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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일

국문초록
약물상호작용(DDI)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약물수송체

(drug transporter)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
국 FDA 는 약물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7 가지 주요 약물수송
체들을 발표하고 신약허가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약물상호작용 평
가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개발 과정에
서 수송계 수준의 약물상호작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체계의 구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위 중요 수송체 중 하나인 BCRP 를 cloning
하였으며 그 gene 의 기능을 MDCK cell 에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세포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RT-PCR 과 western blot 연구를 통
해 mRNA 와 protein 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방사활성으로 표지된
기질물질의 수송활성을 평가함으로써 BCRP 가 잘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중에 상용화 되어있는 8 가지 약물들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Inhibition screening 연구를 진행하였다. Transport
방식을

이용한

실험에서

rosuvastatin

과 pravastatin

에서만

sigmoid 한 inhibition 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IC50 값을 계산할 수 있었다. Rosuvastatin 과 pravastatin 의 IC50
값은 각각 9.24 ± 6.40 μM 과 1330 ± 865 μM 이였으며 이는 문
헌상의 값과 비슷하였으며 보다 낮은 IC50 값을 갖는 rosuvastatin
i

이 BCRP 와 더 높은 친화력을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약물수송체 스크리닝 시스템은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약물수
송계 수준의 약물상호작용 가능성을 개발 초기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주요어 : BCRP, 약물 상호작용, 스크리닝, Transport, IC50
학 번 : 201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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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지난 반세기 동안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류의 삶의 질 향
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
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웰빙의 트랜드화는 효과 좋고 부작용
이 적은 새로운 약에 대한 갈망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
마를 비롯한 많은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
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요구되며 성공할 가능성 조차 희박하기 때
문에 치밀한 연구전략을 통한 리스크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약 개발 초기단계에서 여러 후보물질들을 스크리닝 하여 좋은
Hit compound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ADME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수송체 중에서 BCRP에 대한
in vitro 스크리닝 실험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1.1 약물수송체 (Drug transporters)
약물수송체 (Drug transporter)는 세포의 안과 밖으로 약물의 흐
름을 조절하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이다. 현재까지 많은 종
류의 약물수송체들이 밝혀졌으며 이들은 다양한 조직들에 분포하여
약물의 흡수 (Absorption), 분포 (Distribution), 배설 (Excretion)
１

등에 관여하여 약물의 생체내이용률 (Bioabailability)과 각종 PK
profile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에는 약물상호작용
(Drug-drug interaction)의 관점에서도 약물수송체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는 신약 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할 7가
지 주요 약물수송체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약물수송체는 그 기능에 따라 주로 Influx transporter로 알려진
SLC (Solute carrier type) transporter와 Efflux transporter로 알
려져 있는 ABC (ATP-binding cassette) transporter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주요 장기에 분포하는 약물수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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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 (BCRP)
유방암 세포에서

처음 발견되어

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 (BCRP)이라고 명명되었으며 ABCG2라고도 불린다. 주로
liver, blood-brain barrier, intestine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apical membrane에 분포하여 내인성, 외인성 물질들을 체외로 내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성은 항암제에 대한 내성기전으
로도 주목받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상세포에도 존재하
기 때문에 xenobiotics에 대한 인체의 보호장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BCRP의 대표적인 substrate와 inhibitor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대표적인 BCRP substrate와 inhibitor
Substrates for BCRP
Chemotherapy agents

Mitoxantrone
Irinotecan
Topotecan
SN-38
Methotrexate

Antivirals

Zidovudine

HMG-CoA reductase
inhibitors

Rosuvastatin

Fluorescent dye

Hoechst 33342

３

Inhibitors for BCRP
Gefitinib

Tyrosine kinase
inhibitors

Imatinib

Fumitremorgin C(FTC)
Ko143
Elacridar
Pantoprazole

1.3 약물상호작용 (DDI)
한 사람이 여러 질병을 앓거나 또는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다양한 약들을 한번에 복용하는 경우 약물간의 상호작용 (DDI)으로
인하여 약효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약물의 체내동태 역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약물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
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약물수송체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것들을 미리 예측하여 약을 개발한다면 신약 개발의 성공율을 더
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약물수송체의 종류는 매
우 많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주요 약물수송체 7가지를 선정하
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7가지

약물수송체로는

SLC

transporter로써 OATP1B1, OATP1B3, OAT1, OAT3, OCT2가
있으며 ABC transporter로써 p-gp와 BCRP가 있다.

