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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항원제시세포인 B세포에 원하는 암 항원을 전달하고 자연살해세포의
ligand를 적재하여 면역반응을 증진시킨 B 세포 백신은 in vitro, in vivo
에서 우수한 항암 면역 치료 효과를 나타냄을 보인 바 있다. 이 때 B세
포에 항원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B 세포백신의 면역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아데노바이러스 serotype 5가 항
원 도입 효율이 낮은 것을 보완하고자 fiber knob를 아데노바이러스
serotype 35의 fiber knob로 치환해 항원 도입 효율을 높인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 벡터(Ad-K35)를 제작하고 여기에 Her-2/neu 암 항
원을 적재(Ad-K35HM)시킨 후에 이를 이용하여 B 세포 백신을 제작
하고 항암 면역 치료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인간 PBMC에서 분리
한 B 세포에서 Ad-K35가 기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비해 유전자 전
달 효율을 증가시키며 마우스 B 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Ad-K35의 유
전자 전달 효율이 Ad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작
한 B세포 백신을 마우스에 면역화한 후에 항원 특이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과 체액성 면역 반응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항원 전달 효율이
높은 Ad-K35가 기존의 바이러스 벡터보다 면역 반응을 더 향상시키며
이러한 반응은 α-GalCer 유도체인 KBC009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Her-2/neu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mouse에 이식 후 Ad-K35 B 세포백신을 처리한 결과 기존 아데노바이
러스 B 세포백신보다 항암 치료 효과가 유의미하게 우수하며 KBC009
1

를 함께 사용하면 암 성장이 더 잘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
구를 통해 Ad-K35를 이용한 B 세포백신의 항암 면역 치료효과가 기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보다 훨씬 더 우수하며 이러한 반응은 KBC009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B세포
B세포 백신,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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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중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는 암에 대한 연구와 관심 또한 높아졌다. 암은 인
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세포의 증식 조절에 이상이 있을 때 생기게 된다. 이로써 비정상적으로
성장이 많이 된 종양이 생기게 되고 이 종양이 다른 기관에까지 전이가
되는 것을 악성종양이라 하며 이를 암이라 한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적 화학 요법인 방사선 치료, 약을 이용한 화학요법 등이 쓰이고 있
지만 항암 치료 효과 외에도 탈모, 구토 등의 전신적인 부작용이 크다는
단점과 악성 종양의 경우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면역 요법이 각
광을 받고 있다.1,2 면역 요법은 종양 특이적인 독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신 독성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고 화학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나
수술 후 남아 있는 일부의 암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고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전략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된 면역 요법 중의 하나로는 면역 세포 백신이 있
으며 이 중에서도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 세포 백신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4,5 이 수지상 세포는 인체 내의 항원제시세포 중 항원제
시 효과가 가장 큰 세포로 T 세포에 강한 공자극을 유도함으로써 항원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세포이다. 하지만 수지
상 세포는 blood와 lymphoid tissue에서 양이 적어 환자에게서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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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리하기 어렵고, 전구체에서 분화시키는 단계가 비용과 노력,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6,7
이에 따라 본 실험실에서는 수지상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항원 제시 세
포인 B 세포를 이용하여 항암 세포 백신을 제작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
었다.8 B 세포는 수지상 세포와는 달리 혈액에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얻
기가 수월하며 체외에서의 분화 및 활성화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수지상 세포보다 면역원성이 약하여 세포 백신으로 적
용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자연 살해 T 세포 리간드의 하나인
α-GalactosylCeramide9를 이용하여 B 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극
복하였다.10,11 또한 지난 연구에서 인간 유방암 항원인 Her-2/neu12를
적재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로 형질 도입한 백신이 MHC 분자의 다양성
을 극복하고 마우스 모델에서 항암 면역 치료 효과를 나타냄을 보인 바
있다.13
이러한 B 세포 백신을 제작할 경우, B세포에 항원을 효율적으로 전달
해야만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지
상 세포 백신에서도 항원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해

