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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testis (CT) antigens are immunogenic protein antigens with restricted expression in the testes
and a wide range of human tumor types, eliciting both humoral and cellular immune responses in
cancer patients. They are considered to be ideal targets for vaccine-based immunotherapy, and more
than 100 CT antigens, including MAGE, NY-ESO-1, GAGE, BAGE, LAGE, SSX2 and NY-SAR-35 have
been identified to date. The CT antigens were identified through various techniques and can be div-
ided in those that are encoded on the X chromosome, the CT-X genes, and those that are not, the
non-X-CT genes. CT genes are aberrantly activated and expressed in a proportion of various types
of human cancers. The biological role of CT-X in both germ line tissues and tumors remains poorly
understood. Cancer vaccine trials based on several CT antigens are currently ongoing. This paper re-
views recent advances in and future trends of CT antigens for cancer immun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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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100년 동안 암에 대한 인간 면역 시스템의 강력한 세포

사멸 능력과 관계된 암 항원을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있어왔다. 면역치료를 위한 이상적인 암 항원은 정상 조직에

서는 발현되지 않고 특이적이고 안정하게 암에서 발현되며

암세포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중

요한 관점은 Autologous typing이라 불리는 접근법의 적용이

다. 이 접근법은 환자로부터 분리 후 배양된 암세포와 정상세

포가 환자 자신의 항체와 T cell에 의해 특이적 면역 인식에

대한 target으로 사용되어진다. 최초의 cancer-testis (CT) anti-

gen은 새롭게 개발된 DNA-cloning methodology (T cell에 의

해 인식된 target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를 통해 발견되었다

[40,41]. 멜라노마 환자에서 autologous tumor cells을 인식하

는 cytotoxic T cell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tumor antigen MZ2-E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클로

닝되었다. 그 유전자는 MAGE1이고 MAGE2 유전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MAGE3이 같은 cell line

에서 연속적으로 확인되었다[11]. MAGE1 유전자의 발현은

멜라노마, 유방암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의 암 조직에서 발견

되었다[39]. 하지만 고환을 제외한 정상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추가 분석에서 MAGE family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12개의 유전자가 알려졌고 Xq28에 위치하였다. sex-reversal

phenotype에 관한 유전자에 관한 연구 중 MAGE 유전자의

두 번째 유전자 군집을 밝혔고 그것들은 MAGEB 유전자를

암호화 하고 있었으며 Xp21.3에 위치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MAGEC 유전자를 암호화 하는 세 번째 유전자 군집이 확인되

었고, 그것의 위치는 Xq26-27에 있었다. 이들 가족성 유전자는

고환 또는 암조직에 제한적으로 발현되었다. 이에 비교하여

MAGED에서 MAGEL유전자는 앞의 MAGE 유전자들과 밀접

성이 떨어지고 많은 정상 조직에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8].

MAGEA1이 발견된 같은 환자로부터 cytotoxic T cell을 이용

하여 B melanoma antigen (BAGE) and G antigen 1 (GAGE1)

을 발견하였다[3]. 이 유전자들은 MAGE 유전자와 유사성을

띄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환과 악성 종양에서만 발현되는 점

은 비슷하였다.

암 항원을 찾기 위한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항체를 이용하

여 cDNA expression libraries의 screening 방법이다[32,33].

이 기술은 SEREX라고 불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암 항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Fig. 1). 이 방법은 Ludwi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의 주도하에 다양한 암 형태에

적용되었고 많은 그룹의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1,000개 이상의

암 항원의 발견을 이루었다(http://ludwig-sun5.unil.ch/

CancerImmunomeDB/; http://www.cancerim munity.org/

SEREX/). 암 항원의 카테고리에는 성인 조직에서 주로 발견

되는 돌연변이 형태나 과 발현 형태의 유전자 생산물이 이에

속하고 뿐만 아니라 성인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나

암 조직에서는 활성화되는 유전자도 이에 속한다. 특히 후자

는 SSX, SCP1, NY-ESO-1, 그리고 NY-SAR-35 등 여러 가지

testis-restricted antigen을 포함하고 있다[5,6,19]. 암에서 발현

되는 testis genes의 목록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이 카테고리

에 관한 명명이 필요하였고 Old 와 Chen 박사 그룹에서 CT

antigen으로 명명하였다[28]. 그리고 그 후 연구에서 CT anti-

gen은 고환의 생식 세포 계열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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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thod of SEREX for discovery of tumor antigen cDNA expression libraries are made from tumor tissues, tumor cell lies,