４

1.4 In-vitro screening system
약물수송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영향을 예측
할 수 있는 재현성있고 표준화된 in-vitro screening system이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의 약물동태학적
특성을 미리 예측하여 Hit compound의 선별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신약 개발 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7가지 주요 약물수송체 중에서 BCRP의 영
향을 예측할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５

2. Materials
Cloning
Human liver total RNA (Takara)
Maxime RT PreMix Kit (Intron Biotechnology)
Ex Taq polymerase (Takara)
WelPrep Gel Extraction Kit (Welgene)
CoreOne PCR Purification Kit (Corebio)
Ligation Kit (Takara)
E. coli dH5α competent cell (Takara)
WelPrep Plasmid Miniprep Kit (Welgene)
pCR vector (T-vector, Invitrogen)
pcDNA3.1(-)mychis vector (Invitrogen)
XhoI, KpnI (Takara)
QuickChange II XL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Stratagen)
LB media (total 500 ml)
Materials

Mass

Tryptone

5g

NaCl

5g

Yeast extract

2.5g

고체배지일 경우 agarose를 추가한다.

６

제조사

BecktonDickinson(BD)

Stable cell line
MDCK cell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
Geneticin (G418, invitrogen)
RNeasy Mini Kit (Qiagen)
Trypsin EDTA (sigma)
Anti-BCRP/ABCG2 antibody (abcam, ab3380)
Goat anti-mouse IgG-HRP (santa cruz, sc-2005)
NC (nitrocellulos) membrane
Ponceau S solution
Protease inhibitor (Roche)
Cell culture media (total 500ml)
Materials

Volume

DMEM

433ml

FBS

50ml

Penicillin-streptomycin

5ml

HEPES

5ml

Gentamicin

2ml

Non-essential amino acid

5ml

Total

5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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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Welgene

Sigma

Function test
[3H]Methotrexate (Perkinelmer)
Hoechst33342 (sigma)
Rosuvastatin (한국유나이티드제약)
Pravastatin, Rifampicin, Digoxin, Cyclosporin A, Cimetidine
Cydofovir, Clevudine (Sigma)
Bradford reagent (Biobasic)
24 well plate, 12 well transwell (Corning)
Ultima Gold LSC-coctail (Packard bioscience)
1N NaOH (sigma)
Transport media (TM, total 1L)
Materials

Mass

제조사

Hank’s Balanced
9.7g
Salts(HBSS)
HEPES

2.38g

Glucose

1.95g

NaHCO₃

0.35g

８

Sigma

3. Methods
3.1. BCRP cloning
3.1.1 Reverse transcription (RT)
BCRP는 인체 내 liver, intestine, blood-brain barrier (BBB)등
에 분포하며 특히 liver에 과량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Human liver total RNA (Takara)를 source로 사용하
여 Maxime RT PreMix (Intron Biotechnology)를 통해 cDNA를
합성하였다. 반응 조성물과 조건은 다음와 같다.

표 2. Reaction mixture for Reverse transcription (RT)
Materials

Volume

Human liver total RNA

2 ㎕

RNase free water

18 ㎕

Total 20 ㎕

표 3. Condition of Reverse transcription (RT)
Reaction steps

Temperature

Time

1. cDNA synthesis

45℃

60 min

2. RTase inactivation step

95℃

5 min

９

3.1.2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BCRP의 CDS부분을 포함하도록 PCR primer를 제작하였다.
Forward, Reverse primer의 Tm값은 각각 63℃, 61℃이며 GC
content값은 각각 61%, 50%이다.

▪ CDS : 494~2461
▪ Used primer
Forward : 5’-CGAGCGCACGCATCCTGAGAT-3’
Reverse : 5’-TGCTGTGCAACAGTGTGATGGCAA-3’

RT를 통해 얻은 cDNA를 template로 하여 Ex Taq polymerase
(Takara)를 사용해 BCRP의 CDS부분을 다량으로 증폭시켰다.
PCR에 사용된 반응 조성물과 조건은 아래와 같다.