왔다.4,5

그

중

기존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인

아데노바이러스

serotype 5가 항원 전달 효율이 낮음을 보완하고자14 항원 전달 부분
fiber knob를 아데노바이러스 serotype 35의 fiber knob로 바꾼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가 개발되었으며, 많은 세포주에서 유전자 전달
을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15,16

그리고

마우스와

인간

B

세포에

transduction한 결과 항원 전달 효율이 기존의 벡터보다 우수함을 확인
5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Ad-k35에 인간 유방암 항원인 Her-2/neu의 MHC
class 1 epitope17을 적재하고 마우스 B 세포와 인간 B 세포에서 암 항
원 전달 효율을 시험하고 B 세포 백신의 안정성을 survival test로 확인
해 보았다. 그리고 Ad-k35 B 세포 백신과 α-GalCer 유도체인
KBC009를 함께 적재한 후에 마우스에 면역화한 후 항원 특이적인 세포
성 면역 반응과 체액성 면역 반응, 항체 의존적 세포 독성 반응을 Ad B
세포 백신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Her-2/neu를 발현하는 암 세
포를 마우스에 이식한 후 B 세포 백신을 면역화하여 항암 면역 치료 효
과를 tumor size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Ad-k35 B 세
포 백신이 Ad B 세포 백신보다 유의미하게 우수한 항암 치료 효과와 세
포성,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이러한 반응은 KBC009를 함께 적
재할 경우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Ad-k35가 마우스 모
델에서 기존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비해 유의미하게 우수함을 확인하
였고 향후 실제 임상에 쓰일 수 있는 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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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을 위해 6주령의 Female Balb/c 마우스 (H-2d)를 Charles
River Laboratories (Seoul, Korea)로부터 구매하였다. 마우스는 서울대
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 사육시설에서 사육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서울
대학교 동물실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2. Flow Cytometer analysis
Mouse B 세포의 purity, Her-2/neu 발현과 activation 확인을 위해
FITC 표지된 anti-Mouse B220(biolegend), PE 표지된 anti-mouse
CD86(biolegend), APC 표지된 anti-Her-2/neu(BD bioscience)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B 세포의 세포생존률 확인을 위하여 APC 표지된
Annexin-V와 Propidium Iodide Staining Solution(BD bioscience)를
사용하였다. Human B 세포의 purity, Her-2/neu 발현과 activation 확
인을 위해 FITC 표지된 anti-human CD20(BD bioscience), APC 표지
된

anti-Her-2/neu(BD

bioscience),

CD86(biolegend)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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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표지된

anti-human

3. 유전자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제작
Her-2/neu의

세포

외

영역

및

세포막

영역(Her-2/neu

extracellular domain and transmembrane domain; HM)을 발현하는 유
전자를 encoding하는 아데노바이러스(AdHM), Modified 아데노바이러
스(Ad-k35HM)는 Dr. C. Yu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로
부터 제공받았다.