or testis tissues. The obtained cDNA library is cloned into λ ZAP expression vector. cDNA expression libraries are screened

with pooled sera of patients with cancers. Immune reactive clones are selected by reacting nitrocellulose membrane containing

recombinant clones with pooled sera of patients with cancers followed by incubation with alkaline phosphat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y. Thus selected clones are subjected to in vivo excision and sequencing to determine identity of each

immune reactive clone.

이고, 뿐만 아니라 태아 난소의 미성숙 생식 세포 내 영양막

세포에서도 발현된다[6].

MAGEA와 NY-ESO-1은 종양에 대한 T-cell의 반응을 자극

하며 강력한 암 백신으로 연구되고 있다[15,23]. 이들 항원 중

한 가지 또는 그 외 다른 것을 포함하는 백신은 세포성 그리고

체액성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치료받은 환자들의 일부가

예방접종의 임상적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백신 표적으로

CT antigen은 자세히 연구되었고 그들은 넓은 범위의 암 조직

에서 발현되었다. 추가적으로 가능성 있는 백신 표적을 확인

하기 위하여 암에서 재발현 되는 것으로 알려진 germ-line 유

전자에 대하여 전략적인 탐색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RT-PCR

후 PCR로 확인 작업을 거친 expressed sequence tag (EST)

data를 사용하여 이뤄졌다. 비록 transcriptional data가 tumor

antigen을 암호화 하는 유전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

과 germ-line에서 모두 발현되는 유전자 산물을 현재 CT anti-

gen으로 간주하고 있다. CT antigen의 현재 카탈로그는 100개

의 다른 CT antigen family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들 중

에는 다중 구성원을 가지는 MAGEA와 GAGE1과 같은 것이

있고 XAGE1a와 XAGE1b와 같은 스플라이스 변이체도 있다.

이 스플라이스 변이체는 89가지 전사체를 만들어낸다. CT an-

tigen이 되기 위한 단백질은 반드시 고환 또는 태반뿐만 아니

라 종양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 비생식

계열의 정상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비생식 계열의 정

상 세포 발현이 발견될 때 이것은 단지 고환에서 발현되는

수준의 일부분에 그친다. 생식세포의 발달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다른 유전자들이 체조직에서 발현된다. 알

려진 CT antigen이 존재할 때 활성화되는 유전자들은 암에서

germ-line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요

소가 될 것이다[35].

본 논문은 CT antigen 유전자의 특징, 분류, 생물학적 기능

및 암 면역 백신 응용에 대하여 고찰 할 것이다.

CT antigen이란?

CT antigens은 정상 고환과 여러 다른 종양에서 발현되는

종양 항원의 일종이다. 그들의 이름에서 암시하듯 그들의 발

현은 고환의 생식 세포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여성의 생식 기관과 영양막 세포에서도 발현된다. 태아 난소

의 미성숙 생식 세포(oogonia과 primary oocyte)는 cancer-tes-

tis antigen을 발현하지만 그들의 발현은 primordial follicle을

만드는 oocyte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태반의 세포 영양막과

융합세포 영양막은 일부 CT antigen을 발현한다. 태반에서 이

항원의 발현은 다른 항원의 발현과는 다르다. 그것은 그들 중

일부는 태반에서 발현되지 않으나 일부는 매우 높게 발현되

고, 그들의 발현은 태아 생식 세포에서와 비교 시 완벽히 동등

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16].

