7, hep3b, PLC/PRF/5 세포를 깔았다. 

Flamma 648 azide (FNR_648) (Futurechem, Korea)으로 표지된

IgG1, kappa from human myeloma plasma (sigma-aldrich)와

HBIG_gene® IgG 그리고 fab fragment를 각각 0.3mg/ml 농도로

37℃ incubator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Alexa fluor 488 phalloidin 

(1:1,000)으로 actin filaments를 staining 하였고 DAPI 

mounting(VECTASHIELD HardSet Antifade Mounting Medium 

with DAPI, Vector laboratories, USA) 하여 confocal microscope

로 관찰하였다.

2.6 FACS analysis

Huh7, Hep3B, PLC/PRF/5 세포가 3x105으로 seed 되었다. 

0.02% sodium azide와    1% BSA가 포함된 PBS(PBSBA)로 세

척 후 1차 항체인 HBIG_gene® IgG와 Fab fragment 를 각 well 

당 2uM씩 넣고 재부유 시켰다. 그 후 37℃ CO2 incubator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PBSBA로 wash 후 goat anti-Human IgG 

(Fab specific) FITC conjugate (sigma-aldrich, USA,)를 1:50으

로 희석하여 resuspend 하고 37℃ CO2 incubator에서 40분 동안

반응시켰다. PBSBA로 wash 후 1% PFA를 포함하는 PBSB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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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부유시킨 후 BD Biosciences FACSCanto II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2.7 In vivo tumorigenecity experiments

인간 간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종양 모델을 만들기 위해, 4~6주령

인 male BALB/c nude mice (OrientBio, Gyeonggi-do, South 

Korea)가 구입되었다. 간암 세포주인 huh7과 HBsAg를 발현하는

세포주인 hep3b와PLC/PRF/5를 사용하여, 양 다리 등쪽 측면 왼쪽

에 huh7 5x106, 오른쪽에 각각 hep3b와 PLC/PRF/5를 1x107으로

serum free medium과 matrigel을 1:1로 희석하여 200ul씩 피하

주사하였다. 종양 성장이 일주일에 두 번 관찰되었고 digital 

calipers를 사용하여 종양의 긴 길이(a)와 짧은 길이(b)가 측정되

었으며 종양 부피가 (axb2)/2로 계산되었다. 대략 2주 후에 세가지

세포주를 주입한 측면에서 종양이 형성되었고 (73/75≒95% 이상) 

종양 부피별로 분류하여 분자 영상을 수행하였다.

2.8 Western blot

Huh과 hep3b 종양 조직의 전 단백질이 RIPA buffer 

(Biosesang, Korea)를 사용하여 수확되었다. Protein 농도가

BCATM protein assay kit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를 사용하여 정량되었다. 단백질(50ug)이 12%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로 분리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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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cellulose membrane (0.45㎛; bio-rad laboratories)으로 이

동 되었다. Membrane이 5% skim milk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 되었다.  Immunoblotting이 Rabbit anti-HBsAg (1:1,000, 

antibodies-online GmbH, Germany)를 사용하여 4℃ overnight 

되었다. 다음날membrane이TBST(0.1% Tween 20을 포함한 TBS)

로 세척된 후 goat anti-rabbit IgG(HPR) (1:10,000, Abcam, 

Cambridge, MA)로 실온에서 1시간 반응되었다. 표적 단백질이

ECL-Plus system(GE Healthcare, United Kingdom)으로 노출되

었다. GAPDH 항체(1:5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가 단백질 normalize를 위해 사용되었다.

2.9 Click chemistry를 이용한 mild type의 modification과 정

량 (그림1)

HBIG_gene®의 whole IgG 와 Fab fragment의 disulfide linkage 

를 이용하고 click chemical 을 도입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

고자, 항체의 sulfhydryl 작용기를 이용하여 maleimide 작용기가

도입된 click chemical (ADIBO group)을 화학반응을 통해 공유결

합시켰다. Ab-SH로항체 환원을 하고자IgG또는 Fab fragment 

1mg/100ul와 0.3M EDTA 4ul, 1 M Sodium bicarbonate 4ul, 그리

고 β-Mercaptoethanol 5ul를 넣어주고 37 ºC 에서 30분간 반

응시켰다. 반응 후 N2 purging된 PH 7.4 PBS를 이용하여 PD-10

을 진행하여 1mg/ml의 산물을 얻어냈다. ADIBO-PE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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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imide와 Ab-SH의 Conjugation을 위해 항체와 ADIBO를

1:20으로 반응시킨 뒤 PBS로 PD-10을 진행하였고 실온에서 1시

간 shaking 하여 반응시켰다. 반응 후 각각 1ml의 산물을 얻었다. 

