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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박테리아의 염색체 DNA 파쇄물과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면역 강화 및 조절 

물질에 관한 발명으로, 본 발명의 혼합물은 항암치료제 및 면역보조제로서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등록특허  10-0456681

- 2 -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최적의 효능을 나타내는 대장균 DNA 크기를 찾기 위해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여 대장균 전체 염색체 DNA

를 절단하여 각 분획 별로 분리하였음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레인 1은 파쇄 전 전체 DNA(Intact, 10kb 이상), 레인 2

는 2.0 -0.5kb, 레인 3은 0.5-0.1kb, 레인 4는 0.1kb 이하를 나타낸다.

도 2는 약 2-0.5kb의 대장균 DNA(CIA02)가 최적 면역 증가 효과를 보여준다.

도 3은 대장균 세포 외막에서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분리 산물을 보여준다. 본 사진은 5회 뱃치(Batch) 별 리포폴리사

카라이드 분리산물을 나타낸다.

도 4는 분리한 대장균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알카리 처리, 리피드 에이를 분해하여 그 크기가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독성을 제거함을 보여 준다. 사진에서 레인 1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분리 산물(CIA04), 레인 2는 알카리 

처리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를 나타낸다.

도 5는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 처리 THP-1 세포주에서의 TNF-α 분비 감소를 보여준다.

도 6a는 마우스에서의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 이상독성시험 결과이다.

도 6b는 기니아 피그에서의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 이상독성시험 결과이다.

도 7은 대장균 DNA(CIA02)와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의 결합 방법 및 농도에 따른 면역 증가 효과를 보

여준다.

도 8은 대장균 유래산물을 이용한 항암치료제(CIA07)의 다른 면역보조제와의 면역 증가 효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도 9는 대장균 유래산물을 이용한 항암치료제(CIA07)를 처리한 인간 전혈에서의 싸이토카인 분비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은 대장균 유래산물을 이용한 항암치료제(CIA07)를 Raw 세포에 처리한 다음

NF-kB가 활성화되어 promoter의 활성을 증가시킴을 볼 수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테리아의 염색체 DNA 파쇄물과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면역 강화 및 조절 

물질에 관한 발명이다.

1960년대부터 발달하게 된 암의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 조사, 그리고 화학요법의 3대 방법이며 미국에서 1973년까

지 치솟던 암사망율의 상승패턴이 완만해진 것은 이러한 치료법의 어느 정도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과

방사선 요법은 국소 치료법이므로 국한성 암으로 조기에 차단되어야 그 예후가 좋다는 제한점이 있고 화학적 요법은 

암세포 전체를 사멸시켜야 성공적이 된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숙주 즉 환자의 정상조직 특히 면역계 조직에 상당한 

피해를 동시에 주게 되므로 노약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결점이 있다. 면역감시기구를 보강함으로서 암발생에 저

항하고자 하는 것이 면역요법의 본질이며 다음 과 같은 시도들이 있었다.

1) 암의 면역학적 예방법 ; 암 조직을 동류의 동물에게 접종함으로써 동종암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동물에서 바이러

스성 백혈병 등도 그 원인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morton et al 1991 proc. am. assoc. cancer res . 

2: 492-494) 그러나 사람에게 적용된 적은 없으며, 수용성 단백질로 세포면역을 유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암의 면역학적 치료법 ;

- 특이적 능동적 면역요법(Active specific immuization)

자가암세포 또는 동종암세포를 그대로 또는 X선 조사나 mitomycin-C 등으로 조절하여 불활성화한 상태에서 암환자

에 접종하여 특이적 면역 암 감시계 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조직의 장애를 주고자 하는 방법이다. 동물실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낸 예가 많지만 사람에서는 성공한 예가 없음. 최근에서 암조직의 특이 항원의 발 현을 높이기 위하여 Con-A

를 붙이거나 neuramindase로 처리하여 숨은 항원을 노출시킨다든지 이종의 세포와 하이브리도마를 형성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dendritic 세포(DC)을 이용하거나( Sprinzl et al , Cancer Treat Rev . 2001 Au

g;27(4):247-55) DNA 백신 형태의 다양한 치료제(Pantuck et al, Int J Urol . 2001 Jul;8(7):S1-4)가 개발되고 있

으나 아직 안전성과 효과에 한계가 있다.