악성 조직과 영양막 세포는 침윤성, 파괴성, 전이성의 특징

을 공유하기 때문에 태반의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은 암에서와

비슷하다. 어떤 CT antigen은 nongametogenic tissue (췌장,

간, 비장)에서 germ cell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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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어떤 CT antigen (N-RAGE, NY-ESO-1, MAGE,

and SSX)은 성인과 태아 모두 골수 내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발현된다. 하지만 osteocyte와 adipocytes로 분화된 이후 그들

의 발현 정도는 저하된다. 그것은 CT antigen의 발현이 game-

togenesis의 특징이 될 뿐만 아니라 stem cell marker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다. 분화되지 않은 체액성 세포와 줄기

세포에서 이 항원의 제한된 발현은 embryonic development

에 필수적인 역할이 있음을 제안한다. CT antigens은 그들의

고도의 조직 제한적 발현 때문에 암 백신을 위한 표적 분자로

생각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종양에서 적어도 100개의 CT an-

tigen 유전자들의 발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24].

CT antigens의 동정

CT antigens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

된다.

T cell epitope cloning

CD8+ T cells에 의해 인식되는 많은 항원이 암세포로 구성

된 recombinant cDNA library을 표적세포로 형질도입하여 밝

혀지고 있다. 이 방법은 표적세포의 표면에 적합한 HLA 분자

를 발현시키고 그 다음 암 침윤물로부터 분리된 antitumor T

cells을 사용하여 표적세포 표면의 에피토프를 확인한다. 이

기술로 첫 번째 클로닝된 항원은 멜라노마 항원 MAGE-1이다.

B melanoma antigen (BAGE)와 G antigen (GAGE) gene fam-

ily를 포함하는 다른 새로운 암 항원이 이 기술에 의해 확인되

었다[3,40,41].

Serological analysis of cDNA expression libraries

(SEREX)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 시스템 모두 종양 항원의 인지에 관

여한다. Sahin과 그의 학생들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것은 항원의 확인을 위해 암환자의 항체 레퍼

토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Fig. 1).

SEREX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in

vivo에서 암세포에 의해 발현되는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선한 암 조직 표본을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환자 혈청의

사용으로 여러 항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스크리닝은

높은 역가의 항체반응을 나타내는 항원에 제한적이다.

SEREX는 암조직, 암세포 계열, 고환조직으로 준비된 박테

리아파지 재조합 cDNA expression library를 사용한다.

SEREX 분석을 위하여 암세포를 사용하는 것은 암조직 표본에

서 정상세포의 오염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방지하고 위양성

IgG expression clone을 일으키는 B cells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DNA exoression library는 E. coli에 형질도입

된다. 그 다음 재조합 단백질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이것

은 다시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옮겨진다. 이 mem-

brane을 희석된 암환자의 혈청에 배양시킨다. 높은 역가의 항

체와 반응하는 클론을 효소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양성 클론

은 DNA 염기서열분석으로 이어진다. 삽입된 DNA의 염기서

열 정보는 전사체의 발현 프로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또, 각 항원에 대한 항체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SEREX는 고형암, 자가면역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항원을 확인

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8]. 이 방법을 이용하여

밝혀진 CT antigens에는 NY-ESO-1, CT7/MAGE-C1, SCP-1,

OY-TES-1, HOM-TES-85, CAGE, cTAGE, and NY-SAR-35 등

이 있다[4].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analysis

Differential display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mRNA 사이

에 유전자 발현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 기술의 첫 번째는 조직의 DNA fingerprints를 제공하기

위해 PCR과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를 시행하는 것이다. 비교할 시료로부터 RNAs를 추출하고 그

것은 다시 역전사된다. 그리고 cDNA 혼합물은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된다. CT antigen은 고환과 암조직 라이브러리의 비

교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3].

Massively parallel signature sequencing (MPSS)

이 접근법에서는 서로 다른 RNA 전사체로부터 수많은 짧

은 염기서열의 tag이 발생하고 정상 고환과 다른 여러 암조직

의 MPSS data가 비교된다. 이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CT45라

불리는 새로운 CT antigen gene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종종

폐암에서 발현된다[7].

DNA microarrays

Microarrays는 고형 지지대에 수 천 개의 유전자 서열의

probe가 존재한다. 방사성, 형광물질 또는 화학발광체를 이용

하여 표지된 cDNA 표적이 array의 유전자 서열과 하이브리드

화 된다. 그리고 각각의 반응된 probe에 의해 발생된 신호 강

도가 반응의 정도를 암시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종양 샘

플들 사이의 유전자 풀에서 고환 특이적 항원에서 유래된

DNA 서열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

운 CT antigen이 확인되었고, 그 이름은 STK31이며 colorectal

cancer에서 확인하였다[43].