다음으로 동위원소를 표지하게 되는 harsh한 condition을 따로 수

행하여 항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위원소를 표지 할 수 있

는 NOTA 가 도입된 click chemical (AZIDE group) 을 먼저 표지

한 후 생체 내 조건인 pH7-7.5 PBS 상에서 항체에 도입된

ADIBO 와의 click 반응을 진행하였다. IgG-ADIBO를 1:10 (3.25 

nmole/375 ul)으로 반응시키고 N3-NOTA-Cu-64를 2 nmole 

(20 uL)을 사용 하여 37ºC, 30 분간 PD-10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mild type의 modification을 도입하여 HBIG_gene®의 whole 

IgG와 fab fragment, human IgG, kappa1(Sigma-aldrich, Saint 

Louis, MO, USA), 그리고human IgG control(whole molecule), 

purified (Genscript, USA)의 disulfide linkage를 이용한 동위 원

소(Ab to Ab-Maleimide-Peg4-DBCO) 및 형광(Ab-DBCO & 

N3-FL complex)을 표지하였다. 기존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하여 non-reduced SDS-PAGE와 UV를 이용하여 정량 작업을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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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lick chemical 이 도입된 항체와 동위원소가 도입된 click 

chemical 의 반응 모식도.

2.10 Modification of fluorescent-antibody

DBCO로 functionalization 된 항체를 이용하여 동위원소와 더불

어 형광을 표지하였다. 이때 azide기가 도입된 FNR-648 NHS 

ester (futurechem, Korea) 형광을 이용하여 동위원소를 붙이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반응 후에 PD-10 column을 통해 정

제해 주었다. 또한 정제 후 UV를 통한 정량 작업을 진행하여 항체

의 농도와 항체 당 붙게 되는 형광량을 정량해 주었다. 실시한 모든

실험은 항상 동일한 양의 항체를 시작으로 하여 같은 조건을 유지

시켜 주었고, 항체당 하나의 형광 물질이 붙는 것으로 조건을 확립

하였다.

2.11 In vivo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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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graft tumor model에서 동위원소나 형광으로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종양에서 HBsAg 표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간암

세포주를 주입 후 대략 2주 후부터 종양이 형성된 mice를 종양 부

피별로 나누고 microPET imaging 을 위하여, 동위원소로 표지된

control IgG (IgG from mouse serum; Sigma-aldrich)와

HBIG_gene®의 whole IgG (IgG-ADIBO+N3-NOTA-Cu-64)를

평균 80uCi, 200ul로 tail vein injection 하였다.  GENISYS4 

(Sofie Bioscience, USA)를 이용하여 0, 4, 24, 48 시간째 각

model 마다 5-10분간 acquisition 하였다. 

형광 이미지를 위하여, FNR_648로 표지된 human IgG, kappa1

과 HBIG_gene® IgG 그리고 fab fragment를 각각 0.5mg/ml 농도

로200ul씩 hydrodynamic injection하였다. 즉시 IVIS® Lumina II 

In Vivo Imaging System (Caliper lifesciences, Hopkinton, MA)을

사용하여 IgG는 0h, 4h, 2day, 6day, 7day까지 이미지를 얻었고, 

fab fragment는 0h에서 6h까지 exposure time 1sec, F/Stop 2, 

excitation filter 620에서 emission filter 670nm로 측정하여 형광

이미지를 수행하였다.

2.12 Immunohistochemistry and confocal microscopy

마우스 종양 조직의 OCT block이 두께 5㎛ 씩 section 되었다. 