- 비특이적 면역요법

현재에는 이 방법이 가장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암종의 치료에 단독 또는 화학요법제와 병행하

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특이적 면역요법이란 표현대로 암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며 현재까지 그 본

질적 작용 기전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시도 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상에 있으며 다만 비특이적 방법은 망

상내피계 세포 특히 임파구의 활동성을 자극하며 소위 면역감시기구의 보기에 그 작용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임

상에도 사용되는 주요 물질로서 Corynebacterium이 있으며, Picibanil(OK-432)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한국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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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여러 환자에게 이미 사용된 물질이다. 이는 주로 일본에서 연구되어 일본 제약회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물질로

서 일본과 한국 또는 동남아의 일부에서 시판되고 있다. 이 계통 물질들의 암에 대한 상용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

으며 이미 1968년 독일의 Bush Fehleison 등은 단독에 걸린 환자에게 발생한 암이 그 진행이 중지되거나 또는 이미 

있던 암이 적어진다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1891년 미국 시카고의 외과의사 Coley는 소위 Coley의 혼합 톡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많 은 암환자에게 사용한 경험을 발표하고 상당한 수의 환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였음. 이는 streptococci

를 배양한 후 그 배지를 추출한 물질로 되어 있다.

- BCG(혹은 결핵균)와 그 연관 물질

BCG생균: 1960년대에 미국의 Old와 불란서의 Mathe는 BCG를 접종하여 동물암을 치료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고 이

어 1970년 미국의 Morton은 사람의 흑색 암종의 치료에 BCG의 접종으로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 보고함으로서 BCG

와 그에 연관한 물질의 비특이성 면역요법제로서의 비교적 광범위한 사용이 시작되었다. BCG로서 면역응답 증강 효

과를 기대 하려면 많은 양의 접종이 요구되며 피하에 접종하거나 암조직 부위에 직접 접종함. 경구 투여 방법도 있으

나 신생아시기에 이미 BCG를 접종받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결핵균과 접촉한 사람에서는 경구 투여방식은 

그 효과를 얻기 어렵다. (즉 BCG나 결핵군으로 면역이 일어나서 tuberculin양성이 된 사람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음.)

이와 같이 BCG의 생균을 사용하는 치료법에서는 첫째 그 사용량이 많다는 것과 주사부위의 궤양과 전신적 증상으로 

오한, 발열, 기타 간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이며 둘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량을 사용하

였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주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 Unmethylated CpG DNA

포유동물과 박테리아 DNA의 특징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포유동물은 상당한 CpG 억제와 CpG 다이뉴크레오타이드

의 시토신에 선택적으로 메틸화되어 있다는 사 실이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박테리아 DNA에 존재하는 CpG 모티프가 

폴리크로날 B 세포를 빠르게 활성화시켜 IgM 분비를 촉진시키며, 항-IgM 항체에 의해 세포주기가 멈추게 되고 에팝

토시스가 일어나는 B 세포를 박테리아의 CpG 모티프가 c-myc 발현을 저해하고 myn, blc2, 그리고 bcl-XL mRNA 

발현을 증가시켜 에팝토시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준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CpG 모티프가 직접 B 세

포를 활성화 시켜 짧은 시간 안에 IL-6 와 IL-12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의 CPG사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CpG 서열을 포함한 합성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를 이용한 면역보조제 및 천식 치료제에 대항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상에서 처럼 다양한 면역조절 물질을 이용한 치료제가 개발 되고 있으나 실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BCG와 C

pG정도이다. BCG의 경우 광범위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대량으로 또는 혈관주사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CpG의 경우 합성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로 생산 원가가 비싼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이고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유효성분으로 박테리아 유래 DNA 절편을 포함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

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박테리아 유래 DNA 절편의 크기가 2.0-0.1kb인 것이 바람직하며, 2.0-0.5kb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대장균 유래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발명의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3천-일만 달튼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에서 박테리아 유래 DNA 절편 및 박테리아 유래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조성은 일반적으로 본 발

명의 효과를 나타내는 최소 양의 박테리아 유래 DNA 절편 및 박테리아 유래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혼합이면 

가능하며, 특히 질량비로 500:1-1:500 범위에서는 용량(dose) 의존적인 효능의 증가를 보이고, 독성이 없으며 경제

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또 상기 두 성분의 혼합은 진탕혼합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면역 보조제 또는 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은 주로 T 헬퍼 1타입

의 면역활성화를 유도를 통하여 나타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언급하는 박테리아는 대장균 또는 마이코박테리아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의 박테리아는 대장균

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대장균 중 E.coli EG0021(KCCM-10374)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안전성 및 세포면역 유도에는 CIA02, 면역 강화, 특히 암 치료에는 CIA05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간단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항암보조제로 박테리아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의 효과적인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항암 보조제

로서의 적절한 활성을 위하여 변형된 리포 폴리사카라이드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여 새로운 면역

보조제 CIA07을 최종 개발하였다.