Tissue microarray

Tissue microarray technology 은 한 번의 실험에서 수 백

개의 조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 방법

은 단백질 발현에 대한 면역조직화학방법과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에 의존적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한 실험 당 수많은 샘플로 하나의 유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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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CT-X antigens*

CT antigen gene

family
CT identifier

Number of genes

in family

Chromosome

location

Expression during

germline maturation
Function

MAGEA CT1 12 Xq28 Spermatogonia Translation co-repressor

MAGEB CT3 4 Xp21-p22 Migrating PGCs Unknown

GAGE1 CT4 8 Xp11.4-p11.2 ND Unknown

SSX CT5 5 Xp11.23-p11.22 ND Unknown

NY-ESO-1 CT6 3 Xq28 Spermatogonia Unknown

MAGEC1 CT7 2 Xq26.Xq27.2 ND Unknown

MAGEC2 CT10 1 Xq27 ND Unknown

CTp11/SPANX CT11 4 Xq27.1 Spermatids Unknown

XAGE1/GAGED CT12 8 Xp11.22-p11.21 ND Unknown

SAGE1 CT14 1 Xq26 ND Unknown

PAGE5 CT16 2 Xp11.22 ND Unknown

NA88 CT18 1 Xp22.12 ND Unknown

IL13RA1 CT19 1 Xq24 ND Receptor for IL-13

CSAGE CT24 2 Xq28 ND Unknown

CAGE CT26 1 Xp22.13
Spermatids,

Spermatozoa
Possible helicase

HOM-TES-85 CT28 1 Xq23 ND
Possible transcriptional regulatory

protein

E2F-like/HCA6611 CT30 1 Xq26.2 ND Transcription factor

NY-SAR-35 CT37 1 Xq28 ND Unknown

FTHL17 CT38 1 Xp21 Spermatogonia
Possible ferritin heavy

polypeptide-like protein

NXF2 CT39 1 Xq22.1 Spermatogonia mRNA export to the cytoplasm

TAF7L CT40 1 Xq22.1 Spermatogonia
Possible TATA box binding

protein-associated factor

FATE1 CT43 1 Xq28 ND Unknown

This table is cited from the reference 35.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암조직의 샘플로 하

나의 고환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실험을 할 수 있다[22].

Serial analysis of gene expression (SAGE)

Serial analysis of gene expression (SAGE)는 많은 수의 전

사체를 정량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cDNA 전사체의

한 부분인 SAGE tag만이 각 특정 조직의 발현 프로파일 분석

을 위해 필요하다. 첫 번째로 SAGE tag의 concatemers (반복된

염기서열로 구성된 DNA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30개 정

도의 tag이 한 번에 염기서열분석이 이뤄진다. Concatenated

sequence 내 각각 tag의 빈도는 그 세포에서 해당 전사체의

양을 보여준다.

SAGE libraries는 세포나 조직 사이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12].

CT antigen의 분류

CT antigen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X chromo-

some 내에 암호화된 것(CT-X antigens)이고(Table 1) 하나는

X chromosome 내에 암호화 되지 않은 것(non-X CT antigens)

이다(Table 2)[35]. 약 50%의 CT antigen이 X chromosome에

위치한다. 이들 CT-X gene은 보통 inverted DNA repeats와

관계된 유전자 가족을 형성한다. Human X chromosome의

염기서열에 대한 연구를 통해 X chromosome의 약 10% 유전

자가 CT antigen 유전자로 생각되고 있다[30]. 정상 고환에서

CT-X genes은 일반적으로 spermatogonia에서 발현된다[35].

CT antigen 유전자의 발현은 다른 여러 종양에서 다르다.