실온에서 1시간 air dry 한 후 ice-cold acetone(-20℃)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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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고정시켰다. 다시 실온에서 20분간 air dry 한 후 PBS buffer로

3번 세척하고 1% BSA (in PBS)로 1시간 blocking 하였다. PET 

imaging시 사용되었던 종양 조직은 오직goat anti-human 

IgG(H+L) secondary antibody, alexa fluor㉿ 568 conjugate 

(Thermofisher scientific)를 1:500, alexa fluor ® 488 Phalloidin 

(Thermofisher scientific)을 1:1,000으로 희석한 후 실온에서 1시

간 반응시키고 DAPI mounting 하였다. 형광 이미지시 사용되었던

종양 조직은 Rabbit anti-CD31 antibody (abcam, Cambridge, MA, 

USA)를 1% BSA (in PBS)에 1:300으로 희석하여 4℃ overnight 

하였다. 다음날 PBS로 세척후 1% BSA (in PBS)에 goat anti-

rabbit IgG H&L (Alexa Fluor® 555) (abcam, Cambridge, MA, 

USA)를 1:1,000, alexa fluor 488® phalloidin (A12379, Thermo 

Fisher Scientific)은 1:2,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

켰다. PBS로 4번 세척 후 DAPI mounting(VECTASHIELD 

HardSet Antifade Mounting Medium with DAPI, Vector 

laboratories, USA) 하였다. 형광 이미지가 Confocal laser 

scanning platform Leica TCS SP8를 사용하여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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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HBV 감염 간암 환자의 간 조직에서 HBsAg 표면 발현 여

부와 HBIG_gene®진단 항체로서 가능성 확인

인간 간암 조직에서 HBsAg 표면 발현 여부와 HBIG_gene®의

진단 항체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immunohistochemistry(IHC)

를 확립하였다. 그림 2에서 보여진 것처럼, HBsAg mouse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한 positive control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간 단클론 항체인 HBIG_gene® (whole IgG와 Fab fragment)

을 이용한 IHC 결과에서도 background 없이 HBsAg가 특이적으로

강하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위치가 주로

cytosol과 membrane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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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BV로 인한 간암 환자 조직에서 Modified UIP method를

이용한 HBIG_gene® (whole IgG와 fab fragment)의

immunohistochemistry (100x).  A, C) HBsAg mouse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한 (positive control) DAB staining 

사진. B, D) HBIG_gene®의 whole IgG(B), Fab fragment(D)를 이

용한 DAB staining 사진.

3.2 간암 환자 조직에서 HBsAg 발현 정도 및 위치 확인

HBV로 감염된 간암 환자의 종양과 주변 간 조직에서 HBsAg 발

현 정도와 발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 HBsAg 양성인 환자

의 간 조직에서 HBsAg mouse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하여

IHC를 수행하였다. 모든 샘플(16 cases)은 종양과 주변 간 조직이

한 slide 상에 존재한다. 그림 3에서는 샘플 16 cases 중 HBsAg

가 주변 간조직에서만 발현된 경우와 두 조직 (종양과 주변 간 조

직)에서 모두 발현된 경우를 대표적으로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HBsAg가 주로 종양이 아닌 주변 간 조직에서 대부분 발현되었고

(15/16 cases≒93.75), 종양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1/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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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암 환자의 종양과 주변 간 조직에서 HBsAg 발현 정도

및 발현 위치 확인 (DAB staining). (A) 주변 간 조직에서만

HBsAg 발현 (B) 종양과 주변 간 조직에서 HBsAg 발현(4x). a) 

종양 조직과 b) 주변 간 조직(200x)이 한 slide에 같이 존재. 화살

표는 HBsAg 발현을 가리킴.

3.3 간암 세포주에서 HBsAg 발현 확인

a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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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간암 세포주 (huh 7, hep3b, PLC/PRF/5) 에서 HBsAg 발

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Immunofluorescence staining을 수행하였다. 

Mouse anti-HBsAg monoclonal antibody를 사용한 결과 huh7에

서는 HBsAg가 발현되지 않았고 HBV로 감염된 두 가지 세포주인

hep3b, PLC/PRF/5에서는 HBsAg의 발현이 확인되었다 (그림4 

(A)). 그러나 HBIG_gene®의 두 유형 (whole IgG, fab fragment)

을 각각 cell lines에 처리했을 때 HBsAg를 발현하는 hep3b와

PLC/PRF/5 뿐만 아니라 negative control인 huh 7에서도 형광

signals이 보였다 (그림4 (B, C)).

