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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Bacille Calmette-Guérin을 이용한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의 면역요법
중앙대학교병원 비뇨기과학교실

진수빈ㆍ황영미ㆍ장인호

Recombinant Bacille Calmette–Guérin for Immunotherapy in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Subin Jin, Young Mi Whang, In Ho Chang
Department of Urolog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Intravesical instillation of Mycobacterium bovis bacille Calmette–Guérin (BCG) has been used for treating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as the forefront of immunotherapy, but BCG is ineffective in approximately
30–40% of cases and disease recurs in up to 50% of patients. Recently BCG is considered an effective vehicle
for delivery of antigens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 genetic control of these mycobacteria is advanced
in the search for less toxic and more potent therapeutic agents for bladder cancer immunotherapy. We will discuss
current advances in recombinant BCG construction,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Korean J Urol Oncol 2016;14:
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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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30%의 환자에서 근육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행

서

하여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요한다.2,3 근육 침윤성 방광암은

론

전체 방광암의 20–30%를 차치하고 근치적 방광적출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약 절반은 5년 이내에 사망하고, 신보조

방광암은 요로계의 암 중 두번째로 흔한 악성 종양으로
1

암 사망자의 약 5%가 방광암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방광암

및 보조 화학요법의 조합은 전체적인 생존의 연장만을 보

의 대부분은 진단 시에 표재성 방광암(nonmuscle invasive

여, 평균 생존율은 12–24개월로 나쁜 예후를 보인다.4,5

bladder cancer, NMIBC)이며, 경요도절제 수술과 방광 내 약

Bacille Calmette–Guérin (BCG) 기반 치료는 현재 표재성

물주입요법으로 약 96%의 생존율을 보이나, 70%에서 재발

방광암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광 내 약물 주입술 치료
법이며, 근육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행을 억제하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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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으로 보고되어 있다.3,6 Morales가 1976년 표재성 방
광암의 치료를 위한 BCG의 방광 내 주입을 보고하였으며,
그 후 BCG는 표재성 방광암의 재발 횟수 및 빈도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8 BCG에 반응을 보일 비율은 Ta
및 T1 방광암에 대하여 55–65%이고, carcinoma in situ에 대
해서는 70–75%로 결국 30–45%의 환자는 BCG 요법에 실패
하는 것을 의미한다.8,9 또한 방광염, 방광자극성 배뇨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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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BCG 패혈증 같은 부작용으로는 BCG 요법을 시행하지
10

못하는 경우가 환자의 20%에서 관찰된다. BCG 요법의 부

전자의 동질이상(polymorphism)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BCG에 반응하지 않는 방광암인 경우로 요약할 있다.20-27

작용 및 치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BCG를 개선하기 위

방광암에 대한 BCG 치료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국소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독성이 적고 더 강력한

및 전신 부작용이다. BCG 치료를 하는 동안 오직 환자의

다른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연구와, 항원의 과발현 또는 외부

16%만 3년간의 주입요법을 완수하는데, 이는 BCG에 의한

항원을 발현하는 재조합 BCG (recombinant BCG, rBCG)를

부작용 때문이다. BCG 치료의 부작용은 살아있는 박테리

11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아를 이용하기 때문이며, BCG에 의해서 발열, 방광염, 폐

중 재조합 BCG의 개발 및 연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렴, 간염,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심한 경우 사망까지 보고되

한다.

어 있다.28,29 일반적으로 BCG 치료의 부작용은 조절되지 않
은 면역반응 및 BCG의 증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

표재성 방광암에서 BCG의 작용기전

각되며, 특히 전신상태가 쇠약하고, 면역체계가 손상된 환
자에서 BCG 치료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전신감염으로

경요도절제술을 수행한 표재성 방광암의 초기 치료로 방

인한 패혈증(BCGosis)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광 내 약물 주입술을 계획하는데, 방광 내 BCG 면역 치료
는 근육 침윤성 방광암으로의 진행과 재발의 위험이 높은

변형 BCG 균주의 개발

중등도 및 저분화 표재성 방광암 환자에게 권장된다.12 일반
적으로 BCG 치료는 경요도절제술을 시행 2–6주 후부터 매

재조합 DNA 기술은 결핵 백신과 방광암 면역 치료의 결

주 6주 동안 시행되고, 그 후 BCG 유지요법은 지역 및 나라

함을 모두 개선하기 위해 연구되어 왔으며, mycobacteria를

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어도 12번 이상의 BCG

위한 발현 백터의 발전은 mycobacteria에 다른 DNA의 주입

의 방광 내 주입이 재발의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되

뿐만 아니라 BCG에서 이종유전자의 다양한 발현을 유도한

13

다. 대장균-mycobacteria 셔틀 플라스미드는 Escherichia coli

고 있다.

