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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國國文文文要要要約約約
PhiC31Integrase를 利用한 副甲狀腺 호르몬의 實驗的

遺傳子 治療

目目目的的的:遺傳子 治療法에 있어 治療 遺傳子,卽 標的 遺傳子를 細胞內 特
定 部位에 傳達하기 위해서는 安全하고 效果的인 遺傳子 傳達體系가 必
須的이다.現在까지의 遺傳子 傳達體系는 바이러스性 遺傳子 傳達體系와
非바이러스性 遺傳子 傳達體系로 大別할 수 있는데,前者가 效果的이고
效率的으로 比較的 큰 規模의 遺傳子를 體內에 導入할 수 있는 長點을
가지고 있는데 反해,바이러스의 感染이라는 生物學的인 危害는 恒常 醫
學的인 憂慮를 惹起하며,또한 導入 部位의 任意性으로 因한 突然變異의
發生도 安全性을 確保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한편 非바이러스性
遺傳子 傳達體系는 生物學的인 危害는 克服할 수 있는데 反해,遺傳子 導
入의 效率面에서 極히 制限이 있어,效果的인 遺傳子 治療를 위해 克服해
야 할 課題가 남아있다.따라서 生物學的으로 安全하고,效率面에서 效果
的인 새로운 遺傳子 傳達體系의 確立이 要求된다.이에 Phi C31
integrase라는 박테리오파지의 酵素를 利用한 새로운 遺傳子 傳達體系의
確立을 위한 硏究를 施行하고,副甲狀腺호르몬低下症에 對한 遺傳子 治療
에 適用해보고자 한다.方方方法法法:副甲狀腺호르몬 cDNA와 attB 部位를
包含하는 플라스미드 벡터를 製作하여,이를 integrase플라스미드
벡터와 함께 293細胞에 遺傳子를 導入하여,副甲狀腺호르몬의 分泌
를 測定하였다.그리고 이 細胞로부터 遺傳體를 抽出하여 標的 遺傳
子가 願하는 部位에 正確히 揷入이 되었는지를 確認하였다.以後
hydrodynamic法을 利用하여 마우스의 꼬리 靜脈에 副甲狀腺호르몬
cDNA와 attB部位를 包含하는 플라스미드 벡터와 integrase플라스



미드 벡터를 함께 注入한 後 週期的인 靜脈 採取를 通해 血淸 副甲
狀腺호르몬의 濃度를 測定하였다.그리고 마우스의 肝에서 遺傳體를
抽出하여 標的 遺傳子가 願하는 位置에 正確히 揷入이 되었는지 確
認하였다.結結結果果果:293細胞와 마우스의 靜脈血에서 모두 副甲狀腺호르
몬의 過多分泌가 確認되었고,293細胞와 마우스의 肝에서 抽出한
DNA에서 副甲狀腺호르몬 cDNA가 正確한 位置에 揷入되었음을 確
認하였다.結結結論論論:PhiC31Integrase를 利用한 遺傳子 傳達體系는 旣
存의 바이러스性 遺傳子 傳達體系와 非바이러스性 遺傳子 傳達體系
가 가지고 있던 生物學的인 不安定性 및 非效率이라는 短點을 補完
하는 劃期的인 遺傳子 傳達體系의 한가지 方法으로 提示할 수 있다.
이를 利用한 副甲狀腺호르몬 遺傳子 治療는 그 應用 價値가 充分히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다만 血液內 칼슘 濃度에 따른 副甲狀腺호르
몬의 分泌 調節 機能의 不在는 칼슘認知受容體를 利用하여 補完해
나가야 할 것이다.

核心되는 말:PhiC31Integrase,副甲狀腺 호르몬,遺傳子 治療



PhiC31Integrase를 利用한 副甲狀腺 호르몬의 實驗的
遺傳子 治療

<指導敎授 林林林承承承吉吉吉>

延世大學校 大學院

醫 學 科

李 是 勳

III...序序序 論論論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발표 이후 인간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밝혀진
이래로 의과학 및 유전자 연구 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알려진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려는 노력과 함
께 특정 유전자의 변이 및 이상으로 발생한 유전성 질환의 병인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는 의학 및 의료 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데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상이 발생한 특
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하는 유전자 치료법에 있
어 치료 유전자,즉 표적 유전자를 세포내 특정 부위에 전달하기 위해서
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전자 전달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현재까
지 몇 가지 유전성 질환에서 유전자 치료가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으나1,2,