일반 리포폴리사카라이드와 DNA의 결합은 상승효과를 보이지만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T 세포 독립적인 항원으로 

작용하는 등 면역계 여러 곳에 작용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여기에 대한 상승효과는 패혈증(sepsis)과 같은 중대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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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사는 대장균으로부터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당 사슬의 길이가 매우 짧은 리

포폴리사카라이드를 갖는 균주( E.coli EG0021) 발굴하였으며, 이 균주를 2002년 5월 2일자로 대한민국 서대문구 

홍제동 361-221소재 한국미생물보존센터에 기탁번호 KCCM 10374로 기탁하였으며, 이 균주로부터 리포폴리사카

라이드 정제방법을 확립하였다.

면역활성 역가를 나타내는 대장균 DNA(CIA02)는 당사 보유 균주인 E. coli EG0021의 지노믹 DNA로부터 추출하였

다. 추출한 DNA를 절편화(fragmentation)한 후 당사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CIA02를 얻었다.

상기 방법으로 얻은 CIA02와 변형된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의 혼합으로 보다 강화된 효능을 나타내는 CIA07

을 제작하였다

본 발명은 비한정적인 실시 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 1: 비독성 균주 발굴

매우 짧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가지는 변이 대장균 스크리닝 및 발굴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사는 대장균으로부터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당 사슬의 길 이가 매우 짧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갖는 균주( E.coli EG0021) 발굴하였으며, 균주로부터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정제방법을 확립하였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장에서 얻은 대장균의 단일 콜로니를 액체 배양하여 실험동물인 Balb/C 마우스에 반복적으로 주

입시키고 선별하는 과정을 5회 반복하였고

이 후 50종의 균주를 선별하게 되었고, 선별된 50종의 균주는 플레이트에서 콜로니 하나를 따서 0.9%생리식염수 4m

l에 잘 푼 후 에펜도르프 튜브에 1ml 옮겨서 DNase 1을 2ul 처리하고 37℃ incubator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D

Nase 1 처리 후 끝난 균액은 10mg/ml RNase를 50ul 처리한 후 37℃ incubator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이 후 20mg

/ml Proteinase K를 100ul 넣은 후 37℃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은 각 균주의 LPS를 GM-C

SF로 분화시킨 인간 림포구 세포주에 처리한 후 TNF-a 분비 측정하여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균주을 선택하였고 (표

1) 전기영동으로 리포폴리싸카라이드의 분자량을 확인하였다. 이 약독화 균주는 형태학적이나 균 자체의 특성은 전

혀 변함이 없고 단지 리포폴리싸카라이드를 분리하여 전기영동으로 확인한 결과 5만∼10만의 분자량을 갖는 리포폴

리싸카라이드 래더(ladder)가 없고 5천-1만의 분자량을 갖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주로 생산함을 확인하였다(도 3

). 이에 이 균주를 EG0021로 명명하였다.

[표 1]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분리한 대장균 파쇄액의 TNF-a 분비값

No.
TNF-a

(pg/1ul)
No.

TNF-a

(pg/1ul)
No.

TNF-a

(pg/1ul)
No.

TNF-a

(pg/1ul)
No.

TNF-a

(pg/1ul)

EG0001
이상 (>100

)
EG0011 39 EG0021 0.1 EG0031 21 EG0041 65

EG0002 12 EG0012 64 EG0022
이상 (>100

)
EG0032 1.2 EG0042 54

EG0003 72 EG0013 8.8 EG0023
이상 (>100

)
EG0033

이상 (>100

)
EG0043

이상 (>100

)

EG0004 85 EG0014 9 EG0024
이상 (>100

)
EG0034

이상 (>100

)
EG0044

이상 (>100

)

EG0005 25 EG0015 70 EG0025 53 EG0035 7 EG0045 17

EG0006 35 EG0016
이상 (>100

)
EG0026 12 EG0036 87 EG0046 2.1

EG0007 71 EG0017 6 EG0027 4 EG0037 0.7 EG0047 3.5

EG0008 28 EG0018 11 EG0028 76 EG0038 39 EG0048
이상 (>100

)

EG0009 2 EG0019 0.3 EG0029 92 EG0039 37 EG0049
이상 (>100

)

EG0010 13 EG0020 80 EG0030
이상 (>100

)
EG0040 91 EG0050

이상 (>100

)

실시예 2: 대장균 DNA의 제조 방법

대장균 염색체 정제

E. coli EG-0021을 37℃, TSB(Triptic soy broth; Difco) 30g/l 배지에서 10시간 진탕배양 하였다.

10L 배양 후 8,000G에서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 150g을 300 ml TE(10mM Tris, pH 8.0, 25 mM EDTA) 완충용

액에 세척 후 원심분리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균체 150g을 750mL 분해용액 (10mM Tris (pH 8.0) , 25 mM EDT

A. 100 g/ mL Lysozyme)에 풀어 37℃ 배양기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처리 후 proteinase K (Sigma)를 최종 100g/ml 되게 첨가한 후 50℃ 배양기 에 12시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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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클로로포름/ 이소아밀 알콜(25:24:1)과 1:1로 섞어 물층을 수집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이렇게 얻은 대장균 염색체를 에탄올을 이용하여 침전시켜 얻었다.