BCG 면역요법의 기전은 기본적으로는 면역체계를 통하

cosmid에 마이코박테리오파지 TM4 ligand의 DNA서열을

여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cytokine

결합한 것으로 1987년 Jacobs에 의해 개발되었다. 재조합

및 면역세포, 그리고 선천적 및 후천적 면역체계의 복잡한

DNA 분자는 박테리오파지와 E. coli 안의 cosmid처럼 my-

반응이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14 BCG 관련 면역세포 및

cobacteria에서 복제할 수 있으나, TM4에서 유래된 shuttle

면역인자는 계속 연구되고 있으나, 생체 내에서 CD4+ 및

plasmid “cosmid”는 큰 사이즈 때문에 BCG에 주입 시 분해

CD8+ 림프구, 자연살해(natual killer)세포와 과립구가 중요

되거나 높은 불안정성을 보였다.31,32 이후 몇몇 그룹에서

한 역할을 수행하고, 대식세포와 수지상 세포도 일정부분

shuttle vector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외부의 발현을 위한 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중요한 면역인자로

술과 BCG의 이종유전자는 mycobacteriophage L1 또는 my-

tumor necrotic factor (TNF),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

cobacteriophage L5를 사용한 새로운 shuttle vector와 함께 발

gand (TRAIL), Interleukin (IL)-2, IL-8, IL-18, IL-12, interferon

전하였다.33,34 외부 항원의 발현 및 분비능력을 가진 shuttle

(IFN)-γ가 보고되어 있다.15 면역체계와 별도로 종양 세포

vector는 추가적으로 Mycobacterium fortuitum에서 분리한 플

에 BCG의 직접적인 효과도 세포 배양 실험에서 보고되고

라스미드 pAL5000의 복제요소를 사용하여 제작된다.35,36 또

있는데, 방광암 세포에 대한 BCG의 부착과 내재화는 면역

한 IS900을 지닌 통합 plasmid 또한 개발되었고 이는 카나마

체계를 통하거나 BCG의 직접적인 세포독성을 통해 방광암

이신 내성 유전자 Tn903의 안정적인 발현을 보인다.37 외부

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을 한다.15-18

유전자는 상동 재조합에 의해 안정적으로 mycobacterium의
염색체에 삽입되고, 위치-특정 재조합은 mycobacteriophage
L5 와 DNA 전위의 완성 체계를 나타낸다.36-39 Mycobacteria

BCG 면역요법의 문제점

에서 복제 할 수 없는 “suicide” plasmid 안에 카나마이신 내
BCG 요법의 실패는 BCG의 주입에도 불구하고 방광암이
19

성 유전자를 Mycobacterium avium의 IS900와 같이 삽입한

근절되지 못하거나 재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합 vector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카피 수가 세포당 하나인

BCG 치료 실패의 원인으로는 BCG의 주입이 적절하지 않

위치-특정 통합 vector의 구조와는 대조적으로, 세포당 여러

거나, 발견되지 않은 근침윤성 혹은 전이성 방광암이 존재

복사본에서 존재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40

하는 경우, natural resistance-associated macrophage protein 유

현재, BCG에서 이종 유전자의 발현은 복제 또는 통합

진수빈 외：유전자 재조합 B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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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le vector를 사용하여 발현될 수 있는데, 재조합 단백질

발현 또는 면역반응을 위한 이종 항원을 발현하도록 유전

의 분비는 복제 백터를 사용하여 획득되지만, 통합 백터는

자를 재조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BCG는

41-43

대부분의 경우 유전자의 프로모터는

강력한 면역원성, 그리고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 같은 항

E. coli-Mycobacterium shuttle vector를 이용하며, 이종 단백

원제시세포에서 내재화되는 BCG의 특성으로 인하여 항원

질은 mycobacteria hsp60 또는 hsp70 프로모터의 제어 아래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54

안정성을 가진다.