아직까지 보편적인 치료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전자 전달 체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치료
하려는 표적 유전자의 선별과 더불어 유전자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필요성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현재까지의 유전자 전달 체계는 크게 바이
러스성 유전자 전달체계와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계로 대별할 수
있는데,전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유전자를 체내
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생물학적인 위해는 항상 의학적인 우려를 야기하며,또한 도입 부위의 임
의성으로 인한 돌연변이의 발생도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한편 nakedDNA,nano-particle등을 이용하는 비바이러스성 유전
자 전달 체계는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위해는 크게 극복할 수 있는데 반하여,유전자 도입의 효율면에서 극히
제한이 있어,효과적인 유전자 치료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
다.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효율면에서 효과적인 새로운 유전자
전달 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우리는 PhiC31integrase라
는 박테리오파지의 효소를 이용한 새로운 유전자 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
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3.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세균의 핵 속에 삽입하여
주위 환경이 복제 및 증식에 적당하지 않은 불리한 조건일 경우는 숙주
의 유전체 내에 삽입되어 있다가 복제 및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되면 숙
주의 복제 및 증식 기구를 이용하여 복제하고 증식하는 성질을 갖고 있
음을 알게 되었다.어떤 박테리오파지의 경우는 항상 숙주의 같은 유전체
의 위치에 삽입하는 성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이는 박테리오파지로부
터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 매개되는 사실을 밝혀냈으며,이 효소를
integrase라고 명명했다.즉 이 효소를 이용하면 박테리오파지의 특정 염



기 서열(attP)와 숙주가 되는 세균의 특정 염기 서열 (attB)이 서로 인지
하여 재조합됨으로써 일방향적(unidirectional)이고 부위 특정적(site
specific)인 유전자 삽입이 일어나게 된다(圖 1).이를 응용하여 integrase
와 attB 부위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를 인체 혹은 세포내에 주입하면,
attP부위와 유사한 가성 attP부위에 효과적이고 부위 특정적으로 유전
자가 도입될 수 있음이 알려졌다.이는 integrase를 이용한 효과적이고
매우 부위 특정적인 유전자 전달 체계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갑상선 제거수술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수술 기법의 개발로 그 발생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임
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질환이며4,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있다5.주로 저칼슘혈증에 의한 연축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현재까지의 치료로는 고식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제제의 보충요법 등의
대증 요법이 주를 이루었으나,부족한 부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더욱 생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6.이를 위하여 부갑
상선 호르몬 제제의 보충 요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평생 주입해야 한다
는 부담감 및 혈중 농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주입 등의 난관이 있다.
따라서 좀더 생리적이고 반영구적인 치료로써 부갑상선 자가 이식술 등
의 치료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이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치료로써
부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유전자 치료를 PhiC31integrase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체계에 응용하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실험의 목적은 생리적이고 반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의 치료로써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 치료의 실험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과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계의 생물학적 위해와 비바이러스성 유전
자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한 생물학적인 안정성이 뛰어나고 유전자
전달의 효율면에서 매우 우수한 PhiC31Integrase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체계의 확립에 있다.

圖圖圖 111...IIInnnttteeegggrrraaatttiiiooonnn///eeexxxccciiisssiiiooonnn反反反應應應...굵은 원은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체를 나타내고,
attP는 박테리오파지의 접촉 부위를 나타낸다.큰 원은 세균의 유전체를 나타내고,
attB는 세균의 접촉 부위를 나타낸다.Integrase에 의하여 attB와 attP가 서로 인식
하여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체가 세균의 유전체내로 도입되는 재조합이 발생한다.



IIIIII...材材材料料料 및및및 方方方法法法

1.플라스미드 製作

가.pCMV-Int製作
PhiC31integrase를 발현하는 플라스미드(pCMV-Int)7는 미국 스
탠포드대학의 Calos교수 연구팀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나.pcDNA3.0-attB-hPTH-IRES-puro(pPTH-attB-IP)製作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Calos교수로부터 제공받은 pTA-attB 플라
스미드7로부터 얻은 285-bp의 phiC31attB 염기서열을 골격 벡터
인 pcDNA3.0의 BglII위치에 BglII조각을 삽입하는 것과 같은 방
법으로 삽입하여 pcDNAattB를 제작하였다.메사추세츠종합병원의
Gardella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pCDM8-PTH-18 으로부터 얻은
hPTH (1-84)cDNA를 pcDNAattB의 HindIII와 BamHI의 사이에
삽입하여,pcDNAattBPTH를 제작하였고,한양대학 정희용 교수로부
터 제공받은 MFG.hsp70.ires.puro로부터 얻은 IRES와puromycin저
항성 염기서열 (IRES-puro)를 pcDNAattBPTH의 BamHI과 EcoRV
의 사이에 삽입하여 pcDNA3.0-attB-hPTH-IRES-puro
(pPTH-attB-IP)를 제작하였다.