4.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인간 B 세포로의 형질 도입
건강한 공혈자로부터 말초 혈액 60ml을 취하고 HISTOPAQUE1077(Sigma-Aldrich)을 사용하여 PBMC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PBMC
에 anti-human CD19 microbead(miltenyi biotec)를 이용하여 인간 B
세포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인간 B 세포를 1×106 씩 96well(U)에 깔
아준 뒤 200 MOI 의 아데노바이러스를 serum-free 상태의 RPMI
1640 배지 50 ul를 넣고 90분간 25℃, 2800rpm으로 centrifuge를 하
였다. 90분 후에는 RPMI 1640 배지 50ul 와 2×CM 100ul을 추가하여
CM(Complete Media)배지에서 37℃로 배양하였다. 48시간 후 FACS를
통하여 Her-2/neu, CD86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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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마우스 B세포로의 형질 도입
6주령의 Balb/c 마우스의 비장을 적출하여 homogenization 후 적혈
구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얻어진 비장세포에 anti-B220 microbead
(miltenyi biotech)를 처리하고 MACS를 이용하여 B 세포를 선택적으로
분리하였다. 분리한 B 세포를 3×106씩 24well에 깔아준 후 100 MOI
의 AdHM, Ad-k35HM을 serum-free 상태의 RPMI 1640 배지 50 ul
를 넣고 90분간 25℃, 2800rpm으로 centrifuge를 하였다. 90분 후에는
RPMI 1640 배지 50ul 와 2×CM 100ul을 추가하여 CM(Complete
Media)배지에서 37℃로 배양하였다. 추가로 α-GalactosylCeramide
유도체인 KBC009를 넣는 경우 200μg/ml로 녹인 KBC009를 1ul 추
가한다. 24시간 후 FACS를 통하여 Her-2/neu, CD86의 발현과
apoptosis를 확인하였다. 마우스에 면역화할 때는 제작한 마우스 B세포
백신을 Balb/c 마우스 1마리당 1.5×106 으로 정맥주사하였다.

6. 체내 항원 특이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 분석
동질 유전자 마우스의 lymphocytes에 Her-2/neu CTL epitope
peptide(hp63) 1 μg/ml와 CFSE(Chloromethylfluorescein diacetate
succinimidyl ester; Invitrogen, Carlsbad, CA) 20μM을 함께 적재한
specific target(CFSEhigh)과 hp63을 적재하지 않고 CFSE 2μM 처리한
non-specific target(CFSElow)을 동량 섞어주고 동질 유전자의 마우스
9

에 정맥 주사해준다. 그리고 16시간 뒤에 면역화한 마우스의 비장세포에
서 peptide 특이적인 항원 용해 반응을 측정한다. 이 때 항원 특이적인
용해

반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ratio)=(%

CFSElow/%

CFSEhigh), % lysis = [1 - (runprimed/rprimed)]×100)

7. 항원 특이적인 체액성 면역 반응 분석
항원 특이적인 항체 생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CT26/Her-2 세포
(TAUF)를 Fc antibody(biolegend)로 4℃에서 15분 동안 block한 후
에 희석한 마우스 혈청과 TAUF 세포를 4℃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한다.
그 후에 FITC 표지된 goat anti-mouse IgG(SIGMA) 항체로 4℃에서
15분 동안 staining한 후에 FACS로 serum에 있는 Her-2 특이적인
마우스 IgG를 측정해 보았다.

8. 항원 특이적인 항체 의존적 세포 독성 반응
51

Cr 방사능 표지된 SK-BR-3 세포와 마우스 혈청을 함께 1시간 동

안 37℃에서 배양한 뒤에 SK-BR-3 세포를 1×104cells/100μl씩 CM
배지로 풀어주고 96 well(U)에 깔아준다. 여기에 naïve 마우스의 비장
세포를 effector로 하여 target 세포(SK-BR-3)와 비율을 effector :
target = 300:1로 하여 3×106cells/100μl씩 CM에 풀고 96 well(U)
에 추가해 준다. 그리고 4시간 뒤에 상층액을 얻고 oven에서 80℃로 건
10

조시킨 후 16시간 뒤에 Wallac 1470 Wizard automatic γ-counter로
상층액의

51

Cr radioactivity를 측정한다. 이 때 세포 특이적인 독성 반

응(%)은 [(샘플의

51

Cr 방출 정도 – spontaneous

51

Cr 방출 정도)/(최

대 방출 정도 – spontaneous 방출 정도)] × 100으로 표현한다.