BCG에서 발현하는데, 이는 전체 BCG 발현 단백질의 10%
까지 고용량으로 발현할 수 있다.44,45
재조합 BCG 균주를 개발하는데 문제는 발현 제어 방법
43

1. Cytokine 분비 rBCG

이제까지 mycobacteria 및 BCG 유도 면역 반응의 이해의

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에 의존하는 점이다. 카나마이신

증가로 다양한 유전자 재조합 BCG (rBCG)가 개발되어 왔

내성 유전자는 E. coli-Mycobacterium shuttle vector에서 주로

다(Table 1). 주로 연구된 유전자 재조합 BCG는 쥐와 사람

사용되는 선별 marker이며, Mycobacterium smegmatis와

의 cytokine 발현 BCG이며, 주로 Th1 cytokine이다.55

Mycobacterium tuberculosis는 카나마이신에 하여 높은 민감

O'Donnell 등56은 Mycobacterium hsp60 promotor와 α-항원

성과 낮은 변이율을 나타낸다. 현재 사용되는 mycobacteria

신호 서열의 제어 하에 쥐의 IL-2를 분비하는 rBCG 균주를

vector들의 대다수는 Tn5 또는 Tn903 에서 유래된 카나마이

개발했다. BCG 특정 신호 peptide 융합 단백질과 인플루엔

33,40

신 내성 유전자를 이용한다.

그러나 항생제 선택 marker

자 바이러스 hemaglutinine epitope를 이용하여, 생물학적으

는 동물실험에서 plasmis vector의 소실로 재조합 BCG 면역

로 활성화된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 분비 및 검출을 확인하

치료 백신의 개발의 사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항결

였으며, IL-2 분비 rBCG 균주는 야생형 BCG와 비교해서 쥐

핵 약물에 대한 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항생제

의 비장세포에 의한 IFN-γ 분비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41,46

선별 marker의 사용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Murray 등57에 의한 연구에서 쥐 IL-4, IL-6, IFN-γ, 그리고

선별 marker와 같은 기능을 하는 영양 요구 보완성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granulocyte-macrophage

(auxotrophic complementation)은 항생제 선택에 대한 대안으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는 BCG에 의해 생성되고

43,47

로 연구되어 왔다.

개념적으로, 영양 요구성 균주는 유

활성화됨을 보고하였으며, 카나마이신 내성 유전자, hsp60

전적으로 필수적인 대사 산물(아미노산 등)의 합성에 관련

promotor 상류, BCG α-항원 유전자를 vector로 하여 myco-

된 유전자를 삭제 및 수정하고, 따라서 성장에 필요한 특정

bacteria의 세포막과 벽을 통해서 상기의 cytokine이 분비될

한 성분의 합성 불능을 유도하여 시험관 배양에서는 영양

수 있도록 rBCG 균주를 제안하였으며, IL-2, IFN-γ, 그리고

의 외부 공급에 의존하여 증식하지만, 생체 내 조건에서는

GM-CSF의 재조합 형태는 in vitro 쥐 감염모델에서 야생형

48

그 증식이 제한된다.

이러한 영양 요구성 균주는 처음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 개발에 고안되었으며, 이후 방
광 암 면역요법 중 BCG 방광 내 주입과 관련된 합병증 및
30

BCG에 비하여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 활성의 증가를 보고
하였다.
재조합 쥐 또는 사람 IL-2 분비 BCG와 사람 IL-8 분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또한 영양 요구성 균주

BCG는 자연살해세포와 세포독성 T 세포의 성숙을 유도하

는 유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episomal plasmid를 포함할

기 위하여 개발되었다.58-60 Yamada 등60은 쥐 IL-2와 알파-항

수 있는데, 균주를 유전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하기 위하여

원 rBCG (α-Ag-IL2)를 개발하였고, 재조합 균주는 기능성

vector에 삭제하는 유전자와 함께 삽입하여 생체 모델에서

IL-2를 분비할 수 있고 야생형 BCG 및 IL-2 주입과 비교하

더 안정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Episomal plasmid

여 MBT-2 암세포에서 세포독성이 100배 증가함을 보고하

로 인한 안정성은 생체 내 세균이 복제 하는 동안 vector 손

였다. 또한 저자들은 rBCG α-AG-IL-2는 야생 BCG에 비하

실의 예방에 효과적이다.43 BCG 백신을 위해 가장 많이 사

여 대식세포에 의한 IL-2, TNF, 그리고 IFN-γ의 분비를 증

용하는 영양 요구성 표적은 아미노산-라이신, 류신, 메사이

가함과 항 IL-2 항체가 T 세포와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억

43,48-53

오닌, 그리고 비타민 판토텐산염 등이 있다.