다.pcDNA3.0-attB-hPTH-IRES-EYFP(pPTH-attB-IY)製作
성균관대학의 한기옥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pIRES-EYFP를
pcDNAattBPTH의 BamHI과 XhoI의 사이에 삽입하여
pcDNA3.0-attB-hPTH-IRES-EYFP (pPTH-attB-IY)를 제작하였



다.

圖圖圖 222...IIInnnttteeegggrrraaassseee를를를 利利利用用用하하하여여여 PPPTTTHHH 遺遺遺傳傳傳子子子를를를 傳傳傳達達達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해해해 製製製作作作한한한 傳傳傳達達達 벡벡벡터터터의의의
模模模式式式圖圖圖...CMV,CMV promoter;IRES,internalribosomalentry site;PuroR,
puromycin resistantgene;pA,poly A;eYFP,enhanced yellow fluorescence
protein;AmpR,ampicillinresistantgene

2.細胞 實驗

가.293HEK 細胞의 培養
293HEK 세포주를 DMEM 배양액에서 섭씨 37도의 배양기에 배
양하였다.

나.細胞內 遺傳子 導入
FuGENE6의 프로토콜에 따라 293HEK 세포주에 pPTH-attB-IP
와 pCMV-Int를 cotransfection하였다.더불어 대조를 위하여 293세
포주에 pPTH-attB-IP만을 단독 transfection하였다.유전자 도입이
잘 된 세포만을 선택하기 위하여 transfection 3일후 배양액에



4ug/ml의 puromycin을 혼합하여 10일간 배양하였다.

다.培養液內 副甲狀腺 호르몬 測定
transfection을 시작한지 일주일 째부터 시작하여,15일후,27일후,
39일후,50일후,60일후 배양액으로부터 intactPTH IRMA kit
(NicholasInstituteDiagnostics,SanClemente,CA,USA)를 이용
하여 부갑상선 호르몬치를 측정하였다.

라.假性 attP部位의 遺傳子 揷入 分析
pPTH-attB-IP와 pCMV-Int를 cotransfection한 293HEK 세포로
부터 gDNA를 추출하여,기존에 알려진 인체내 가성 attP 부위의
하나인 제8번 염색체의 HpsA 위치와 삽입된 유전자의 부위를 동시
에 인지하는 길잡이를 제작하고 PCR을 시행하여,원하는 위치에 삽
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表 1).

表 1.假性 attP 部位의 遺傳子 揷入 分析을 爲한 PCR primer
set의 序列

PCR,polymerasechainreaction.

sequence productsize
(bp)

HpsA F GAGGTGTTTGGGTGCTTCTG
R CCGTGACCGTCGAGAACC 506

MpsL1 F GTAGGTCACGGTCTCGAAGC
R GGAGCCTTAGCAACAAATGC 300



3.動物 實驗

가.마우스 飼育
6-8주령 수컷 마우스(Crj:CD-1(ICR),Charles RiverJapan Co.,
Tokyo,Japan)를 구입하여 특정병인이 없는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나.Hydrodynamicmethod를 利用한 遺傳子 揷入
25ug의 pPTH-attB-IY와 25ug의 pCMV-Int를 0.9% 식염수 1.8
ml에 녹여 마우스 꼬리 정맥에 5-8초간 정주하였다.25ug 의
pPTH-attB-IY만을 정주한 군,25ug의 saline만을 정주한 군으로
대조하여 비교하였다.

다.血液內 副甲狀腺 호르몬 測定
후안와법 (retro-orbitaltechnique)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정맥혈
을 채취하여,RatPTH IRMA Kit(Immutopics,Inc.SanClemente,
CA,USA)를 이용하여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슘치를 측정하였다.

라.假性 attP部位의 遺傳子 揷入 分析
마우스의 간으로부터 genomicDNA를 추출하여,기존에 알려진 마
우스내 가성 attP부위의 하나인 MpsL1위치와 삽입된 유전자의 부
위를 동시에 인지하는 길잡이를 제작하고 PCR을 시행하여,원하는
위치에 삽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表 1).