그림 4. 인간 간암 세포주의 immunofluorescence staining (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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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use anti-HBsAg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한

immunofluorescence. HBsAg의 positive staining이 yellow(화살

표)로 보여진다. DAPI를 사용한 Nuclei staining은 blue로 보여진

다. Actin filaments는 alexa fluor 633 phalloidin을 사용하여

staining 하였다(magenta). B, C) HBIG_gene® whole IgG (B) 와

fab fragment (C)를 이용한 immunofluorescence. B, C) 둘 다

Positive staining이 green(화살표)으로 보여진다.

3.4 FACS를 활용한 HBsAg 세포 표면 발현 확인

세가지 cell lines인 Huh 7, hep3b, PLC/PRF/5에서 오직 세포막

에 존재하는 HBsAg의 세포 표면 발현을 확인하고자, HBIG_gene®

의 whole IgG와 fab fragment를 사용하여 flow cytometry를 수행

하였다. 그림5에서 보여진 것처럼, HBIG_gene®의 whole IgG와

fab fragment를 처리한 huh7과 비교했을 때 hep3b와 PLC/PRF/5

에서 HBsAg 세포 표면 발현이 대략 1.2~1.9배 정도 높게 나타났

다 (그림5. HBIG_gene® whole IgG 처리시 huh7 4.3%, hep3b 

8.0%, PLC/PRF/5 5.3%, fab fragment 처리시 huh7 3.2%, hep3b 

6.3%, PLC/PRF/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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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간암 세포주에서 세포 표면 HBsAg 발현을 나타내는

histogram-plots. Negative control로 only anti-Human IgG (fab 

specific) FITC conjugate가 사용되었다.

3.5 BALB/c nude mice를 이용한 Xenograft tumor model

마우스종양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인간 간암 세포주인 huh7, 

hep3b, PLC/PRF/5를 사용하여 nude mice의 뒷다리 등쪽 양 측면

에 피하 주입하였다. 그 결과 negative control인 huh7 (5x106) 뿐

만 아니라 hep3b, PLC/PRF/5 (1x107)를 주입한 nude mice에서

대략 2주 후부터 종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대략 73/75마리=97% 

이상) (그림6 (A, B)).



２０

그림 6. 인간 간암 세포주로 주입된 nude mice 에서 종양 형성.  

A) 마우스의 왼쪽이 5x106으로 주입된 huh7. 오른쪽은 1x107으로

주입된 hep3b. B) mouse 의 왼쪽이 5x106으로 주입된 huh7. 오른

쪽은 1x107으로 주입된 PLC/PRF/5.

3.6 HCC Xenograft 종양 조직에서 HBsAg 발현

간암 세포주로 형성된 xenograft 종양 조직에서 HBsAg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세포주인 huh7과 hep3b 종양 조직의 단

백질추출물로 immunoblot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negative 

control인 huh7에서는 HBsAg 발현이 확인되지 않았고 HBV로 감

염된 hep3b에서는 HBsAg가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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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우스 종양 조직에서 HBsAg 발현 (A) 간암 세포주인

huh7, hep3b를 이용한 Xenograft 종양 모델에서 각각 적출된 종양

조직 (B) Huh7, hep3b 각각 2개의 종양 조직을 이용한 western 

blot (rabbit anti-HBsAg). Lanes 1,2; huh7, lanes 3,4; hep3b. 

GAPDH; negative control.

3.7 HBIG_gene®의 두 유형 (Whole IgG와 Fab fragment)의

affinity 측정

HBIG_gene®의 두 가지 유형인 whole IgG와 Fab fragment에

chemical conjugation에 따른 affinity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Chemical conjugated GC1102 IgG의 affinity가 naïve IgG 대비 최

대 2배정도 낮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정도이기에 chemical 

conjugation이 항체-항원 결합을 방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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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그림 8. HBIG_gene®의 두 유형(whole IgG, Fab fragment)에 대한

affinity 측정.