표 4. Reaction mixture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all in ㎕)
Materials

1 tube

8 tube

RNase free water

14.15

113.2

10X buffer
dNTP
cDNA
Primer (F/R)
Ex Taq
polymerase

2
1.6
1
0.5/0.5

16
12.8
8
4/4

0.25

2

Total

2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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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ondition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emperature

Time

94℃
94℃
59.3℃

5 min
30 sec
30 sec
2 min
(Back to the step 2 and
repeat 34 cycles)

72℃
72℃
4℃

Denaturation
Anneling
Elongation

10 min
Forever

3.1.3 Gel extraction
PCR 반응 후 Gel extraction kit (Welgene)를 사용하여 각종 불
순물들과 non-specific binding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원
하는 PCR product를 높은 순도로 얻을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인
Ligation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실험은 제조사가 제공한 protocol
에 따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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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Ligation (T-vector)
PCR에

사용된

Ex

Taq

polymerase는

product의

말단에

Adenine을 붙이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T-vector에 존재하는
Thimine과 TA결합을 통해 ligation을 진행하였다. DNA Ligation
Mix (Takara) 7.5㎕와 DNA 7㎕ 그리고 T-vector 0.5㎕를 섞어
총 15㎕를 만들고 16℃에서 overnight incubation 하였다.

그림 2. T-vecto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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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Transformation
E.coli competent cell은 dH5α competent cell (Takara)을 사
용하였으며 competent cell 30㎕와 ligation product 10㎕를
pipeting으로 섞어주었다. 그 후 30분간 ice incubation시키고 42℃
에서

45~48초간

heat

shock을

가하고

추가로

2분간

ice

incubation 하였다. 그리고 LB 액체배지 (ampicilin 없음)를 400㎕
가하여 shaking incubator (230 rpm, 37℃)에서 1.5~2시간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Blue-white screening을 위해 LB 고체
배지

(ampicilin

포함)에

X-gal을

먼저

도말한

후

E.coli를

spreading 하여 37℃에서 overnight incubation 하였다. T-vector
상의 lacZ는 β-galactosidase를 생성하고 이것은 X-gal과 반응하
여 푸른 색의 colony를 만든다. 하지만 T-vector상의 lacZ에
BCRP gene이 성공적으로 삽입되었다면 β-galactosidase를 생성
하지 못해 흰색의 colony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T-vector에
성공적으로 ligation된 흰 색 colony만을 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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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Liquid culture
50ml cornical tube에 LB 액체 배지를 5ml 넣고 2.5㎕의
ampicilin을 넣어주었다. 그리고 white tip을 불에 소독하여 흰 색
colony를 살짝 찍어 미리 준비한 50ml cornical tube에 넣어주었다.
Shaking incubator (230 rpm, 37℃)에서 약 16시간 동안 배양시켜
충분한 양의 E.coli를 확보하였다.

3.1.7 Mini prep
Mini prep은 E.coli로 부터 plasmid DNA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Welprep Plasmid Miniprep Kit (Welgene)를 사용하여
주어진 protocol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BCRP가 약 2000bp이
고 T-vector가 약 3900bp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추출한 plasmid
의 크기는 5000bp 근방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circular한 plasmid
의 경우 본래의 크기보다 조금 작게 관찰된다) Ladder와 함께 gel
을 내려 크기를 확인해 본 결과 원하는 크기에서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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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Verification of sequence
PCR에

사용된

Ex

Taq

polymerase는

효율은

뛰어나지만

cloning 과정에서 mutation을 생성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때문
에 full sequencing을 통해 mutation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
과 총 3개의 mutation (681번 Thimine → Cytosine, 1389번
Adenine → Guanine, 1418번 Adenine → Thimine) 이 발견되었
다. 이러한 mutation은 원래의 아미노산이 아닌 다른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utagenesis를 통
한 reference sequence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그림 3. 681, 1389, 1418번에서 관찰된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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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Mutagenesis
관찰된 mutation들은 mutagenesis를 통해 reference sequence
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BCRP cloning을 완성하였다. QuickChange
II XL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Stratagen)를 사용하였으
며 제조사에서 주어진 protocol에 따라 실험하였다. mutagenesis에
사용된 primer sequence는 아래와 같다.