IIIIIIIII...結結結 果果果

1.플라스미드 確認

pCMV-Int,pPTH-attB-IP,pPTH-attB-IY를 제한 효소로 절단하
여 원하는 크기의 밴드를 확인함으로써 플라스미드 합성의 적절성
을 평가하였다.

가.pCMV-Int의 確認
pCMV-Int를 제한 효소 HindIII로 절단하여 289bp,969bp,4972bp
의 크기에 해당하는 밴드를 확인함으로써 플라스미드 합성의 적절
성을 평가하였다(圖 3).

圖圖圖 333...pppCCCMMMVVV---IIInnntttrrreeessstttrrriiicccttteeedddbbbyyyHHHiiinnndddIIIIIIIII...M,sizemarker

나.pPTH-attB-IP의 確認
pPTH-attB-IP를 제한 효소 BamHI과 EcoRV로 절단하여 1242bp,
6132bp의 크기에 해당하는 밴드를 확인함으로써 플라스미드 합성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圖 4).

圖圖圖 444...pppPPPTTTHHH---aaattttttBBB---IIIPPPrrreeessstttrrriiicccttteeedddbbbyyyBBBaaammmHHHIIIaaannndddEEEcccoooRRRVVV...M,sizemarker

다.pPTH-attB-IY의 確認
pPTH-attB-IY를 제한 효소 XbaI과 HindIII로 절단하여 348bp,
785bp,1052bp,5651bp의 크기에 해당하는 밴드를 확인함으로써 플
라스미드 합성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圖 5).

圖圖圖 555...pppPPPTTTHHH---aaattttttBBB---IIIYYY rrreeessstttrrriiicccttteeedddbbbyyyXXXbbbaaaIIIaaannndddHHHiiinnndddIIIIIIIII...M,sizemarker...



2.細胞 實驗 結果

가.細胞內 遺傳子 導入 後 經過 觀察
pPTH-attB-IP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와 pPTH-attB-IP
를 단독으로 도입한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액에 puromycin을
4mg/ml혼합하여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사멸한 후 새로운 세
포들이 자라나는 것을 관찰하였다.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에서는 puromycin을 혼합하지는 않았고,세포의
사멸도 관찰되지 않았다.

나.培養液의 副甲狀腺 호르몬 測定値 結果
유전자 도입후 7일,15일,27일,39일,50일,60일째 배양액을 채취
하여 부갑상선 호르몬치를 측정하였다.pPTH-attB-IP를 단독 도입
한 세포에서는 7일째 부갑상선 호르몬이 255.94pg/ml으로 측정된
이래로 점차 감소하여 한달 이후부터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검출되
지 않았다.pPTH-attB-IP혹은 pPTH-attB-IY와 pCMV-Int를 함
께 도입한 세포에서는 1700pg/ml의 부갑상선 호르몬이 검출되었고,
이개월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pPTH-attB-IP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에서는 7일째 250pg/ml의 부갑상선 호르몬이 검
출되었다가 한달째 1700pg/ml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圖 6).



圖圖圖 666...細細細胞胞胞 培培培養養養液液液에에에서서서 測測測定定定한한한 副副副甲甲甲狀狀狀腺腺腺 호호호르르르몬몬몬 測測測定定定値値値 結結結果果果...

다.假性 attP部位의 遺傳子 揷入 分析 結果
pPTH-attB-IP 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와
pPTH-attB-IP를 단독으로 도입한 세포에서 genomicDNA를 추출
하여 가성 attP부위의 하나로 알려진 HpsA 부위에 유전자가 정확
히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HpsA 부위와 pPTH-attB-IP를
동시에 인지하는 길잡이를 제작하여 PCR을 시행하였다.
pPTH-attB-IP 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로부터 추출한
genomicDNA를 이용한 PCR에서는 원하는 크기의 밴드를 확인하
였다(圖 7).

圖圖圖 777...人人人體體體 假假假性性性 aaattttttPPP部部部位位位(((HHHpppsssAAA)))의의의 遺遺遺傳傳傳子子子 揷揷揷入入入 分分分析析析 結結結果果果...