정제한 대장균 DNA의 농도는 살균 증류수로 희석한 후 UV 분광기의 파장 260nm, 280nm에서 측정하였다.

측정값에 대해서 농도 측정은 다음과 같다.

이중 가닥 DNA 농도(ug/ml) = OD260nm X 희석배수 X 50

단일 가닥 DNA 농도(ug/ml) = OD260nm X 희석배수 X 40

OD260nm / OD280nm = 1.7 ~ 1.8인 경우에 사용하였다.

염색체의 파쇄

정제된 염색체를 TE 완충용액에 0.5mg/ml 되게 녹여 유리비이커에서 초음파 파쇄하였다.

- 초음파 파쇄기는 Sonics사 500watt sonication VCX500를 사용하였으며 팁은 630-0220(tip diameter :1/2'(13m

m)을 사용하여 한번에 20ml씩 수행하였다.

- 이 때, 최적의 효능을 나타내는 대장균 DNA 크기를 알기 위해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여 대장균 전체 염색체를 20

,000J에서 시간별에 따라 절단하여 size별로 분리하였다(도 1). 대장균 DNA는 그 크기에 따라 파쇄 전 전체 DNA(Int

act, 10kb 이상), 2.0~0.5kb, 0.5~0.1kb, 그리고 0.1kb 이하로 나누었다.

- 크기에 따라 분리한 대장균 DNA의 각각의 면역증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에서의 면역보조제로써의 효능을

확인하였다(도 2). HEL (Sigma) 50ug을 항원으로 하여 각 대장균 DNA50ug을 애쥬번트(adjuvant)로 하여 ICR 마우

스 (수컷, 4주령, 20g) 복강 내 0.1ml씩 일주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하였다. 최종 투여 7일 후 전혈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하였고 혈청 내 항체 가를 HEL를 항원으로 ELISA법으로 확인하였다(도 2a).

분석 결과 2.0 ~ 0.5kb 사이의 크기가 가장 높은 항체가를 나타내었으며, 이 후 반복실험을 통해 약 1kb 크기의 대장

균 DNA가 최적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혈청 내 항체의 서브클래스를 동일한 ELISA법을 이용하여 체액 면역 및 세포 면역 효과를 확인하였다(도 2b, 2c).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결정된 1kb 크기의 대장균 DNA의 생산을 위한 분쇄 조건은 펄스로 20,000J에서 7분이었다.

실시예 3: 대장균 DNA로부터 엔도톡신 제거 및 순도 확인

엔도톡신(endotoxin)의 제거

파쇄 후 DNA를 클로로포름에 4℃, 12시간 처리 한 후 3배 부피의 에탄올을 처리하여 침전을 얻었다.

얻은 침전물에 Triton X-114 (Sigma)를 최종 농도의 0.5%가 되도록 처리한 후 4℃, 4시간 처리한 후 37℃에서 5분

동안 워밍한후, 페놀/클로로포름/이소아밀 알콜(25:24:1)과 1:1로 섞어 물층을 수집하였다.

얻은 대장균 DNA를 에탄올을 이용하여 침전시킨 후 대장균 DNA를 파이로젠(pyrogen)이 없는 물에 녹였다.

엔도톡신을 제거한 DNA는 Limulus Amebocyte Lysate (LAL) 분석(BioWhittaker QCL-1000)를 하여 잔존 엔도톡

신을 확인하였다.

표1은 위의 방법에 따라 엔도톡신을 제거 후 정제한 대장균 DNA(CIA02)의 엔도톡신 값과 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정제한 대장균 DNA(CIA02)의 엔도톡신 값과 수율

샘플번호 DNA 농도
총 DNA 양

(/15ml)
최종 파이로젠 없는 DNA 비

엔도톡신

(DNA 1mg/ml당)
수 율

1

3mg/ml 45mg

16.2mg 1.77 < 1ng 36%

2 20.25mg 1.66 < 1ng 45%

3 18.9mg 1.71 < 1ng 42%

- 잔류 유기 용매량은 GC/MSD (gas chromatography/mass selected detect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용한 기

기는 HP-5890A/HP-5870B로 Column은 50m.ultra-1, SIM (Selected Ion Monitoring)으로 에탄올, 아세톤, 클로

로포름, 페놀을 측정하였다(표 2).