▪ Primer 1 (36bp), 681번
CCAGTTGAGAAAGAAATATTATCGAATATCAATGGG
CCCATTGATATTCGATAATATTTCTTTCTCAACTGG

▪ Primer 2 (39bp), 1389번
CTTCTTGGACATCATTAATGGAGATTCCACTGCTGTGGC
GCCACAGCAGTGGAATCTCCATTAATGATGTCCAAGAAG

▪ Primer 3 (43bp), 1418번
CCACTGCTGTGGCATTAAACAGAGAAGAAGACTTTAAAGCCAC
TGGCTTTAAAGTCTTCTTCTCTGTTTAATGCCACAGCAGT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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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Subcloning
MDCK

cell에

BCRP를

발현시키기

위하여

T-vector로부터

pcDNA3.1(-)/myc-his vector로 gene을 옮기는 subclong 과정
을 진행하였다.

그림 4. pcDNA3.1(-)/myc-his vecto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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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CRP Stable cell line
3.2.1 Transfection
실험에 사용한 cell line은 dog로 부터 유래한 Madin-Darby
canine kidney (MDCK) cell line으로 epithelial한 특성을 갖고 있
어 monolayer하게 자란다. 또한 Caco-2 cell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관리가 용이하며 자체적으로 발현되어 있는 transporter가
적기 때문에 transporter 관련 연구 및 약물의 permeability 측정
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시약은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하루 전 24 well plate에 MDCK cell을 약 70% confluency가 되도
록 seeding 하였다. 50 ㎕의 serum-free media로 BCRP가 삽입
된 plasmid를 500 ng이 되도록 희석하고 마찬가지로 50 ㎕의
serum-free media에 Lipofectamine 2 ㎕를 섞어 주었다. 5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각각의 mixture를 섞어 총 100 ㎕를 seeding
한 plate에 골고루 떨어뜨려 주었다. 그리고 약 48시간 후에
harvest하여 selection marker (Geneticin) 가 포함된 media로
25T plask에 옮겨주었다. Geneticin의 농도는 문헌에서 400~800
㎍/ml을 사용하는 것을 참고하여 600 ㎍/ml로 정하였다. Selection
초기에는 셀이 많이 죽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 media를 갈아주었
으며 생존하여 붙어있는 셀이 계속 분화하고 colony를 형성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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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Trypsin EDTA를 처리하여 colony를 풀어주었다. Selection 과
정은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BCRP가 안정하게 발현된 stable
cell line을 만들수 있었다.

그림 5. MDCK (Madin-Darby canine kidney) cell line

3.2.2 RT-PCR
만들어진 Stable cell line을 검증하기 위하여 RT-PCR을 통해
BCRP mRNA의 존재를 확인해 보았다. RNA의 추출은 RNeasy
Mini Kit (Qiagen)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하였
다. PCR에 사용된 primer는 아래와 같으며 product의 크기는
500bp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 Used primer (500bp)
Forward primer : 5'-CACCTTATTGGCCTCAGGAA-3'
Reverse primer : 5'-AACCCCAGCTCTGTTCTGG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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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Western blot
mRNA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protein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다면 BCRP를 기능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western blot을 통해 BCRP protein의 발현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Sample preparation (Day1)
Membrane protein인 BCRP는 세포 단백질 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lysis buffer로 추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샘플의 처리
는 Laemmli buffer로 세포을 lysis하고 단백질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protease

inhibitor를

함께

처리하였으며

vortexing과

sonication을 약 한시간 동안 충분히 실시하였다. 그 후 protein의
3차 구조를 깨주기 위해 95℃에서 10분간 boiling과정을 진행하였
다. 샘플의 정량은 BCA (Bicinchoninic acid) assay를 이용하였으
며 최종 농도를 2 µg/µl로 희석하였다.