3.動物 實驗 結果

가.꼬리 靜脈 注入 後 經過 觀察
꼬리 정맥 주입 후 마우스에서 특이한 행동에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후안와법 (retro-orbitaltechnique)을 이용하여 정맥 주입 1
일후,4일 후,7일 후,29일 후에 각각 채혈을 시행하였으나 마우스
의 특이한 변화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나.血液內 副甲狀腺 호르몬 測定 結果
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주입한 군과 pPTH-attB-IY
를 단독으로 주입한 군 모두에서 주입후 1일 째 되는 날에 부갑상
선 호르몬치가 정상의 10배를 초과하는 350pg/ml,300pg/ml로 높
게 측정되었다.혈중내 칼슘 농도도 40mg/dl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
로 측정이 되었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혈중 부갑상선 호르몬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29일째에도 150pg/ml로 측정되어
지속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
다

圖圖圖 888...마마마우우우스스스 血血血液液液에에에서서서 測測測定定定한한한 副副副甲甲甲狀狀狀腺腺腺 호호호르르르몬몬몬 測測測定定定値値値 結結結果果果...



다.假性 attP部位의 遺傳子 揷入 分析 結果
마우스의 간에서 추출한 genomicDNA를 추출하여 가성 attP
부위의 하나로 알려진 MpsL1부위에 유전자가 정확히 삽입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MpsL1부위와 pPTH-attB-IY를 동시에 인지
하는 길잡이를 제작하여 PCR을 시행하였다.pPTH-attB-IY 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로부터 추출한 genomicDNA를 이용
한 PCR에서는 원하는 크기의 밴드를 확인하였다(圖 9).

圖圖圖 999...마마마우우우스스스 假假假性性性 aaattttttPPP部部部位位位(((MMMpppsssLLL111)))의의의 遺遺遺傳傳傳子子子 揷揷揷入入入 分分分析析析 結結結果果果...



IIIVVV...考考考 察察察

유전자의 기능을 이해하고,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발생에 관한 지식은 유전자 의학의 기본이고,이러한 유전자의 이상
을 수선함으로써 질환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대 의료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의 기본 배경이다.1990년,선천성
ADA 결핍증 환아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를 성공한 이래로 산발
적으로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1,2,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으
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요인은 다양하다.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치료 유전자를 원하는 위치에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유전자 전달 체계의 확립이다.유전자 전달 체계는 크게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계와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계로 대비해 볼
수 있는데,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많은 양의
유전자를 숙주의 유전체에 전달할 수 있는데 비해,바이러스의 감염
이라는 생물학적인 위해는 항상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었고,
제한점이었다.반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운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계도 많이 개발이 되어 오고 있으나,유전자 전달의
효율면에서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안전하면서도 매우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체계의
확립은 유전자 치료 및 유전자 의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는데,박테리오파지는 숙주인
세균을 감염시켜 세균의 복제,배양 기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박테



리오파지를 생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9.때로 성장 환경이 복제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바이러스 유전체를 세균의 염색체내
로 삽입하여 환경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다.이러한 유전자 도입은
박테리오파지가 분비하는 integrase라는 효소에 의해 촉발되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유전자 전달에 응용하기에 이르렀다10-13.즉,박테리
오파지 integrase는 박테리오파지의 특정 유전체 부위(attP)와 세균
의 특정 유전체 부위(attB)를 서로 인식하여 재조합되는 방식으로
유전자의 융합을 매개한다.Integrase는 catalysis되는 방식에 따라
tyrosineintegrase와 serineintegrase로 구분할 수 있는데,serine
integrase는 독자적으로 작용하고,비교적 작은 유전자 부위를 인식
하며,포유류의 세포에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는 본 실험
에 serineintegrase의 하나이고 Streptomyceslividans에서 유래한
PhiC31integrase를 이용하게 되었다.

Calos등은 PhiC31integrase를 이용하여 마우스에서 응고인자 IX
을 치료 효과가 있는 정도의 농도로 분비되도록 안정적이고 부위
특정적으로 응고인자 IX의 유전자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였고14,제7
형 콜라젠의 선천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박리성 피부질환
인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COL7A1
유전자를 도입하여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을 성공하기도 하였
다15.이로부터 PhiC31integrase를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 및 실험
적인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 본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Calos교
수로부터 attB를 포함하는 TA-attB+라는 플라스미드 벡터를 제공
받아 PCR을 통해 285bp의 attB를 분리하였고,pcDNA3.0을 골격으
로 하여 운반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다.세포 실험 목적으로 선택