9. 항암 치료 효과 모델
백신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Her-2/neu를 발현하는 CT26암
세포(TAUF)를 Day 0 에 Balb/c 마우스에 2×105 cells을 피하 주사한
다. 그리고 Day 5 에 B 세포 백신을 암을 이식한 마우스에 1.5×106
씩 정맥 주사로 주입하여 준다. 그리고 Day 7부터 일주일에 3번씩 종
양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10. 배지의 조성
모든 세포는 Complete Media(CM) 배지로 RPMI 1640(Gibco) 배지
에 FBS(Gibco) 10%, Penicillin/Streptomycin (Lonza) 1%, Sodium
pyruvate, NEAA(Non-Essential Amino Acid), HEPES (4-(2hydroxyethyl)-1-piperazineethanesulfonic

acid

),

β-

mercaptoethanol (모두 Gibco)을 적정 희석배수로 첨가하여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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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인간 B 세포 백
신의 제작
아데노바이러스는 serotype subgroup에 따라 6가지로 분류가 되며
이 때 group별로 receptor에 차이가 있다.18 이 중 일반적인 아데노바이
러스 벡터로 많이 쓰이는 serotype 5는 group C 아데노바이러스로
CAR molecule을 통해 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아데노
바이러스 5는 CAR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과
seroprevalance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19,20 특히 인체 세포에는 CAR의
발현이 낮아 유전자 전달 효율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
완하고자 아데노바이러스 type 5 의 fiber knob을 아데노바이러스 type
35의 fiber knob로 치환한 dE1-K35 아데노바이러스(Ad-k35)를 벡터
로 이용하였다.15,21,22 이는 바이러스의 세포 도입 부분만을 치환함으로써
인간 leukocytes, fibroblast에서 발현하는 CD46을 인식하여 cell 내부
로 들어가기 때문에 CAR가 발현하지 않는 세포에서도 형질 도입 효율
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따라서 이렇게 만든 Ad-k35
virus에 인간 유방암 항원인 Her-2/neu(HM)을 적재시키고 인간 B 세
포에 transduction을 시키면 인간 B세포의 CD46이 Ad-k35HM을 인
식하여 항원 전달 효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B세포에 자연살
해 T세포의 ligand인 α-GalCer의 유도체로 KBC009를 함께 적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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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자연살해 T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면역반응이 더 효율적으로
유도되는 B세포 백신을 만들게 된다(그림 1).
이렇게 만든 Ad-k35HM을 이용하여 실제 인간 B세포에 항원 도입을
하고 항원 전달 효율을 dE1 아데노바이러스에 HM을 적재시킨 벡터
(AdHM)와 비교해보았다. 건강한 donor로부터 얻은 혈액의 PBMC에
CD19 microbead로 B세포를 분리하고 B cell marker인 CD20으로
purity를 확인한 결과 99%의 순도로 B 세포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2-A). 이 B 세포에 200 MOI의 AdHM, Ad-k35HM으로 transduction
을 시도하고 48시간 후에 Her-2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AdHM에 비해 Ad-k35HM을 사용하였을 때 Her-2 발현이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2-B,C). 그리고 B 세포와 같은
항원제시세포의 activation marker인 공자극 분자 CD86의 발현을 확인
해본 결과 역시 Ad-k35HM을 사용하였을 때 AdHM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1.5배 더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2-B, D).

3.2.
3.2.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마우스 B 세포
백신의 제작
Ad-k35의 효능을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마우스 비장에서 B220 microbead를 사용하여 B세포를 분리
하고 B cell marker인 B220로 purity를 확인한 결과 95% 이상의 순도
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A) 이렇게 분리한 B 세포에 100MOI의
13

AdHM, Ad-k35HM으로 transduction을 시도하고 24시간 후에 Her-2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Ad-k35HM으로 항원을 전달하였을 때
AdHM으로 항원을 전달하였을 때보다 20%가량 효율이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B,C). 또한 공자극 분자인 CD86의 발현도 Adk35HM을 이용하여 항원도입 하였을 경우 AdHM보다 조금 더 높게 발
현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그림 3-C,D).