하지만 방

광암의 면역요법으로 영양 요구성 균주에 대한 연구는 아
직까지 in vitro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16

제하여 rBCG α-AG-IL-2 매개 세포독성 작용 및 IFN-γ 분
비를 억제함을 보고하였다.
Luo 등58,59,61은 사람 IL-2와 쥐 IL-18을 분비하는 rBCG를
개발하였는데, rBCG-IL18과 rBCG-IL2 모두 용량의존적으

방광암 치료를 위한 유전자 재조합 BCG

로 방광암 MBT-2 세포에 대해 BCG 유도 대식세포의 세포
독성이 증가하였고, 야생형 BCG와 비교하여 thioglycollate-

유전자 재조합 BCG의 연구 방향은 면역원성 항원의 과

elicited peritoneal exudate cells 배양에서 cytokine (IF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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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ombinant BCG developed for bladder cancer immunotherapy
BCG strain

Antigen/gene
(organism)

Model

Main results
(+) IFN‐γ and GM‐CSF in splenocytes culture*
() IL‐10 in splenocytes culture*
†
(+) Host antimycobacterial immunity
(+) Cellular proliferation and IFN‐γ secreting cells†
(+) Macrophage cytotoxicity against MBT‐2 cells†
(+) Macrophage cytotoxicity against MBT‐2 cells†
(+) IFN‐γ and IL‐12 in PEC culture
†
(+) Production of IFN‐γ and IL‐2 by PBMC
(+) PBMC cytotoxicity against bladder cancer cell lines†
(+) Predominant NK and CD8+ T cells in PBMC†
(+) IFN‐γ and IFN‐inducible protein 10 (IP‐10) by PBMC*
() IL‐10 by PBMC*
†
(+) PBMC proliferation
(+) PBMC cytotoxicity against T24 and T5627 bladder cancer cell lines†
(+) Expression of MHC‐I on MB49 murine cells in vitro†
(+) Recruitment of CD4+ T cells into the†
(+) mRNA expression of IL‐2 and IL‐4 in murine model†
(+) Survival with low‐dose treatment regimen†
(+) PEC cytotoxicity against mouse bladder cancer MBT‐2 cells†
(+) IFN‐γ, TNF‐α, and IL‐6 production by PEC†
(+) Cellular immune response in mice†
(+) Antigen‐specific T cell response in mice when injected with
GM‐CSF, IL‐2, and IFN‐γ rBCG strains†
(+) IL‐2, IFN‐γ, IL‐10, IL‐3, and GM‐CSF production by splenocytes†
(+) IFN‐γ production by splenocytes and lymphocytes‡
() Subcutaneous tumor‐development in the mice receiving recombinant
Mycobacterium smegmatis/TNF‐α‡
(+) Survival rate in mice‡
(+) Infiltration of CD3+ lymphocytes in tumor sites‡
(+) PBMC proliferation*
(+) PBMC cytotoxicity against bladder tumor cells*
†
() Tumor bladder weight
(+) TNF‐α and IL‐10 mRNA expression in bladders†
() Tumor bladder weight†
(+) TNF‐γ and IL‐10 mRNA expression in bladders†
(+) Survival rate†
(+) Splenocytes cytotoxicity against MB49 cells in vitro†
(+) 5637 cell death†
() Proliferation of 5637 cells†
() Antiapoptotic genes expression by 5637 cells†
(+) Pro‐apoptotic genes expression by 5637 cells†
(+) Cell cycle‐related and antioxidant enzymes genes expression in 5637
†
cells
(+) IFN‐γ production by mice splenocytes*

Pasteur55

IL‐18 (mouse)

Mice and in vitro (PEC
and MBT‐2)

Tokyo60

IL‐2 (murine)

Pasteur66

IFN‐α‐2B
(human)

Pasteur67

Pasteur68

IFN‐α‐2B
(human)
IFN‐α‐2B
(human)
IFN‐γ (murine)

In vitro (PEC and
MBT‐2)
In vitro (PBMC and T24,
J82, 5637, TCCSUP,
UMUC‐3 cell lines)
In vitro (PBMC)

Pasteur59

IL‐2 and IL‐18

Pasteur57

IL‐4, IL‐6,
GM‐CSF, and
IFN‐γ (murine)