표지자를 puromycin내성 유전자를 삽입하였고,동물 실험 목적으
로 eYFP를 삽입하였다.세포 배양액으로부터 측정한 부갑상선 호르
몬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pPTH-attB-IP혹은 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와 pPTH-attB-IP 혹은
pPTH-attB-IY를 단독으로 도입한 세포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어,integrase에 의한 유전자 도입이 효율면에서 확실한 효
과를 입증하였다.pPTH-attB-IP+pCMV-Int군과 pPTH-attB-IY
+pCMV-Int군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것은 pPTH-attB-IP+pCMV-Int군에서 puromycin에 의한 세포의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이해하였다. pPTH-attB-IP 혹은
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포에서 채취한
genomicDNA를 이용한 PCR에서 인체 가성 attP 부위의 하나인
HpsA 부위에 정확히 유전자가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여,integrase에
의한 유전자 도입의 부위 특정적인 성질을 확인하였다.인체내에 알
려진 가성 attP부위는 몇군데 더 알려져 있고,이 모든 부위에 유
전자가 삽입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이는 추가적인 실
험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PhiC31integrase의 생체내 작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hydrodynamics-basedmethod를 도입하였다.이전의 몇 가지 실험
14,16,17에서 효과 및 기전이 알려진 비교적 새로운 방법으로 한정된
5-8초라는 짧은 시간에 마우스의 꼬리 정맥을 통하여 25ug의 플라
스미드를 1.8ml의 생리식염수에 혼합한 후 주입하는 방법이다.정
수압에 의하여 문맥을 통해 간으로 전달된 후 sinusoidalrupture에
의해 간세포에 도입되는 방법으로,비교적 손쉽게 체내에서의 유전



자 도입과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졌다.마우스 전체
혈액량과 비슷한 양의 주사약을 짧은 시간에 주입하면 혈역학적으
로 불안정해져 마우스가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 식염수
로 여러 차례 사전 모의 주입을 해 본 결과 마우스에서 특별한 변
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주기적인 채혈을 위해서는 마우스를 희생시
킬 수 없기에 심장 천자와 같은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고,후안와
정맥총을 천자하는 후안와법을 도입하였다.실험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인도적인 차원에서 채
혈전 에테르 마취를 시행하였다.후안와법으로는 채혈할 수 있는 혈
액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배 희석을 하여 부갑상선 호르몬
을 측정하였고,그 결과 정확한 칼슘치는 구할 수 없었고,근사치를
얻을 수 있었다.이전의 실험들과 동일하게 유전자 주입 후 제 1일
째 가장 높은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얻을 수 있었고,이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정상 수치의 10배가량 높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주입한 마우스와
pPTH-attB-IY를 단독 주입한 마우스의 사이에는 부갑상선 호르몬
의 수치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한달이후 두 군 간의 차이
를 보이는 AAT를 이용한 다른 유사 실험을 참고해 볼때14,본 실험
도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측정을 해보아야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그러나,본 실험에서는 유전자 주입 후
29일째 모든 마우스가 고칼슘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
어,이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PhiC31integrase를 이용한 유
전자 도입이 생체내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마우스의 간에서 추출한 genomicDNA를 이용한 PCR
에서도 마우스 가성 attP부위의 하나인 MpsA1부위에 정확히 유



전자가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여,integrase에 의한 유전자 도입의 부
위 특정적인 성질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PhiC31integrase를 이용한 유전자 도
입은 세포에서뿐만 아니라 생체내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부위 특
징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이를 이용한 임상 응용 및 실험 응용에
대한 기대가 전도유망함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 방법을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의 임상 치료에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그중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혈중 칼슘 농도를
인지하고,이 신호에 따라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
는 기능의 부재다.조절되지 않고 분비되는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고칼슘혈증으로 실험에 사용한 모든 마우스가 사망한 것이 증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정상 부갑상선
의 생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부갑상선의 주세
포에는 세포막에 칼슘인지수용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혈중 칼슘
농도를 인지하고,이 신호를 세포내 신호 전달 체계를 이용하여,핵
내의 부갑상선 호르몬 합성과 분비에 관련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8.따라서,칼슘인지수용체를 도입하고,이로부터의 신호전
달을 수용하여 부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조절하는 칼슘반응부위를
포함한 프로모터를 삽입한 벡터를 개발할 수 있으면,더욱 생리적으
로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 전달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또한 표적 장기가 간
이 아닌 다른 세포에 원하는 치료 플라스미드를 도입한 후 체내에
다시 적용하는 체외 유전자 치료나 세포 치료 부문을 적용해 볼 가
능성도 있다.