3.3. 제작된 마우스 B 세포 백신의 안전성
다음으로 제작된 마우스 B 세포 백신의 세포 생존율을 Annexin-V와
PI staining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FACS analysis를 통해 Live cell을
PI-/ANX V-로 간주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AdHM과 Adk35HM 모두 B 세포 백신의 세포 생존율이 약간 감소하긴 하지만 유의
미하게 세포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A,B).

3.4. B 세포 백신의 암 항원 특이적인 in vivo CTL 반응
측정
이렇게 만들어진 마우스 B 세포 백신의 항원 전달 결과, Ad-k35가
인식할 수 있는 human CD46이 마우스에서 인간에 비해 제한적으로 발
현되어 있어 인간 B 세포만큼의 항원 전달 효율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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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우스 B
세포 백신을 만들고 이를 마우스에 면역화한 후에 항원특이적인 세포성
면역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연구 결과 NKT
세포의 ligand로 NKT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반응을 효율적으로 유도
하는 α-galactosylceramide의 유도체인 KBC009를 B 세포백신에 함
께 적재하여 실험해 보았다. 실험은 마우스 B세포 백신을 Balb/c 마우스
1마리당 1.5×106 으로 정맥주사하고 투여한 지 9일째 되는 날에
CFSElow/CFSEhigh target을 transfer하였다. 그리고 16시간 뒤에 마우스
를 sacrifice하여 비장에서 CFSE positive 세포를 FACS를 통해 확인함
으로써 in vivo CTL반응에 의한 specific lysis 비율을 알아보았다(그림
5-A,B). 그 결과를 보면 AdHM으로 형질도입한 B세포 백신은 항원 특
이적인 세포성 면역반응이 거의 유도되지 않았으며 KBC009를 함께 사
용해도 면역반응이 증가하지 않음에 반해 Ad-k35HM으로 형질도입한
B 세포 백신은 60% 가량의 in vivo CTL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KBC009를 함께 사용할 경우 90% 이상의 in vivo
CTL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5. B 세포 백신의 암 항원 특이적인 체액성 면역반응
측정
제작한 B세포 백신을 Balb/c 마우스에 1.5×106 으로 정맥주사한 후
각 주 차별로 혈청을 얻은 뒤 1/600배부터 3배씩 serial dilution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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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방암 항원(HM)을 발현하는 암 세포주인 CT26-Her-2/neu와
binding을 시켜 결과적으로 serum 속에 있는 Her-2 특이적인 항체의
양을 FACS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7주째 얻은 혈청에 대한
FACS data를 보면 in vivo CTL 결과와 마찬가지로 AdHM으로 형질도
입한 B세포백신으로 면역화 시 항원 특이적인 항체 형성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Ad-k35HM을 이용한 B세포백신으로 면역화하였을 때에
는 항원 특이적인 항체가 매우 많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6A). 그리고 Ad-k35HM 면역화에 의한 항체 형성은 KBC009를 함께
적재할 경우 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수치로 표현한 그래프
를 보면 8주차까지는 항원 특이적인 항체 형성이 증가하다가 9주와 11
주에는 7주차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B). 다
음은 B세포 백신 면역화로 생성된 항원 특이적인 항체가 실제 암 항원
(Her-2/neu)을 발현하는 세포(SK-BR-3)에 결합하여 효과기 세포가
이를 Lysis 하는 것을 매개하는 지 알아보았다(그림 6-C). 이를 위해
51

3주, 5주, 7주 차에 얻은 혈청을 750배 희석한 후에
SK-BR-3와

binding시켜서

항원

특이적인

Cr으로 표지한

ADCC(Antibody

Dependent Cell-mediated Cytotoxicity)에 의한 γ-선 방출을 측정한
후 ADCC에 의한 lysis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3주차에서 Adk35HM에 KBC009를 함께 적재한 B세포 백신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10%
정도의 lysis를 유도하며 Ad-k35HM만을 사용하였을 때는 5% 정도의
lysis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AdHM