Electrophoresis (Day1)
전기영동은 protein의 크기를 고려하여 runnung gel과 stacking
gel로 구성된 8% SDS gel을 사용하였다. 샘플은 protein의 양이
30 µg이 되도록 각 well당 15 µl씩 loading하였으며 90V에서 약
80분간 충분히 내려주었다. SDS gel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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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Running gel과 stacking gel의 조성
8% Running gel

1gel (ml)

2gel (ml)

DDW

1.856

3.712

1.5M Tris-HCL, pH 8.8

1

2

10% SDS

0.04

0.08

Acrylamide/Bis

1.064

2.128

10% APS

0.04

0.08

TEMED

0.008

0.016

Total

4.008

8.016

Stacking gel

1gel (ml)

2gel (ml)

DDW

0.8375

1.675

0.5M Tris-HCL, pH 6.8

0.375

0.75

10% SDS

0.015

0.03

Acrylamide/Bis

0.25

0.5

10% APS

0.015

0.03

TEMED

0.004

0.008

Total

1.4965

2.993

Transfer (Day1)
전기영동으로 크기 별로 분리한 protein을 transfer과정을 통해
membrane으로 옮겨주었다. 일반적으로 western blot에 주로 사용
되는

membrane은

NC

(nitrocellulos)

membrane과

PVDF

membrane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NC membrane을 이용하여
0.25A, 90분의 조건으로 transfer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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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ing(Day1)
Transfer를 진행한 membrane을 Ponceau S solution에 약 1분
간 처리하여 protein을 staining하고 transfer가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동시에 Protein marker를 기준으로 원하는 크기의 밴
드 부분만을 잘라주었다. BCRP와 β-actin protein의 크기는 각각
72kDa, 42kDa이다.

Blocking (Day1)
Blocking 과정은 antibody를 좀 더 선택적으로 반응시키기 위해
skim milk를 1시간 정도 처리하여 protein이 없는 membrane상의
빈공간을 매워주는 과정이다. Skim milk는 4℃ 냉장보관하며 제조
후 일주일 안에 사용해야 한다. Skim milk는 Nonfat dry milk 5 g을
TBS-Tween buffer 100 ml에 녹여 제조한다.

Primary antibody (Day1)
Primary antibody는 mouse에서 분리한 anti-BCRP/ABCG2
antibody (abcam, ab3380)를 사용하였으며 human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현시킨 human BCRP protein
만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Primary는 1:100의 비율로 skim
milk로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 shak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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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antibody and Washing (Day2)
Secondary antibody를 처리하기 전 남아있는 primary antibody
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TBS-Tween buffer로 10분간 4번씩
세척해주었다. 사용한 secondary antibody는 goat anti-mouse
IgG-HRP (santa cruz, sc-2005)이며 1:2000의 비율로 skim
milk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shaking incubation 하였다.
Secondary antibody를 처리한 후에 마찬가지로 TBS-Tween
buffer로 10분간 4번씩 세척해주었다.

LAS4000을 이용한 western blot 결과 해석 (Day2)
Western blot의 결과는 공동기기실에 있는 LAS4000을 이용하여
chemiluminescence를 통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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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unction test
BCRP stable cell line에 대한 mRNA와 Protein 차원의 검중을
마무리한 후 기능적으로 BCRP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Uptake 및
Transport study 등의 Function test를 진행하였다.

3.3.1 Uptake study
BCRP는 efflux transporter로써 세포안으로 들어온 약물을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BCRP의 기질 약물을 처리
한다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BCRP cell line에서 공 vector를
transfection시킨 control cell보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기질의 양이
더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기질은 형광물질인 Hoechst 33342와 방
사성 물질 (H3)을 부착한 Methotrexate 두 가지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의

BCRP에

의한

efflux효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BCRP

inhibitor로서 Ketoconazole을 기질과 동시에 처리하여 BCRP의 활
성이 실제로 감소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표 7. Uptake study에 사용된 BCRP substrate와 inhibitor
Substrate

Inhibitor

① Hoechst 33342 (5 μM)
② Methotrexate (2 μM)
Hot : 1%

Ketoconazole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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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하루 전에 24 well plate에 약 70~80%의 밀도로 BCRP
cell을 seeding하였다. BCRP를 발현시킨 MDCK cell은 epithelial
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plate 바닥에 고르
게 부착하고 표면이 가득 메워진다. 우선 plate로부터 배지를 제거
하고 PBS로 두 번씩 세척하여 남아있는 배지를 완벽히 제거하였다.
그 후 Transport media (TM)를 500 μl씩 넣고 37℃에서 20 분
간 Preincubation하였다. 그리고 준비된 약물을 각 well당 250μl
씩 넣어 90분 동안 충분히 반응을 진행시켰다. BCRP의 경우 약물
이 세포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SLC
transporter와는 다르게 보통 90~120분 정도의 충분한 반응 시간
을 제공한다. 인큐베이션이 끝나면 신속히 약물을 제거하고 고농도
의 cold 약물로 세 번씩 세척하여 세포 표면에 붙어있을지 모르는
기질약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였다. 그리고 0.2N NAOH를 well당
500 μl씩 넣고 shaking하여 세포를 lysis시켰으며 샘플의 분석은
Ho33342의 경우 Excitation 380 nm, Emission 560 nm로 형광을
측정하였고

Methotrexate는

QuantaSmart

Tri-Carb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erkinelmer)를 통해 tritium의 DPM값을
측정하였다.