[표 3] 잔류 유기 용매량

잔류 유기용매 아세톤 에탄올 페놀 클로로포름

ng/ul - 0.813 - -

- Brad-Ford 방법을 이용하여 대장균 DNA mg 당 단백질 혼입을 확인하여, 순도 99% 이상수준을 유지하였다.

실시예 4: 변이 대장균으로부터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 04) 정제

변이 대장균으로부터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정제

DNA 분리와 같은 방법으로 대장균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균체에 두 배 부피의 에탄올을 잘 섞은 후 4,000g에서 원심분리 하여 침전물을 얻은 후 얻은 침전물에 1.5배 

부피의 아세톤을 가해 잘 섞은 후 4,000g에서 원심 분리하였다.

얻은 침전물에 동량의 에틸 에테르를 가해 잘 섞은 후 4,000g에서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하여 얻은 세포 펠렛을

알루미늄 호일을 덮고 구멍을 낸 뒤 말린 다음, 균체 중량을 측정한 후 건조 중량 1g당 7.5ml씩 추출 혼합액(90%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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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클로로포름: 정유(Petroleum) 에테르= 2:5:8)를 첨가하였다.

유리 원심관에 분주하고, 25℃, 3000rpm (1,200g) 20분 원심분리하고 얻은 상층액을 후드에서 12시간 방치하여 가

라앉힌 후, 유리 원심관에 분주하고 25℃, 3000rpm (1,200g) 20분 원심 분리하여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에틸 에테

르에 녹인다음,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에펜도르프 튜브로 옮긴 후 후드에서 건조시킨 후, 케미컬 밸런스를 이용하여 

건조중량을 측정한 후 에탄올을 첨가하여 사용직전까지 보관하였다.

에탄올에 보관된 정제 대장균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완전히 에탄올을 제거한 후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스탠다드(Lsit 

Biological Lab.)를 이용하여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내에 KDO (2-Keto-3-deoxyoctonate)의 양을 측정한 후 스탠다

드로부터 계산하여 농도를 측정한 후 SDS-PAGE로 크기에 따라 분리하여 실버 염색으로 확인하였다(도 3). 리포폴

리사카라이드의 크기는 약 5천에서 만 정도로 일반 대장균 리포폴리사카라이드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임을 확인하였

다.

실시예 5: 변이 대장균으로부터 정제한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독성 제거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리피드 A 분해에 의한 독성 제거

정제한 대장균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3mg/ml 농도로 맞춘 후 0.2N NaOH를 1:1 볼륨으로 섞은 후 60℃에서 10분마

다 한번씩 흔들어주며 140분간 탈아실화시킨다.

- 초기 0.2N NaOH 양의 약 1/5정도의 1N 아세트 산을 넣어 pH 7.0으로 적정하였다.

- pH 적정 후 에탄올 침전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수득하였다.

-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KDO 방법으로 농도를 측정한 후 SDS-PAGE로 처리 전 리포폴리사카라이드와 비

교하여 크기의 변화를 실버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 염색 결과 알카리 처리에 의해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리피드 A가 분해되어 처리 전 리포폴리사카라이드에 비해 크

기가 작아졌음을 확인하였다(도 4).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독성 제거 확인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안전성 시험을 위해 각각 인프래메이터리(Inflammatory) 단백질 분비실험, 발열성실

험, 이상독성실험을 수행하였다.

- 인프래메이터리 단백질 분비시험

THP-1(Acute monocytic leukemia)에 정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대조군으로 하여,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고농도부터 저농도까지 처리한 후 분비되는 TNF-α의 양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리포폴리사카라이드 1ug 당 5pg TNF-α를 분비하는 반면에 비독성 리포폴리사카

라이드는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 1ug당 0.5 pg TNF-α를 분비하여 독성에 의한 염증반응이 50배 가량 줄어들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장균 DNA에서는 분비되는 TNF-α의 양이 100fg 이하로 극히 안전한 물질임을 보여

주고 있다(도 5).

- 이상독성부정시험

두 가지 이상의 설치류에서 시료를 고용량으로 투여한 후 체중 변화를 관찰하였다.

A. 기니픽시험

체중 약 350 g의 기니픽을 사용하며 사용 전 5 일 이상 관찰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체중이 순조롭게 증

가하여야 하였다.

검체의 양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동물 1 마리 당 5ml를 사용하였다.

동물 2 마리 이상을 사용하여 1 회 복강 내에 주사하고 5일 이상 관찰하였다.

B.마우스시험

생후 약 5 주의 마우스를 사용하며 사용 전 5일 이상 관찰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체중이 순조롭게 증가하

여야 하였다.