요약하면 PhiC31integrase를 이용하여 부갑상선 호르몬의 실험적
유전자 치료에 대한 세포 실험 및 동물 실험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아직까지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추가되는 많은 실험과 시도를 통해서 좀더 효과적이면서
도 부위 특징적이고,임상 적용이 가능한 생리학적인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전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VV...結結結 論論論

Streptomyceslividans에서 분비하는 PhiC31integrase를 이용한
효율면에서 효과적이고,생물학적인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위 특징
적인 유전자 도입의 특징을 가지는 유전잔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본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PhiC31integrase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 벡터를 획득하였고,제
한 효소로 전단한 결과 pCMV-Int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2.attB 부위와 PTH cDNA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 벡터를 제작하
였고, 제한 효소로 전단한 결과 원하는 플라스미드 벡터인
pPTH-attB-IP와 pPTH-attB-IY가 적절히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3.pPTH-attB-IP 혹은 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293
HEK 세포에 도입하고,pPTH-attB-IP혹은 pPTH-attB-IY를 단독
으로 도입후,배양액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측정해 본 결과,
pPTH-attB-IP혹은 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세
포에서 월등히 높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었고,2개월 이상 지
속되는 효과를 보였다.pPTH-attB-IP혹은 pPTH-attB-IY를 단독
으로 도입한 세포의 배양액에서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높지
않았고,점차 감소하였다.

4.pPTH-attB-IP혹은 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도입한



293 HEK 세포에서 gDNA를 추출하여 HpsA 부위와
pPTH-attB-IP를 동시에 인지하는 길잡이를 제작하여 PCR을 시행
한 결과 원하는 HpsA 부위에 정확히 삽입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pPTH-attB-IP혹은 pPTH-attB-IY와 pCMV-Int를 함께 마우스
에 주입한 후 채취한 혈액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치를 측정한 결과,
10배이상으로 높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측정되었고,고칼슘혈증으로
인한 마우스의 사망으로 추가적인 실험을 진해하지 못하였다.

6.pPTH-attB-IP와 pCMV-Int를 함께 주입한 마우스의 간에서 추
출한 genomicDNA를 이용하여 MpsL1부위와 pPTH-attB-IP를
동시에 인지하는 길잡이를 제작하여 PCR을 시행한 결과 원하는
MpsL1부위에 정확히 삽입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PhiC31integrase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체
계는 매우 효과적이고 부위 특징적인 유전자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다루는 임상 및 각종 실험에 있어 그 응
용의 폭이 매우 넓은 것을 예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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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vvveeerrrvvviiieeewww Genedelivery system playsan essentialrolein
gene therapy.To be clinically useful for gene therapy,
nonviralgenedelivery system mustavoid therapid vector
loss characteristic of plasmid-based approaches. Phage
integrases can be a potentialalternative to overcome the
inefficiency of nonviral vector. Phage integrases mediate
unidirectionalsite-specific recombination between two DNA
recognitionsequences,thephageattachmentsite,attP,andthe
bacterialattachmentsite,attB.Inotherwords,innature,the
integrasemediatesunidirectionalrecombination ofthephage
genomeintothebacterialchromosomethroughasite-specific
reaction between attB and attP sites.In the mean time,
hypoparathyroidism occurs most after thyroidectomy, and
sometimes as an idiopathic disorder. The treatment of
hypoparathyroidism has been classically the replacementof
calcium andvitaminD.Recently,replacementofparathyroid
hormone(PTH)isreportedtobeamorephysiologictreatment
option.Becauseofthedifficultyofpreparationandthecostof
PTH proteins,PTH gene therapy is preferred,which can

ExperimentalParathyroidHormoneGeneTherapy
usingPhiC31Integrase.