２５

3.3.2 Inhibition screening study (DDI assessment)
Uptake study를 통해 본 실험에서 구축한 BCRP cell line을 기
능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고 inhibitor에 의한 억제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임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8가지 약물을 대상으
로 Inhibition screening study를 진행하여 약물간의 상호작용(DDI)
을 평가해 보았다. 기질은 Methotrexate 2 μM (Hot : 1%)을 사용
하였으며 Transport study를 통해 다음의 8 가지 약물들의 농도변
화에 따른 Basolateral to Apical (B to A)값을 계산하여 winnilin
software로 fitting하여 IC50값을 계산하였다.

표 8. Inhibition screening study에 사용된 8가지 상용약물들
약물

용도

처리 농도 (μM)

Rifampicin

항결핵제

0.01, 0.1, 1, 10, 100, 500

Rosuvastatin

고지혈증 치료제

0.01, 0.1, 1, 10, 100, 500

Pravastatin

고지혈증 치료제

0.01, 0.1, 1, 10, 100, 1000

Digoxin

심부전 치료제

0.01, 0.1, 1, 10, 100, 250

CsA

면역억제제

0.01, 0.1, 1, 2, 5, 10

Cimetidine

위궤양 치료제

0.01, 0.1, 1, 10, 100, 1000

Cidofovir

항바이러스제

0.01, 0.1, 1, 10, 100, 500

Clevudine

B형 간염 치료제

0.01, 0.1, 1, 10, 1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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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준비과정은 기본적으로 Uptake study와 동일하며 약물을
Basolateral chamber에 처리하여 시간마다 Apical chamber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동일양의 TM을 다시 넣어 주었다. 샘플의 분석은
QuantaSmart Tri-Carb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erkinelmer)
를 통해 tritium의 DPM값을 측정하였다. Transport study에 사용
한 trans well 모식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6. Inhibition screening study에 사용된 Trans well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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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4.1 PCR을 통한 BCRP cloning
Human liver total RNA로부터 얻은 cDNA를 template로 하여
PCR을 진행한 결과 2000bp 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BCRP band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그리고 BCRP band 보다 작은 위치에
서 primer의 non specific binding에 의한 또 다른 band도 관찰되
었다. 때문에 gel extraction을 추가로 진행하여 BCRP gene만을
추출하였으며 T-vector와의 ligation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그림 7. Agarose gel을 이용한 PCR 전기영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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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ector에 BCRP 삽입 (Plasmid DNA)
Mini prep을 통해 E.coli로부터 plasmid DNA를 추출하였으며
sequence를 확인하기 전에 enzyme을 처리하여 크기를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실험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T-vector enzyme site 중에서 T-vextor와 BCRP 모두에 영
향을 주지 않는 XhoI과 KpnI enzyme을 선정하여 약 한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결과 plasmid DNA를 T-vetor와 BCRP로 분리할
수 있었으며 T-vector (3.9kb)와 BCRP (약 2kb)를 원하는 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이를 통해 BCRP gene이 Tvector 안에 성공적으로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sequence 분석을 의뢰하였다.

그림 8. Plasmid DNA의 XhoI, KpnI enzyme 처리 결과 (T-vector
(위)와 BCRP (아래)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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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ference sequence 완성
Sequence 확인 결과 총 3개의 mutation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silent mutation이 아니였기에 아미노산의 배열을 바꿔 BCRP
protein의 발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때문에 site-directed
mutagenesis를 통해 reference sequence를 완성하여 이러한 문제
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Mutation이 발견된 3개의 위치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back mutation을 완료하였다 (그림 9).