동물 2마리 이상을 사용하여 1회 복강 내에 주사하고 7일 이상 관찰하였다.

관찰 기간 중 어느 동물에서나 이상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이 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하였다.

실험 결과 시료 투여 후 아무런 체중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도 6a).

- 발열성시험

3마리 토끼에 백신을 주사한 후 직장 체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토끼의 귀 정맥에 토끼 체중 1kg 당 약물 농도 및 양

을 0.2ug/1ml로 해서 주입 한 후 직장 내로 체온계를 삽입하여 비정상적인 체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토끼는 체중 1.5kg 이상을 사용하며 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토끼를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3일 이상 경과되어야 하였

다. 체온 측정은 0.1℃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였다.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미리 250℃에서 30분 이상 가열

멸균한 것을 사용하였다. 동물은 사용 16 시간 전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물 이외의 사료는 주지 않는다. 동물을 고

정할 때는 가능한 한 구속의 도가 지나치지 않게 하였다.

체온 측정은 측온 부분을 60-90mm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깊이로 직장에 삽입하고 필요한 시간을 둔 다음 관찰하였

다. 주사 전에 동물의 체온을 측정하여 이를 대조 체온으로 하였다. 대조 체온 측정 후 약 15분 이내에 미리 약 37℃로

가온한 시료를 귀 정맥 내에 주사하였다. 주사 후 3 시간, 적어도 1 시간마다 체온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와 대조 체

온과의 차를 구하고 이를 차(差)체온이라 하고 차체온은 최대치를 이 시험동물의 발열 반응으로 하였다. 검체 3마리의

동물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3마리의 반응의 합계가 1.3℃ 이하일 때 발열성물질시험 음성, 또는 2.5℃ 이상일 때는 발열성물질시험 양성으로 하

였다. 시험은 3 회로 하였으며 발열성물질시험이 음성일 때 이 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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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 대장균 파쇄 DNA(CIA02),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의 혼합 및 역가 확인

대장균 DNA(CIA02) 및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 혼합

각각 기준에 맞추어 생산한 두 가지 물질, 대장균 DNA(CIA02),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CIA05)를 혼합하여 최

적의 혼합 방법과 용량을 결정하였다.

혼합 방법에 따른 효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항원에 다른 물질과 결합을 위한 2가지 다른 화학 물질(MPBH,

SPB) 처리하여 CIA02와 CIA05를 변형된 항원에 결합시켰으며 다른 방법으로 CIA02, CIA05, 그리고 항원을 섞은 

후 진탕 혼 합하였다. 더불어 각 용량 별 면역증강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우스에서의 면역보조제로써의 효능을 확인하

기 위해 HEL (Sigma) 50ug을 항원으로 하여 ICR 마우스 (수컷, 4주령, 20g) 복강 내 0.1ml씩 일주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하였다. 최종 투여 7일 후 전혈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하였고 혈청 내 항체가를 HEL를 항원으로 ELISA법으로 

확인하였다(도 7a).

LPS(CIA04) 0.5, 1ug을 대조군으로 하고, 실험군은 먼저 항원과 CIA05 0.5ug, CIA02 50ug, 항원과 CIA05 1ug, CI

A02 50ug을 진탕혼합하는 군과 변형된 항원에 CIA05 0.5ug, CIA02 50ug, 변형된 항원에 CIA05 1ug, CIA02 50ug

을 결합하는 군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LPS(CIA04)가 가장 높은 항체가를 나타내었으나, 이미 일련의 실험을 통해 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항암

보조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었다(도 7a). 먼저, 결합 방식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거나 동일 용량에서 진탕혼합하

는 방식이 조금 더 우세하였다. 특히 면역글로빈 서브클래스 중 세포면역에 관련된 IgG2a에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하여

이는 항암치료에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도 7b). 또한, 수율과 방법 면에서도 진탕혼합하는 방법이 보다 간편하고 

처리 과정 중 손실이 없으므로 혼합하는 방법은 진탕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용량 결정에는 CIA05의 용량에 따

라 차이를 보였으며, 0.5ug과 1ug 중 1ug일 때 약간 더 우세한 효능을 보여 용량은 1ug으로 결정하였다.

혈청 내 항체의 서브클래스를 동일한 ELISA법을 이용하여 체액 면역 및 세포 면역 효과를 확인하였다(도 7b, 7c).

기존의 면역보조제와의 비교 시험

결정된 제조 방식과 용량의 면역 증강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면역보조제와의 효능 비교실험

을 하였다(도 8a).

CIA07의 면역보조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HEL (Sigma L-6876) 50ug을 항원으로 하

여 ICR 마우스 (수컷, 4주령, 20g) 복강 내 0.1ml씩 일주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하였다. 최종 투여 7일 후 전혈을 채취

하여 혈청을 분리하였고 혈청 내 항체 가를 HEL를 항원으로 ELISA법으로 확인하였다.