M. smegmatis69

TNF‐α (human)

Mice and in vitro (mice
lymphocytes and
splenocytes)

Unknown65

IFN‐α‐2B

In vitro (PBMC)

Moreau71

Pertussis toxin
(S1PT)
Pertussis toxin
(S1PT)

Mice orthotopic tumor
model
Mice orthotopic tumor
model and in vitro
(MB49 and mice
splenocytes)
In vitro (5637 cell line)

Danish7

70

Moreau

16

Pasteur

Ag85B
(Mycobacterium
bovis)

Pasteur56

IL‐2 (mouse and
rat)

In vitro (PBMC and T24,
T5637 cell lines)
Mice and in vitro
(splenocytes and
MB49 cell line)
In vitro (PEC and MBT‐2
cell line)
Mice and in vitro (mice
splenocytes)

In vitro
(mice splenocytes)

+: increased, : decreased; BCG: bacille Calmette–Guérin, IL: interleukin, PEC: peritoneal exudate cell, IFN: interferon, GM‐CSF:
granu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PBMC: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NK: natual killer, MHC‐1: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TNF: tumor necrotic factor, rBCG: recombinant BCG, S1PT: genetically detoxified pertussis toxin.
†
*Recombinant strain compared to wild‐type BCG and/or BCG carrying empty vector plus exogenous gene/antigen. Recombinant strain
‡
compared to wild‐type BCG and/or BCG carrying empty vector. Recombinant strain compared to wild‐type BCG and wild‐type M.
smegm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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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 그리고 IL-6) 생산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쥐 모델

ically detoxified pertussis toxin (S1PT)를 발현하는 BCG 균주

에서, rBCG-IL18과 rBCG-IL2s는 비장세포에 의한 IFN-γ와

는 유전자 신호서열과 M. fortuitum β-lactamase promotor의

GM-CSF 분비 증가, IL-10 분비 감소, 세포 증식, 그리고

상위 조절의 융합으로 제작되었는데, rBCG-S1PT는 결핵 백

IFN-γ를 분비하는 세포의 분획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58

신으로 개발되었고 mycobacteria 단백질에 대한 유도에서

즉, IL-10은 방광암 세포에 대해서 BCG-매개성 macrophage

강한 Th1 면역반응 효과를 보였다.52 정위성 방광암 쥐 모델

세포독성의 저해와 연관성을 가지고 rBCG-IL-2 또는

에서 시행한 rBCG-S1PT 면역치료는 야생형 BCG 대조군과

rBCG-IL-8은 BCG의 면역 반응과 항암 특성을 보강한다는

비교하여 방광암의 감소와 쥐의 생존비율 증가를 보였으

것을 의미한다.61

며, MB49 방광암세포주의 세포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

BCG에 의한 인간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다.70,71 방광 내에 rBCG-S1PT를 주입한 쥐에서 TNF-α와

(PBMC)을 이용한 시험관 자극실험에서 BCG는 주로 IFN과

IL-10의 mRNA발현이 증가하였는데, IL-10은 종양 주위세

TNF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방출을 통하

포에서 TNF-α 합성의 억제에 관여하는 항염증 cytokine으

여 방광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작용을 매개한다.62,63 방광

로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였다.72

암에서, IFN은 BCG 주입 후에 종양세포에 대한 면역반응

또한 표재성 방광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면역학적 활

에 주요 역할을 하고 polymorphonuclear 세포에서 TRAIL 생

성 mycobacteria 부성분의 사용은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산과 방출을 위한 자극을 담당하는 cytokine 중에 하나이

Ag85 단백질 복합체는 BCG와 M. tuberculosis 모두에 의해

다.64 여러 연구에서 방광암 치료에 대안으로 IFN을 분비하

가지고 있는 주요 TH1-자극 및 보호 항원을 포함한 하는데,

는 rBCG 균주를 개발하였는데, 인간 IFN-α2B를 분비하는

Ag85B 단백질 분비는 Ag85B 분비 단백질이 mycobacteria

rBCG 균주 (rBCG-IFN-α)는 T24, J82, 5637, TCCSUP, 그리

감염의 주요 단계에서 T 세포에 의해 인식되는 강력한 항

고 UMUC-3 방광암 세포주에서 PBMC의 자극 및 PBMC 매

원이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73,74 면역원성 연구

개 세포독성의 증가를 보고하였다.7,65-67 Arnold 등68은 정위

에서 rBCG에서 과발현 Ag85B은 BCG의 면역원성을 증가

성 쥐 방광암 모델에서 IFN-γ 분비 rBCG의 방광 내 주입

시키고,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 방광 내 CD4+ T 세포의 증가 및 IL-2와 IL-4 사이토카인