그림 9. Mutagenesis를 통한 reference sequence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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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T-PCR을 통한 mRNA signal 확인
본 연구에서 구축한 BCRP stable cell line이 mRNA signal을 갖
는지 확인하기 위해 RT-PCR을 진행하였다 (그림 10). 실험결과,
의도했던 500bp에서 BCRP signal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BCRP containing vector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Positive control의 경우 원형의 vector이기 때문에 양쪽으
로 PCR이 진행되어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밴드가 생성된다.) 또한
House-keeping gene으로 알려진 canine GAPDH 역시 247bp에
서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10. Positive control (A)과 BCRP transfected cells (B) 그리
고 Canine GAPDH (C)에 대한 RT-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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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Western blot을 통한 BCRP protein 확인
BCRP cell line과 공 vector를 transfection한 negative control
cell line에 대하여 western blot을 진행하였다. (그림 11-A)는
anti-BCRP/ABCG2

antibody

(abcam,

ab3380)를

이용하여

human BCRP protein을 확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imary antibody는 human BCRP만을 특징적으로 검출하기 때문
에 dog로부터 유래된 MDCK cell에서는 예상대로 아무런 signal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human

BCRP를

인위적으로

발현시킨

MDCK cell에서는 약 72Kda의 BCRP 밴드가 선명히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축한 BCRP cell line에 human
BCRP protein이 성공적으로 발현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11-B)는 house keeping protein인 β-actin에 대하여
western blot을 진행한 결과이며 예상대로 두 종류의 cell line에서
약 42Kda의 β-actin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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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CRP transfected cell과 negative control cell (empty
vector was transfected)의 Western blot 결과

(A) BCRP

(B) β-ac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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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Uptake test를 통한 활성평가
Uptake test를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BCRP cell line을
기능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그림 12). 기질약물은 BCRP substrate
로써 잘 알려져 있는 Ho33342 5 μM과 방사성 물질 (3H)을 부착
한 Methotrexate 2 μM (Hot : 1%)을 사용하였으며 inhibitor는
ketoconazole 100μM을 사용하였다. 각 substrate와 inhibitor의
처리농도는 문헌상의 km값과 IC50값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실험결과, 두 약물 모두에서 BCRP cell의 accumulation양이
control cell에 비해 감소하는 efflux 현상이 관찰되었다. Ho33342
의 경우 control과 비교해 약 50%정도 감소하였고 Methotrexate
는 control에 비해 약 40%정도 감소하였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
였으나 BCRP에 의한 기질약물의 efflux 현상이 확연히 관찰되었다.
또한 ketoconazole을 처리하면 substrate accumulation 양이 다시
control cell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inhibition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데이터는 control cell을 기준으로 각각의 cell
accumulation 양을 percentage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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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o33342 (A)와 MTX (B)를 이용한 Uptak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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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RP + Ketoconazole

4.7 상용 8 가지 약물에 대한 DDI 평가
본 연구에서 구축한 BCRP cell line을 토대로 현재 상용되고 있는
8 가지 약물들에 대한 Inhibition screening study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BCRP 기질인 MTX를 2 μM로 고정하고 실험약물들을 다
양한 농도 범위로 처리하였을 때 B to A value가 어떻게 변하는지
를 관찰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방사성 물질이 부착된 MTX (3H,
Hot : 1%)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8 가지 약물 중 statin계열 약물인 rosuvastatin과
pravastatin에서만 sigmoid한 inhibition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약물
들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Winnolin software를
이용해 모델을 선정하고 rosuvastain과 pravastatin에 대한 IC50값
을 계산하였으며 각각 9.24 ± 6.40 μM, 1330 ± 865 μM을 보
였다. 이 값은 문헌상에서 조사한 수치와 비슷하였다.