CIA07의 항체 역가는 기존의 동물실험용 면역보조제인 CFA(complete Freund`s adjuvant)과 사람에게 유일하게 

사용이 공인된 Alum (aluminium hydroxide gel)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도 8a). 그러나, isotype swi

tching을 분석한 결과 CIA07의 경우 면역증강 시 기존의 면역보조제 CFA, Alum 등이 IgG1의 항체가 주로 생성되는

Th(T helper) 2 타입의 면역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CIA07의 경우 IgG1에 비해 IgG2a의 항체가 특이적으로 많

이 생성되는 Th(T helper) 1 type의 면역활성화가 유도됨을 확인하였다(도 8b, 8c).

더불어 CIA02의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25ug, 50ug에 CIA05 1ug을 혼합하여 분석한 결과 용량에 따라 항체가

가 변화하여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CIA02 50ug, CIA05 1ug을 최적 용량으로 결정하였다.

전혈(whole blood)분석을 이용한 CIA 역가 확인시험

건강한 성인 남자로부터 항응고제로 헤파린이 들어있는 진공 튜브에 정맥혈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전혈

은 RPMI 1640배지(2mM L-glutamine, 1mM Sodium pyruvate, 80ug/ml의 gentamycin)와 1:1로 섞는다. 배지와 

섞은 전혈 1ml에 CIA07 20ul (CIA02 50ug+CIA05 1ug 또는 500ng, 100ng) 또는 HBSS 20ul를 함께 넣은 후 37℃

, 5% CO 2 배양기에서 24시간동안 배양하였다. 이 후 배양 상층액을 모아 분비된 IFN-γ(Ramp;D 시스템, 210-TA

-010), IL-12 p70(Ramp;D 시스템, 219-IL-005)의 양을 상품화되어 나온 ELISA 키트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도 9와 같다.

- 분석 결과 CIA02나 CIA05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보다 혼합 투여한 것이 보다 시너지한 면역 증강 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용량은 CIA02 50ug, CIA05 1ug 일 때 가장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Luciferase assay

먼저 Raw 세포를 12 웰 플레이트에 웰 당 5x10 4 세포(1ml DMEM / 10% FBS)만큼 깔아 주고 24시간동안 37℃, C

O 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IL-12 Luciferase Reporter 프라즈미드 (0.2 mg/웰), PRL-null 프라즈미드 (20ng/

웰)를 섞어 놓고, Serum free DMEM (50 ml/웰) 과 트랜스펙션 시약인 Fugene 6(1.5ml/웰, Roche Cat. No. 1 814 

443)를 섞은 것에 앞서 섞은 프라즈미드를 넣은 후 5분에서 10분 방치하였다. 섞은 혼합물을 배양한 Raw 세포에 52 

ml/웰로 넣고 섞어 준 후, 37℃, CO 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CIA07(웰 당 CIA02 20mg +CI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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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0ng) 를 Raw 세포 에 처리하여 12시간동안 37℃, CO 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Luciferase assay 키트 (Pr

omega Cat.no. E1500)를 사용하여 Luciferase 반응을 시킨 후 Luminometer를 이용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

정하였다.

CIA07이 IL-8 및 IL-12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luciferase 활성으로 측정한 결과, IL-8 및 IL-12 promote

r에는 NF-kB binding site가 공통으로 존재하며, RAW264.7 세포주에서 CIA07에 의해 NF-kB가 활성화되어 prom

oter의 활성을 증가시킴을 볼 수 있었다(도10).

CIA의 세포용해능을 이용한 항암 치료 효과 측정

- CIA07의 암세포살해능은 51 Cr-release법으로 측정하였다.

5~8주령, 수컷, C3H/HeN 마우스의 발바닥에 항원 단독 또는 항원과 CIA07를 피하 투여하였다.

- 세포주 배양을 위한 기본배지로는 RPMI-1640(10mM의 HEPES, 100units/ml penicillin, 100㎍/ml streptomycin

, 300㎍/ml glutamine;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를 사용하였고 기본 배지에 56℃에서 30분 가열하여

비활성화시킨 10％ fetal bovine serum(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LAK

세포 및 암 세포매개성 살해능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arcoma 180과 생쥐 방광암 세포주인 MBT-2를 표적세

포로 사용하였다.