시험관 연구에서 Ag85B를 과발현하는 영양요구성 rBCG

mRNA의 발현을 유도함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낮은 농도의

파스퇴르 균주(BCG ΔleuD/Ag85B)는 야생형 BCG와 공백

rBCG-IFN-γ로도 유도가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터가 있는 BCG와 비교하여 시험관 내 세포독성이 우수하

다른 mycobacteria 균주를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균주의

고 5637 방광암 세포주에서 전세포사멸 유전자 발현이 증

개발도 연구되고 있는데, 쥐 TNF-α 분비 유전자 재조합 M.

가함을 보고하였으며, BCG ΔleuD/Ag85B가 p21과 p53의

smegmatis (M. smegmatis/TNF-α)가 면역저하 환자에서 부

발현 증가로 인한 G2/M 세포주기 정지로 암 세포에 대한

작용 없이 항종양 효과를 증가시킴이 보고되었다.69 M.

효과적인 항증식제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16,75 생체

smegmatis/TNF-α는 mycobacteria 항원 또는 종양 분해물 자

내에서 항종양제로서 rBCG-Ag85B의 효과는 아직 평가되

극을 통하여 림프구의 IFN-γ의 분비증가를 유발하나,

지 않았지만, 동물과 사람 모델에서 rBCG-Ag85B 백신에 의

IL-10의 저하는 유발하지 않았으며, M. smegmatis/TNF-α는

한 결핵 예방 효과는 보고되고 있다.76,77

면역 정상 MB49 정위성 방광암 쥐 모델에서 야생 BCG와

두 개 이상의 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BCG와 cytokine-결

비교하여 10–20%의 생존율의 증가 및 70%의 무종양 생존

합 유전자를 이용한 DNA 백신은 생백신 대신 방광암 치료

율을 보였지만 이 효과는 T 세포와 자연살해 세포기능이

를 위한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생균의 점적 주입의 부

69

M.

작용 없이 면역학적으로 활성 mycobacteria 부성분을 사용

smegmatis는 면역 cytokine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방광

하는 이점이 있다.78,79 지난 10년간, 연구에서는 BCG DNA

암 치료를 위해 방광 내 주입 mycobacteria 제제로서 유용하

백신(poly-rBCG)의 구조는 4가지 BCG 유전자(Ag85A,

며 BCG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비병원성 mycobacteria 유기

Ag85B, Mpt64, PstS3)의 조합, ESAT6와 진핵세포 발현 백터

결핍된 누드와 베이지 쥐 모두에서는 소실되었다.

체이기 때문에 방광암 치료를 위해 향후 고려될 수 있다.
2. 이종 및 Mycobacteria 항원 발현 rBCG

이종 및 mycobacteria 항원의 포함을 통해 면역 BCG의 속
성을 변경하는 것은 외부 항원의 발현 또는 mycobacteria의
항원을 과발현하는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 genet-

안에 삽입물과 함께 융합되어 있으며, 쥐 방광암 모델에서
Poly-rBCG가 Th1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혈청 IFN-γ와
IL-12의 증가를 유도하며, CD4+/CD8+ T세포의 침윤과 종
양내에 자연살해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종양성장억제를
보였다.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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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 유전적으로 조작된 BCG 제작의 목적은 높은
치료 효과와 적은 독성을 보이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함이
었고, mycobacteria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에 대한 지식의 증
가와 vector 안정성 및 선택 시스템에서의 개선은 강화된 면
역 특성을 가진 여러 BCG 균주를 개발할 수 있게 하였다.
Th1의 주된 면역반응은 대부분의 암 종류에 효과적인 종양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BCG 균
주의 유전자 조작은 시험관 내 및 방광암의 생체 내 모델에
서 항암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여러 유전자 조작 BCG는 외
부 항원 혹은 cytokine을 분비하여 Th1 특정 항종양 면역반
응의 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상시험이 아
직 시행되지 않은 점 및 기술적으로 실제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점은 유전자 조작 BCG의 제한점이나, 앞서 언급한 연
구들은 유전자조작 BCG 균주가 개선된 방광암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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