3.8 동위원소 표지 단계와 항체와의 결합

동위원소 표지 단계와 항체와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Radio-

TLC 를 분석하였다. TLC 상에서의 peak shift현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림 5에서 보여진 것처럼 동위원소가 표지 된 Azide-

PEG4-NOTA-68Ga 의 경우 TLC가운데에 peak 가 형성되었고

항체와 결합할 경우 TLC 의 시작지점으로 peak 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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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adio-TLC (ITLC-SG)에 의한 Radiolabeling yield (%).

3.9 항체 modification

Click chemical을 도입하여 네가지 항체 HBIG_gene®의 whole 

IgG, fab fragment, human IgG, kappa1, human IgG control의

disulfide linkage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및 형광을 표지 하여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그림10의 A는 기존 방법으로 세팅된 환원제

처리 조건이 각각의 항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성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나타내는 non-reduced 

SDS-PAGE 결과이다. 실제로 항체의 분자량인 160kDa에만 염색

된 신호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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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의 B는 실제로 항체에 붙게 되는 DBCO의 양을 정량 하기

위해 UV를 이용하여 정량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단백질이

나타내는 280nm의 peak로 항체를 정량하고 312nm의 peak 값으

로 작용기의 양을 정량하여 실제 항체 당 도입된 작용기의 개수를

확인하였다. 이는 MALDI-TOF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정량

적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10 (C)). 

HBIG_gene®의 whole IgG의 경우 modify하지 않은 항체의 분자량

은 150968g/mol 이었으며, DBCO를 도입한 경우 2차, 3차 실험에

서 각각 그림 C의 분자량을 나타냈다. 이는 약 1.5-2개의 DBCO가

항체에 도입되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그림 B의 UV 자료의

정량 자료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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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DS-PAGE system과 Ultraviolet light(UV)를 이용한

형광 detection. A) 환원제 처리 조건에서 HBIG_gene® IgG (Hepa)

와 human IgG, kappa1 (Kappa)의 non-reduced SDS-PAGE. B) 

항체에 붙게 되는 DBCO 양을 정량 하기 위한 UV 측정. C) 항체

modification 전 후 HBIG_gene® whole IgG의 분자량의 변화를 보

여주는 MALDI-TOF.

3.10 간암 세포주에서 형광으로 표지된 항체를 이용한 confocal 

microscopy

In vivo 형광 이미지에 사용되는 FNR-648로 표지된 항체의

signals를 간암 세포주에서 확인해 보고자, huh7, PLC/PRF/5에

FNR-648로 표지된 control인 human IgG, kappa1과

HBIG_gene®의 IgG와 fab fragment를 1시간 처리하여 confocal 

imaging으로 확인하였다. 세가지 항체를 처리한 PLC/PRF/5처럼

huh7에서도 FNR-648 signal이 모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egative control인 human IgG, kappa1 도 HBIG_gene®의

두 유형처럼 huh7, PLC/PRF/5 에서 모두 FNR-648 signals가 보

여졌다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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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간암 세포주인 Huh7, PLC/PRF/5에 FNR-648로 표지된

세가지 항체 human IgG1, HBIG_gene® IgG, fab fragment를 처리

한 confocal imaging. Positive signal이 magenta(화살표)로 보여진

다. Actin filaments는 alexa fluor 488 phalloidin으로 staining 하

였고 green으로 보여진다. Nuclei staining인 DAPI는 blue로 보여

진다(40x).

3.11 In vivo microPET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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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마우스의 뒷다리 등쪽 양 측면의 왼쪽에 Huh 7, 오른쪽에

hep3b를 주입하여 만든 xenograft 종양 모델에 동위 원소로 표지

된 control IgG와 HBIG_gene®의 whole IgG (IgG-ADIBO+N3-

NOTA-Cu-64)를 tail vein injection 한 후 0, 4, 24, 48 시간째

영상 결과를 얻었다. PET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은 결과, control 

IgG와 HBIG_gene® IgG, huh7과 PLC/PRF/5 간의 명확한

positive signal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2).