가장 높은 빈도로 발현되는 암은 방광암, 폐암, 난소암, 간세포

암, 멜라노마가 있다. CT-X gene은 보통 비슷하게 발현되고,

그들을 발현하는 종양은 몇 가지 CT-X antigen를 함께 발현시

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 유방암의 40%, 그리

고 멜라노마의 65%가 3개 이상의 CT-X antigen을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on-X CT antigen에 대한 유전자들은 genome 전체

에 퍼져있고 일반적으로 유전자 가족을 형성하지 않으며 ge-

nomic repeats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환에서 그들의 발현은

spermatocyte와 같은 germ cell의 분화에서 더욱 두드러져 나

타난다. 고환에서 그들은 spermatogonia와 같이 germ ce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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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non-X CT antigens*

CT antigen

gene family
CT identifier

Number of

genes in family

Chromosome

location

Expression during

germline maturation
Function

BAGE CT2 5 13 Spermatogonia Unknown

SCP1 CT8 1 1p13-p12 Spermatocyte
Structural component of synaptonemal

complexes

BRDT CT9 1 1p22.1 ND
Possible transcriptional regulatory pro-

tein

HAGE CT13 1 6q12-q13 ND ATP-dependent RNA helicase

ADAM2 CT15 1 8p11.2
Spermatocyte,

spermatids
Sperm-egg membrane binding

LIP1 CT17 1 21q11.2 ND Membrane-associated phospholipase

TSP50 CT20 1 3p14-p12
Spermatocyte, round

spermatids
Protease

CTAGE1 CT21 2 18p11.2
Spermatocyte,

spermatids
Unknown

SPA17 CT22 1 11q24.2 ND
Binding sperm to the zona pellucida

and other cell-cell adhesion function

OY-TES-1 CT23 1 12p13.31 Spermatocyte
Binding sperm to the zona pellucida

and other cell-cell adhesion function

DSCR8 (also

known as

MMA1)

CT25 2 21q22.2 ND

Binds to proacrosin to mediate pack-

aging and condensation of the acrosin

zymogen in the acrosomal matrix

BORIS CT27 1 20q13.31 Spermatogonia Unknown
AF15q14 (also

known as

D40)

CT29 1 15q14 ND
Contains 11 zinc fingers, possible tran-

scriptional regulatory protein

PLU-1 CT31 1 1q32.1 Spermatogonia Possible suppressor of cell proliferation

LDHC CT32 1 11p15.5-p15.3 Spermatocyte Transcriptional repression

MORC CT33 1 3q13 Spermatogonia

Catalyses the conversion of L-lactate

and NAD to pyruvate and NADH in

the final step of anaerobic glycolysis

SGY1 CT34 1 19q13.33 ND Role in signal transduction

SPO11 CT35 1 20q13.2-q13.2 Spermatocyte
Formation of double strand breaks in

paired chromosome homologues

TPX1 CT36 1 6p21-qter Spermatocyte
Mediate the binding of spermatogenic

cells to sertoli cells

TDRD1 CT41 2 10q26.11 Spermatogonia RNA binding protein

TEX15 CT42 1 8p12 Spermatogonia Unknown

TPTE CT44 1 21p11
Secondary spermatocyte

and/or prespermatids
PTEN-related tyrosine phosphatase

This table is cited from the reference 35.

분화과정의 후반단계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발현된다. CT an-

tigen의 두 그룹이 각각 spermatogenesis의 다른 단계 동안

발현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12].

CT antigens의 면역성

많은 병리학자들의 연구에서 고환에는 blood-testis barrier

가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spermatogenesis는 사춘기에 시작되

고 면역 시스템이 비자기항원으로부터 자기항원을 구별하기

위한 능력이 갖추어질 때 세포 표면에 새로운 antigen이 발현

된다. 따라서 고환의 sperm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지 못한

다. 게다가 antigen-presenting cells은 보통 고환의 interstitial

space에 존재하나 이들 세포는 seminiferous tubules에 겨우

존재한다. 그래서 고환은 immune-privilege site로 고려되고

있다. 이 기계적 장벽은 세르톨리 세포들 사이와 모세혈관 내

피세포들 사이의 치밀이음부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식 세포의

표면에서 발현되는 human leukocyte antigen (HLA) class I

발현의 부족은 고환을 immune-privilege site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CT antigen은

immunotherpy에 대한 target으로 고려되고 있다[4].