B세포

백신은

KBC009를 적재하고도 Control 수준의 lysis 반응을 나타내었다. A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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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5주, 7주로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7주차에는 Ad-k35HM
을 이용한 B세포 백신과 여기에 KBC009를 적재한 B세포 백신이 15%
정도로 비슷한 lysis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암 항원
특이적인 항체를 매개로 하여 lysis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3.6. B 세포 백신의 항암효과
이상의 실험을 통해 Ad-k35HM을 이용한 B세포 백신이 AdHM보다
더 효율적으로 항원 특이적인 세포성, 체액성 면역반응을 유도함을 확인
하였다. 이에 대해 실제 항암 면역 치료 효과는 어떠한 지 확인하고자
마우스 암 모델 실험을 진행하였다. Balb/c 마우스에 2×105 CT26Her2/neu를 피하주사로 이식한 후 5일 째에 B세포 백신을 1.5×106으
로 정맥주사하고 7일째부터 암의 크기를 측정하였다(그림 7). 그 결과
AdHM을 사용한 B세포 백신의 경우 암의 성장 속도가 대조군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기에 KBC009를 함께 사용하면 유의미하게
암 성장을 억제하는 데 이는 Ad-k35HM을 사용한 B세포 백신과 비슷
한 정도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Ad-k35HM에 KBC009를 함께
적재하면 암의 성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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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이번