반응 세포주각 실험군의 생쥐를 경추탈구법으로 도살한 후 비장을 무균적으 로 적출하고 구경 100 micron의 스테인

리스 스틸 철망 위에서 가위로 혼합 미세절편을 만든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가하면서 유리막대로 가볍게 

분쇄 여과하여 철망을 통과시켜 조직 찌꺼기를 제거하였다. 현미경하에서 단세포 부유액임을 확인한 후 세포를 기본

배지로 1회 세척한 다음 37℃에서 0.84％ 염화 암모늄 용액에 5분간 부유시켜 적혈구를 용해시켰다. 세포를 기본배

지로 2회 더 세척한 후 완전배지에 부유시켜 배양 플라스크에 분주하여 37℃, 5％ CO 2 항온항습기에서 1시간 배양

한 다음 플라스크에 부착되지 않는 세포를 채취하여 트립판 블루 색소배제법으로 생존세포를 계수한 후 완전배지로 

5×10 6 세포를 채취하여 트립판 블루 색소배제법으로 생존세포를 계수한 후 완전배지로 5×10 6 세포/ml 밀도의 세

포부유액을 만들었다.

표적 세포주를 배양한 후 세포수를 계산하고 10 6 세포를 취하여 300g로 3분간 원심분리 후 침전된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파스테르 피펫으로 상층액을 0.2-0.3ml만 남기고 제거하였다. 100 Ci Na 2 51 CrO 4 (1ml Ci/ml, 

NEZ 030S, NEN, USA)을 가하여 37℃ 진탕 항온조에서 1시간 동안 표지화시킨 후 기본배지로 3회 세척하고 trypan

blue 색소배제법으로 생존세포를 계수한 후 표지화된 표적세포를 5×10 4 세포/ml 되게 완전배지에 재부유시켰다.

표적세포를 바닥이 둥근 96웰 미세 적정판에 각 웰당 5×10 3 개의 세포가 들 어가도록 위에서 표지화시킨 표적세포

를 0.1ml씩 분주하고 이에 비장세포를 반응세포 : 표적세포의 비율이 100:1이 되게 반응세포를 0.1ml 가하였다. 37

℃, 5％ CO 2 항온항습기에서 4시간 배양하였다. 각 실험당 최고 3개 이상의 웰을 만들고 4시간 배양이 끝난 후 500

g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각 웰에서 상층액 0.1ml을 취하여 gamma counter(Packard, USA)로 방사능을 측정하였

다. 이때 최대 방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대조웰에 5％ triron X-100(Sigma, USA)을 0.1ml 가하였고 자연방출을 측정

하기 위하여 표지화된 세포만을 같은 용량의 완전배지에서 배양시켰다. 세포독성능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였

다.

세포독성[Cytotoxicity](%) = (ER-SR / MR-SR) X 100

ER : 실험군의 평균 카운트(cpm)

SR : 배지만 배양한 타겟세포의 평균 카운트(cpm)

MR : 5% Triton X-100으로 처리한 타겟세포의 평균 카운트(cpm)

실험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LAK 세포주의 경우, 비 면역세포에 비해 8배의 세포용해증가능을 보였으며 BCG 투여군

보다는 1.5배 우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MBT-2 세포주에서는 비 면역세포에 비해 5배의 세포용해증가능을 

보였다. 이는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BCG 대용 항암치료제로써의 CIA07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

겠다.

[표 5]

Sarcoma 180

투여일 0 3 7 15

대조군 100 100 100 100

BCG 92 ± 4 110 ± 2 632 ± 13 189 ± 4

CIA07 94 ± 7 154 ± 3 802 ± 10 109 ± 7

MBT-2

대조군 100 100 100 100

BCG 103 ± 3 96 ± 7 402 ± 11 98 ± 3

CIA07 97 ± 4 121 ± 9 513 ± 13 109 ± 6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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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두 가지 대장균 유래 물질(CIA02, CIA05)을 혼합한 항암치료제 (CIA07)은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 훨씬 안

전하며, 생산과정의 단순화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두 가지 물질의 혼합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비해 본 발명은 정제 DNA의 물리적 가공으로 CpG보다 저렴하며, 

BCG 이상의 약효를 보인다.

따라서, 본 발명의 대장균 유래 항암치료제(CIA07)은 항암치료제 및 면역보조제로서 산업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유효성분으로 2.0-0.5kb의 박테리아 유래 DNA 절편; 및

b) 3천-일만 달튼의 대장균 유래 알카리 처리한 비독성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포함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

물.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NA 절편과 상기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조성은 질량비로 500:1-1:5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

진시키는 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NA 절편과 상기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혼합은 진탕혼합에 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물.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의 조성물은 면역 보조제로 유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의 조성물은 암 치료에 유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물.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의 조성물은 T 헬퍼 1타입의 면역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물.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의 박테리아는 대장균 또는 마이코박테리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의 박테리아는 대장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의 대장균 균주는  E.coli EG0021(KCCM-1037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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