그림 12. BALB/c nude mice에서 동위원소로 표지된 HBIG_gene®

whole IgG에 대한 분자 영상. A) Control IgG (IgG-ADIBO+N3-

NOTA-Cu-64)를 이용한 영상 B) HBIG_gene®의 whole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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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ADIBO+N3-NOTA-Cu-64)를 이용한 영상.

3.12 In vivo fluorescence imaging

동위원소로 표지된 항체의PET imaging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형

광으로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표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NR-

648로 표지된 human IgG, kappa1을 negative control로 사용하였

고 HBIG_gene®의 whole IgG와 fab fragment를 사용하여 특이적

형광 signals를 확인하였다. IVIS lumina II (Caliper lifesciences)

를 사용하여 HBIG_gene®의 whole IgG는 0, 4h, 2day, 6day, 7day, 

fab fragment는 0h에서 4h까지 영상 결과를 얻었다. 그림 13 (A, 

B)에서 보여진 것처럼, control IgG와 비교했을 때 형광 singals이

HBIG_gene® IgG의 HBsAg positive tumor쪽에 uptake 된 것처럼

보여졌다(그림 13A). 그러나 fab에서는 HBsAg positive tumor의

특이적 타겟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fab의 경우엔 2시간째

이미 빠르게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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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Xenograft models에서 fluorescence imaging. (A) 

FNR-648로 표지된 control IgG (human IgG, kappa1)와

HBIG_gene® whole IgG를 0.5mg/ml로 tail vein injection후 0h, 

4h, 2day, 6day, 7day 째 얻은 fluorescence imaging. Non IgG는

autofluorescence imaging. 화살표는 종양 위치를 가리킨다(left: 

huh7, right :PLC/PRF/5). (B) FNR-648로 표지된 HBIG_gene®

fab fragment를 0.5mg/ml로 tail vein injection후 0h, 30m, 1h, 2h, 

4h, 6h에 대한 fluorescence imaging.

3.13 Immunohistochemistry and confocal microscopy

분자 영상 후 종양 조직을 이용한 imaging signals 결과와 비교

해 보고자 immunostaining을 수행하였다. 그림 14A의 a-d는

microPET imaging을 얻은 xenograft models의 양쪽 종양 (huh7, 

hep3b)을 적출하여 staining을 진행하여 얻은 confocal imaging이

다. Control IgG가 주입된 마우스의 A-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huh 7 보다 hep3b에서 형광 signals이 더 detection 되어 보였고, 

HBIG_gene® whole IgG를 주입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조직 염색상

두 모두에서 signals이 관찰되긴 했지만 hep3b에서 형광 signals이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그림 14A-c, d).

다음으로 동위 원소로 표지된 항체를 이용한 MicroPET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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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taining 결과를 비교하여 HBIG_gene®이 종양에 잘 uptake 된

것인지 blood pool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형

광으로 표지된 항체를 통해 이미지를 얻고 종양 조직을 얻어

confocal imaging 및 IHC 등의 병리학적 방법을 통해 타겟능을 확

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14B의 a, b에서 보여진 것처럼, 항체를

주입하지 않은 종양 모델의 조직에서는 어떠한 signals도 나타나지

않았다 (a, b). 그러나 control인 human IgG, kappa1이 주입된

huh7과 PLC/PRF/5 두 개의 종양 조직에서는 FNR_648 signals 

(magenta) 의 비슷한 표적 정도가 보여졌다 (c, d). 마지막으로

HBIG_gene®의 IgG가 주입된 huh7과 PLC/PRF/5 두 개의 종양

조직에서 둘 다 형광 signals이 세포질이나 세포막에 위치하여 나타

났지만, 전체적으로 Huh7에 비해 PLC/PRF/5의 HBsAg positive 

tumor 에서 signals이 높게 나타났다 e, f). 그러나 HBIG_gene®의

fab fragment는 형광 이미지 결과에서 보듯 2시간째 빠르게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보아 종양 조직 staining 결과에서도 표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14C-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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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Xenograft 종양 조직에서 in vivo confocal fluorescence 

images (40x). A-a)-d)는 동위 원소로 표지된 항체인 control 

IgG (IgG-ADIBO+N3-NOTA-Cu-64; 79 uCi /200 uL) (a, b) 

와 HBIG_gene®의 whole IgG (IgG-ADIBO+N3-NOTA-Cu-64; 

80 uCi /200 uL))(c, d)를 이용한 xenograft 모델의 PET imaging

후 얻은 종양 조직의 immunostaininig. 화살표가 positive signals 

(goat anti-human IgG, alexa fluor 568® conjugate; red)를 가리

킨다. actin filaments; phalloidin 488(green), Nuclei; DAPI(blue). 