표 9. 상호작용이 관찰된 rosuvastatin과 pravastatin의 IC50
Drugs

IC50 (μM)

Rosuvastatin

9.24 ± 6.40

Pravastatin

1330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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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임상적으로 상용되는 8 가지 약물들에 대한 DDI 평가
(rosuvastatin (A), pravastatin (B), rifampicin (C), digoxin (D),
cyclosporin A (E), cimetidine (F), cidofovir (G), clevudine(H)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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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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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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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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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약물수송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최근 미국 FDA에서
는 7가지 주요 약물수송체 (OATP1B1, OATP1B3, OAT1, OAT3,
OCT2, p-gp, BCRP)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흡수 (Absorption)와 분포
(Distribution), 배설 (Excretion)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Drugdrug interation)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수송체의 역할을 in
vitro 실험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특정 약물수
송체를 과발현시킨 안정한 cell line을 만들고 재현성 있는 실험계를
구축하여 신약 개발 초기단계에서 약물수송체의 영향을 조기에 예
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주요 약물수송체 중에서 ABC transporter
에 속하는 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 (BCRP)을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였으며 RNA단계부터 cloning을 진행하였다. Cloning은
최종적으로 pcDNA3.1-mychis vector에 완료하였고 MDCK cell
에 transfection하고 geneticin으로 3주간 selection하여 BCRP를
안정하게 발현시킬 수 있었다. 완성된 stable cell line에 대한 검증
단계로써 RT-PCR과

western

blot을

통해

mRNA의

존재와

BCRP protein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또한 Uptake study를 이용해
발현시킨 BCRP가 실제로 기능을 갖는지 실험하였으며 대표적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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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o33342와 MTX (3H)를 처리한 실험에서 control cell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세포 내 Uptake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BCRP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한 in vitro 실험계가 구축되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
의 궁극적 목적인 약물상호작용 예측을 위해 임상적으로 상용되는
8 가지 약물들 (Rifampicin, Rosuvastatin, Pravastatin, Digoxin,
Cyclosporin

A,

Cidofovir,

Cimetidine,

Clevudine)에

대한

Inhibition screening study를 진행하였다. 기질 약물은 MTX (3H)
2 μM을 사용하였고 8 가지 약물들을 여러 농도로 동시에 처리하
였을 때 MTX의 Basolateral to Apical 값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값을 winnolin software를 통해 모델을 설정하여 fitting하였고 8
가지 약물들 중 statin계 약물인 rosuvastain과 pravastain에서만
sigmoid한 inhibition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약물들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Rosuvastatin과 pravastain의 IC50값은 각
각 9.24 ± 6.40 μM, 1330 ± 865 μM 이었고 이는 문헌상의
값과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small molecule 약물들이 서로 경쟁적
저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rosuvastatin과 pravastatin
은 BCRP의 기질인 동시에 저해제로써 BCRP에 대한 약물상호작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IC50값을
갖는 rosuvastatin이 pravastatin에 비해 BCRP에 대한 친화력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４２

DDI를 예측하기 위한 Inhibition screening study에서 문헌상의
결과와 일치하는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본 연
구에서 구축한 MDCK-BCRP cell line이 BCRP 수송체에 의한 약
물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in vitro 실험모델로 사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신약 개발 초기단계에서 수송계에 의한 약물 상호작용
을 미리 예측해 봄으로써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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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human BCRP transporter in MDCK cells
and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Jae-il,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s,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DA recently identified seven transport systems, including
BCRP (ABCG2), as the transporters that may potentially be
related to drug-drug interaction (DDI). While in vitro screening
system that expresses the human BCRP is widely available, the
availability is limited to only academia and, thus, the practical
application (e.g., screening of new chemical entities) has not
been possible.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clone and functionally express the efflux transporter in MDCK
cells without such limitation. BCRP was cloned and stably
expressed in MDCK cells using standard protocols. RT-PCR
４６

and western blot were carried out to verify the existence of
mRNA and protein in the cell. In addition, the function of the
efflux transporter, as expressed by basal to apical transport
rate, was determined using radio-labeled substrate. To further
study the applicability of the screening system, eight test
compounds

(rifampicin,

rosuvastatin,

pravastatin,

digoxin,

cyclosporin A, cimetidine, cidofovir and clevudine) that are
commonly used in the clinic were selected and the function
determined. Based on PT-PCR and western blot studies, the
mRNA and the protein corresponding to the efflux transporter
were readily detected, suggesting that the transporter is
expressed.

Amongst

the

eight

test

compounds,

only

rosuvastatin and pravastatin were found to interact with the
transporter. The IC50 values for rosuvatatin and pravastatin
were 9.24 ± 6.40 and 1330 ± 865 μM,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the kinetic variables were comparable to the
literature values. Therefore, BCRP assay system established in
this study may be practically useful in predicting DDIs in early
phase of dru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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