replacePTH foramuchlongerperiod.Weshowedinthis
experimentthatPhiC31integrase(iiinnnttt)achievedsite-specific
genomicintegration ofPTH geneintothegenomesofthe
humancell-linesandadultmice.
MMMeeettthhhooodddWeconstructedtheplasmidthatcontainedthePTH
cDNA andattB site.Itwascotransfectedinthe293cell-line
with/withouttheiiinnntttplasmid.Thenwecheckedtheexpression
andsecretionofPTH andsite-specificintegrationofthePTH
into the genome of the cell-line by pseudo-site rescue
analysis.Ininvivoexperiment,weinjectedthePTH andattB
plasmidwith/withouttheiiinnntttplasmidviamousetailveinwith
hydrodynamicpressuremethod.Then wechecked thePTH
concentration in blood serially,and obtained genomic DNA
from themouselivertoconfirm thesite-specificintegrationof
thePTH intomousegenome.
RRReeesssuuullltttPTH waswellexpressedandsecretedfrom the293
cell-line and mouse hepatocyte, and pseudo-site rescue
analysisconfirmedthesite-specificandefficientintegrationof
thePTH plasmidintothehostgenome.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Thepropertiesofsite-specificity and efficiency
make integrases have an impactin many areas,including
creation and manupulation of cell-lines and transgenic
organismsandpotenialgenetherapy.PTH genetherapy is
one candidate,however,we need to adoptthe regulation
system ofPTH secretionsuchascalcium sensingreceptrorin
future.

KKKeeeyyywwwooorrrdddsss::: gggeeennneee ttthhheeerrraaapppyyy,,, pppaaarrraaattthhhyyyrrroooiiiddd hhhooorrrmmmooonnneee,,,
hhhyyypppooopppaaarrraaattthhhyyyrrroooiiidddiiisssmmm,,,iiinnnttteeegggrrraaasss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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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C31　Integraseを利用する副甲狀腺ホルモンの

實驗的遺傳子治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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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學 科
李 是 勳

目目目的的的:遺傳子治療法にあって治療の遺傳子、即標的遺傳子を細胞内の特
定部位に傳達するためには安全であり、效果的である遺傳子の傳達體系が
必須的である。現在までの遺傳子の傳達體系はビールス性遺傳子の傳達體
系と非ビールス性遺傳子の傳達體系で大別できるが、前者は效果的であり效
率的で比較的大きい規模の遺傳子が體内に導入できる長點を持っているが、
ビールスの感染という生物學的である危害はつねに醫學的な憂慮され、また導
入部位の任意性で突然變異の發生も安全性を確保するのに困難を加えてい
る。一方、非ビールス性遺傳子の傳達體系は生物學的な危害は克服できる
が、遺傳子の導入の效率面で極制限があって、效果的な遺傳子治療のた
めに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残っている。従って、生物學的で安全で
あり、效率面で效果的である新しい遺傳子の傳達體系の確立が要求される。　
Phi　C31　integraseというバクテリオファージの酵素を利用した新しい遺傳子
の傳達體系の確立のための研究をして、副甲状腺ホルモン低下症に對した遺
傳子治療に適用してみようとする。方方方法法法:　副甲状腺ホルモンcDNAとattB部
位を含めてプラスミドベクトルを製作して、これをintegraseプラスミドベクトルと
共に293細胞に遺傳子を導入して、副甲状腺ホルモンの分泌を測定した。そ
れからこの細胞から遺傳體を抽出して標的遺傳子が予想した部位に正確に挿



入できたかを確認した。以後、hydrodynamic法を利用して白鼠の尻尾の靜
脈に副甲状腺ホルモン　cDNAとattB部位を含めるプラスミドベクトルと
integraseプラスミドベクトルと共に注入した後、週期的である靜脈採取を通し
て血清の副甲状腺ホルモンの濃度を測定した。それから白鼠の肝臟で遺傳體
を抽出して標的遺傳子が予想する位置に正確に挿入になったか確認した。　
結結結果果果:　293細胞と白鼠の靜脈血で全部副甲状腺ホルモンの過多分泌が確
認され、293細胞と白鼠の肝臟で抽出したDNAで副甲状腺ホルモンcDNAが
正確な位置に挿入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結結結論論論:　Phi　C31　Integraseを利
用した遺傳子の傳達體系は既存のビールス性遺傳子の傳達體系と非ビール
ス性遺傳子の傳達體系が持っていた生物學的である不安定性及び非效率と
いう短點を補完する劃期的な遺傳子の傳達體系の一つの方法として提示でき
る。これを利用した副甲状腺ホルモン遺傳子治療はその應用價値が十分だと
思われる。但し、血液内のカルシウムの濃度による副甲状腺ホルモンの分泌
調節機能の不在はカルシウム認知受容體を利用して、補完して行かなければ
ならない。

核核核心心心單單單語語語::: 遺傳子治療,,, 副甲狀腺ホルモン, 副甲状腺ホルモン低下症,
integ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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