B, C) FNR_648로 표지된 HBIG_gene®의 두 유형 whole IgG (B)

와 fab fragment (C)를 이용한 in vivo 형광 이미지 후 얻은 마우

스 종양 조직의 immunostaining. Anti-CD31 항체가 혈관 내피 세

포 staining을 위해 사용되었다. Positive signals가 화살표로 보여

진다(mag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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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HBV 기저 질환으로 발병된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간암 환자의 세포에서 발현하는 HBsAg를 진단 마커로

HBIG_gene®을 이용하여 간암의 진단 항체 가능성을 in vivo 

system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간암 조직에서 HBsAg의 발현을 확인하고 이에 HBIG_gene®이

특이적으로 HBsAg와 결합하는지 확인하고자

immunohistochemistry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ositive control

인 mouse anti-HBsAg 항체의 결과와 비교 했을 때, HBIG_gene®

의 두 유형(IgG, Fab)을 이용한 staining 결과에서도 background 

없이 HBsAg와 특이적으로 강하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 HBsAg을 특이적으로 검출하기 위해 인간 단클론 항체인

HBIG_gene®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staining 결과는 인간 단클론 항체를 사용하여 인간 간암 조직에서

background 없이 positive pattern이 나올 수 있도록 UIP method

를 확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인간 간암 환자 조직에서 발현하는 HBsAg의 발현 양상 및 그 위

치를 확인하고자 간암 환자의 종양 조직과 주변 간 조직을 이용하

여 staining 하였다. 결과적으로 HBsAg의 발현이 종양이 아닌 주

변 간 조직에서 대부분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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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처럼, HBcAg의 완전한 부재와 HBsAg의 낮은 발생률에서 보여

주듯이, 아마도 종양 세포에서 HBV의 active replication이

malignant degeneration의 과정 동안 점차적으로 결여되기 때문일

것이다 (8,12). 또한 종양세포에서 HBsAg의 감소된 발현은 HBV 

integration에 의해 야기 될 수 있다. HBV s gene의 mutation이 종

종 간 세포암에서 탐지되고 이러한 것이 ‘antibody escape’를 유

도하여 HBsAg에 대한 monoclonal antibody의 결핍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Integrated HBV sequence는 대부분 종양에 존재하고

free replicative viral form이 non-tumor tissue에서 빈번히 관찰

된다(13–15). HBsAg의 감소된 발현 mechanism이 이러한 HBV 

integration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므로 integrated HBV의

sequencing analysis에 대한 연구가 간세포암 carcinogenesis에

대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몇몇 보고처럼, 간내 HBV-DNA titer가 surgery 후 HCC 재발

의 위험을 결정할 수 있다. 종양보다 종양 주변 간조직에서 더욱

HBV-DNA titers가 높게 나타난 것은 HBV 관련 간세포암 환자에

서 외과 절제 후 HCC 재발에 취약하게 할 수 있다(16). 이와 더불

어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혈청 HBsAg 정량치는 간세포 핵 내에

존재하는 cccDNA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 되었다(10,17–

20). 그러므로 간암 조직 및 간암 재발환자 조직에서 HBV 

replication 및 HBV-DNA titer 그리고 cccDNA level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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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HBsAg 발현 차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인간 간암 세포주에서 HBsAg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immunofluorescence staining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에서 보여주듯

이, HBIG_gene®의 두 유형을 사용한 positive staining이 HBsAg

를 발현하는 hep3b와 PLC/PRF/5 뿐만 아니라 HBsAg negative인

huh7에서도 보여졌다. 

Huh7, hep3b, PLC/PRF/5는 FcRn이 발현되는 간세포주이다. 