연구를

통해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인

Ad-k35가

human과 mouse B 세포에 효율적인 항원 전달과 세포활성화를 유도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d-k35가 마우스에서 Ad에 비해 항원 특이
적인 세포성 면역반응과 체액성 면역반응을 더 효율적으로 유도하며 이
러한 반응은 NKT 세포 ligand인 KBC009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더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면역반응과 유사하게 항암 효과 역시
Ad-k35가 Ad보다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암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요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면역세포 중
항원제시능력이 제일 큰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백신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왔으며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6 그러나 수지상
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분리한 monocyte를 GM-CSF와
IL-4가 포함된 특정 배지에서 6~7일간 배양해야 하며 그 과정이 노동
집약적이며 고비용이라는 한계가 있다.25,26 이에 대해 본 실험실에서는
환자에게서 얻은 leukaphresis product에 별다른 배양 없이 B 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지상 세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B
세포 백신을 연구하여 왔다.8,10,13
B세포 단독으로는 수지상 세포보다 항원 제시 능력이 낮지만 NKT 세
포의 Ligand와 함께 적재할 경우 NKT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결과
적으로 NK 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 면역 반응을 효율적
으로 유도함으로써 암 세포에 대한 독성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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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상에서 B세포 백신이 우수한 면역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B세
포에 항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항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에도 쓰
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항원 단백질을 encoding하는 아데노바이러
스 벡터로 B세포에 항원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 MHC 분자의 다양성을 극복하고 항원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며 면역세포의 공자극 분자를 활성화시키고 adjuvant 효과와 같은 항
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27 특히 이
번 연구에서는 인간 B 세포에서 더 효율적으로 항원을 전달할 수 있도
록 기존에 쓰이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인 아데노바이러스 serotype 5의
fiber knob를 아데노바이러스 serotype 35의 fiber knob로 변형시킨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 벡터(Ad-k35)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이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human leukocytes 등에서 발
현하는 CD46을 인식하여 항원을 도입하기 때문에 인간에서 항원 전달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실험 결과, 인간 PBMC에서 분리한 B세포에 항원을 전달하였을
때 Ad-k35HM으로 전달하는 것이 AdHM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4배 이
상 효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 B 세포에서 발현하는
CD46이 Ad-k35의 fiber knob를 인식함으로써 항원 전달 효율이 높아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Ad-k35가 B 세포를 활성화시켜 공자극
분자인 CD86의 발현 역시 더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마우스 B세포에서도 실험해 본 결과 마우스 B세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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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46이 거의 발현되지 않음에도 Ad-k35로 항원을 전달할 때 기존의
아데노바이러스보다 20% 가량 항원 전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현 정도는 인간의 1/10정도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공
자극 분자인 CD86의 발현은 AdHM보다 Ad-k35HM이 약간 더 우수하
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마우스에 면역화한 후에 항원 특이적인 세포성 면역반응과 체액
성 면역반응을 분석해본 결과 항원 전달 효율이 낮았던 AdHM을 이용한
B세포 백신은 면역반응을 거의 유도하지 않고 여기에 KBC009를 같이
사용하여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Adk35HM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유의미하게 면역반응을 효율적으로 유도하
며 KBC009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는 그 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에 대해 마우스 B세포에서는 human CD46이 거의 발현되
지 않으며 rodent CD46과 human CD46의 amino acid sequence의 유
사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28 실험 결과 Ad-k35로 형질
도입된 마우스 B세포 백신이 우수한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human 세포에서도 일부는 human CD46의 발현
과는 관계없이 Ad-k35가 infection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29 마우스 B세포에서도 CD46 이외에 다른 메커니즘으로 항원이 전
달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암을 이식한 마우스에 B 세포 백신으로 면역화한 후에 tumor
size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Ad-k35HM에 KBC009를 함께 적재한 B
세포 백신으로 면역화한 마우스에서 암 성장 억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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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d-k35HM을 이용한 백신과 AdHM에
KBC009를 함께 적재한 백신으로 면역화한 마우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
으로 암 성장을 억제하며 AdHM으로 면역화한 마우스는 tumor를 거의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 대해 B세포 백신 면역반응에
서는 B/Ad-k35HM이 B/AdHM/KBC009보다 더 우수하였으나 항암 효
과는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이식한 암의 세포 수에 따라 암 성장 억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암 세포 수를 두 배 정도
증가시켜 마우스에 이식해 주면 둘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세포 백신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항암 효과에 대해서 면역 효과
기 세포인 CD4 T 세포, CD8 T 세포, NK 세포 중 어느 세포에 의존적
으로 항암 효과가 일어나는 지 확인하는 실험도 진행해 볼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암을 이식한 마우스에 B세포 백신을 처리한
뒤 각각의 면역 효과기 세포에 대한 항체를 함께 처리한 실험군의
tumor size나 survival rate으로 항암 효과에 면역 효과기 세포들이 어
떤 영향을 주는 지, 어느 세포에 의존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임상에 쓰이기 위한
목적이므로 실제 인간의 체내에서 어떤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지 알아내
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알아내기에는 실험 상
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인간화 마우스(AAD mouse)에
서 이 벡터를 이용한 B세포 백신의 면역반응을 알아볼 것이다. 인간화
마우스(AAD mouse)는 hybrid class MHC Ⅰ gene으로 human HLA21

A2.1

gene의

α-1,

α-2

domain과

mouse

H-2Dd

gene의

transmembrane과 cytoplasmic domain인 α-3 domain을 갖는 마우스
를 의미한다.30 이 마우스는 Human에서 작동하는 CTL epitope 규명 및
후보백신의 효능 평가가 가능한 마우스로 전임상을 모델링해볼 수 있는
마우스로 쓰인다.31-33 따라서 이 마우스에 B세포 백신을 면역화한 후에
HLA-A2 epitope 특이적인 세포성, 체액성 면역 반응과 IFN-g 생성,
항암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이 마무리되
면 실제 영장류인 rhesus monkey에 B 세포 백신을 면역화하여 임상
가능성에 대해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연구들을 통
해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실제 임상에 쓰일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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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그림 1.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의 형질 도입 기전
Ad-k35는 type 5 아데노바이러스의 fiber knob를 type 35의 fiber
knob로 치환한 것으로 human B 세포에 발현하고 있는 CD46이 Adk35를 인식하여 형질이 도입되며 KBC009를 함께 적재할 경우 NKT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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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의 인간 B세포로의 유전
자 전달 효율
1×106 개의 인간 B세포를 200 MOI의 AdHM, AdK35HM으로 48시간
trasduction하였다.

A, 분리한 인간 B세포를 CD20 marker로 FACS를

통해 purity를 확인해 보았다. B, C, D, transduction 48시간 후에 인간
B 세포의 Her-2/neu와 activation marker인 CD86 expression을 확인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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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odified 아데노바이러스의 마우스 B세포로의 유
전자 전달 효율
3×106 개의 마우스 B세포를 100 MOI의 AdHM, AdK35HM으로 24시
간 trasduction하였다.

A, 분리한 마우스 B세포를 B220 marker로

FACS를 통해 purity를 확인해 보았다.

B, C, D, transduction 24시간

후에 마우스 B 세포의 Her-2/neu와 activation marker인 CD86
expression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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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된 마우스 B세포 백신의 세포 생존율
A,B, 제작된 마우스 B세포 백신의 세포 생존율을 ANX V-/PI- 세포의
비율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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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세포 백신의 암 항원 특이적인 in vivo CTL 반
응 측정
Balb/c 마우스에 B세포 백신을 1.5×106 정맥주사한 후에 9일째 되는
날 CFSElow/CFSEhigh target을

transfer하고 10일째 sacrifice하여 비

장 세포에서 CFSEhigh specific lysis 비율을 측정하였다. A, 각 그룹별로
비장세포 속의 CFSE+ cells을 FACS를 통해 확인하였다. B, 암 항원 특
이적인 lysis 비율을 그룹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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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세포 백신의 암 항원 특이적인 체액성 면역 반
응 측정
Balb/c 마우스에 B세포 백신을 1.5×106 정맥주사한 후에 주 별로 혈청
을 얻었다. A, 각 그룹별로 7주차 얻은 serum과 CT26/her-2 암세포를
binding시켜서 Her-2 특이적인 항체의 양을 mIgG-FITC로 staining하
여 FACS로 측정하였다. B, Her-2 특이적인 항체의 titer를 수치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C, 암 항원 특이적인 항체를 매개로 한 세포독성
반응을 ADCC반응을 통해 알아보았다. ADCC 반응은 3주, 5주, 7주
serum을 1:750 dilution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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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으로 방사능 표지한 SK-BR-3를

binding시킨 후 supernatant의 γ-선 방출 정도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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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세포
B세포 백신의 항암 효과
A, B, Balb/c 마우스에 CT26/Her-2 암세포를 2×105 피하주사하고 5
일 뒤에 제작한 마우스 B세포 백신을 1.5×106 정맥주사하였다. 그리고
7일 뒤부터 일주일에 세 번씩 tumor size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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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tumor Immunotherapeutical Effect
of B cell Vaccine
Transduced with Modified Adenoviral vector
MinMin-Ji Chae

Laboratory of Immunology
Researc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gand of NKT cell loaded antigen expressing

B cell-based

vaccine induced effective antitumor immunotherapeutical effect in

vivo and in vitro. Immunotherapeutical effect of B cell vaccine could
be different from the way to transduce B cell. In this study, we used
Modified adenoviral vector(Ad-k35), Ad5 whose fiber structure
was substituted with that of the type 35, encoding truncated Her36

2/neu(Ad-k35HM) to transduce B cell vaccine. This Modified
adenoviral vector could transduce antigen to human B cell via CD46
interaction. Using that, we observed B cell vaccine transduced with
Ad-k35HM induced more effective antigen transduction and cell
activation than B cell vaccine transduced with AdHM in human and
mouse. Next, we observed B/Ad-k35HM could increase antigenspecific CTL response and humoral response as compared with
using B/AdHM. And these responses could be enhanced by using
NKT cell ligand, KBC009. Lastly, we observed B/Ad-k35HM
inhibited tumor growth more efficiently than B/AdHM. And these
responses also could be increased by using KBC009. Collectively,
this findings showed Modified adenoviral vector, Ad-k35 could
enhance immune responses in vivo and offer clin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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