Immunoglobulin은 간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FcRn에 특이적으

로 결합하여 세포내로 endocytosis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

적으로 이러한 FcRn과 IgG 항체가 결합하여 hepatocytes안으로

human IgG가 uptake 되어진다 (21). 그러므로 그림 4의 결과는

HBIG_gene®이 HBsAg negative인 huh7의 Fc receptor를 통해

uptake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세포주 막에서 IgG에 대한

FcRn-receptor의 identification은 human IgG 의 세포 uptake에

대한 mechanism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세포주에서 HBsAg 발현을 확인한 결과와 FACS 분석 결과를 비

교해 봤을 때, hep3b, PLC/PRF/5에서 HBsAg의 세포 표면 발현

정도가 약하여 명확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huh7에서

HBsAg가 발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HBIG_gene®이 HBsAg를 특이적으로 검출하는 항체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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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n vivo system을 이용하여 HBIG_gene®의 간암 진

단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동위원소와 형광으로 표지된 항체를 이용

하여 molecular imaging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excitation light와

emitted fluorescence signal의 tissue penetration 이 좋고 in vivo 

fluorescence imaging에 적합한 긴 파장의 형광 648 dye를 사용하

였다. 결과적으로 molecualr imaging (microPET과 형광 영상) 결

과와 조직 staining 을 비교해 봤을 때, control과 HBIG_gene®의

positive signals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huh7보다

HBsAg를 발현하는 hep3b와 PLC/PRF/5에서 positive signals가

조금 더 강하게 발현되는 것처럼 보여졌다. 또한 control IgG 항체

보다 HBIG_gene®에서 positive signals이 종양 세포에서 좀 더 관

찰되었다. 그러나 Fab fragment는 injection후 uptake 되어 2시간

째 빠르게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

으로 이 연구에서는 HBV로 감염된 간암 세포주에서 HBsAg 발현

이 약하여 control과 비교했을 때 항체의 특이적 표적을 in vivo와

in vitro상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HBsAg를 과발현하는 세포주를 개발하여 HBIG_gene®과 HBsAg와

의 특이적 결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 전임

상이나 임상 development 연구 진행에 있어서 whole murine 

variable regions와 human constant regions을 재조합한 murine-

human chimeric fab system을 이용한 연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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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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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vo molecular imaging of 

hepatocellular carcinoma 

xenografts using 

recombinant human 

monoclonal antibody 

neutralizing hepatitis B virus

Suk Kyun Hong

Department of Medicine, Surge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arly dia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s important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a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more effective diagnostic methods. This is especially tru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because the re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s rapid and extrahepatic recurrence is 

common. HBsAg is a potential molecular target for the det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ssociated with 

hepatocarcinogenesis, and has been used to diagnose 

hepatocellular carcinoma expressed in hepatocytes of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caused by HBV.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tential as diagnostic antibody of 

HBIG_gene®, recombinant human monoclonal antibody against 

hepatitis B virus that binds to HBsAg, as a diagnostic antibody, 

with high affinity for virus-specific epitopes through an animal 

model derived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 lines. In vitro, 

the expression of HBsAg on the cell surface and specific 

detection of HBIG_gene® on HBsAg were confirmed in HBV-

infected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 lines and patient tissues. 

FACS analysis revealed that HBsAg surface express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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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sAg-expressing cell line (hep3b and PLC/PRF/5) was 

approximately 1.2 to 1.9 times higher than control group. In 

Western blot using tumor tissue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xenografts, expression of HBsAg was detected in hep3b 

infected with HBV. Finally, in vivo, isotope (IgG-ADIBO+N3-

NOTA-Cu-64) and fluorescence (FNR-648 NHS ester) were 

used to evaluate whether HBIG_gene® could be used as a 

diagnostic antibody for molecular targeting therapy in 

hepatocellular carcinoma xenografts and imaged with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and fluorescent images. This was 

compared with tissue staining to identify signal targeting of 

HBIG_gene® for HBsAg. Although the signal was slightly 

detected in the control, HBIG_gene® was found to more 

strongly target HBsAg-positive tumor cells. In conclusion, 

HBIG_gene® is thought to have the potential for molecular 

target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

Keywords: hepatitis B, hepatocellular carcinoma, xenograft, 

human monoclonal antibody, in vivo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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