Journal of Life Science 2011, Vol. 21. No. 6 917

CT antigens에 대한 체액성 면역반응이 몇몇의 종양에서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췌장암에서는 SCP-1, 유방암에서는

NY-ESO-1, SCP-1, SSX-2, 그리고 전립선, 갑상선, 유방암에서

CTSP-1에 대한 항체가 관찰되었고, 간세포암과 악성 멜라노

마에서 TSGA10에 대한 항체가, 그리고 다발골수종에서

MAGEA3, SSX2, 그리고 NY-ESO-1에 대한 항체 등이 발견되

고 있다. CT antigen은 또한 cytotoxic T lymphocyte에 대해서

도 immunogenicity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공혈

자의 말초혈액에서 생성된 Sp17 specific HKA-A1과 B27 re-

stricted cytotoxic T lymphocytes는 HLA가 맞는 골수종 세포

를 죽일 수 있었다[25,38,42].

CT antigens의 체액성과 세포성 반응은 항원 특이적 암

백신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NY-ESO-1

vaccine을 만들기 위하여 34회 이상의 시도가 이뤄졌다.

NY-ESO-1 펩티드, 단백질 그리고 pox-NY-ESO-1 백신은 모

두 환자의 강한 NY-ESO-1 체액성 그리고 세포성 반응을 유

도한다. Jonathan Cebon에 의해 시행된 NY-ESO-1

Protein/ISCOMATRIX® 시도는 희망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제 2상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 마우스에서 치

료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고려되는 salmonella/NY-ESO-1

vaccine은 현재 임상 시험을 위해 준비 중이다. 비록 항원

특이적 암백신의 개발이 여전히 초기단계이지만 이것은 미

래에 CT antigen이 면역치료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2].

종양에서 CT antigen 유전자 발현

다양한 종양 유형에서 CT-X antigen이 발현된다. RT-PCR

분석에 따르면 방광암, 폐암, 난소암, 간세포암과 멜라노마에

서 종종 발현됨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신장암,

대장암, 위암과 백혈병, 림프종에서는 CT-X antigen의 발현이

드물다. CT-X mRNA는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모든 전사체 중

에서 우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microarray에서 폐암을

연구한 결과 20개의 유전자가 정상 조직과 비교해서 과발현됨

을 알 수 있었다. 그 20개의 유전자 가운데 6개가 알려진 CT

antigen이었다. 흥미롭게도 과발현된 그 외 유전자들을 분석

한 결과 새로운 CT antigen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나타났다.

이 유전자는 태반과 고환에서 발현되고 뇌를 제외한 다른 모

든 정상 성인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36].

CT-X genes는 종종 공동 발현되고, 그들을 발현하는 종양

은 몇 가지 CT-X antigen을 함께 발현하는 경향이 있다. 유방

암과 멜라노마에서 발현된 9개의 CT-X antigen의 연구에서

유방암과 멜라노마가 각각 47%와 26%가 9개의 antigen을 발

현하였으며 유방암의 40% 그리고 멜라노마의 65%가 3개 또는

그 이상의 antigen을 발현하였다[31]. 비슷하게 폐암의 연구에

서 9개의 CT-X antigen의 발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33%는

CT antigen의 발현이 부족하였고, 10%는 하나의 CT antigen

만이 발현되었고, 57%에서 2개 또는 그 이상, 37%에서 3개

또는 그 이상의 antigen이 발현됨을 확인하였다[37].

CT-X antigen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종양에서는 다른 CT-X

antigen의 존재와 상관없이 항상 MAGEA3가 발현되었다. 반

면 NY-ESO-1은 MAGEA3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의 드물게 발

현되었다. 이 모든 관찰 결과로 볼 때 CT-X antigen의 발현은

상호협동된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의 한 부분의 활성화 결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CT-X antigen유전자 발현의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프로모터의 탈메틸화이다. 프로모터 내 CpG island의 메틸화

는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DNA 메틸

화와 크로마틴의 재구성의 변화로 Epigenetic reprogramming

이 인간의 두 세대를 거치며 일어난다.

지금까지 모든 CT-X 유전자는 정상 체조직 내에서 메틸화

된 CpG island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spermato-

genesis동안 탈메틸화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그것은 실험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항원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에서도 CT-X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탈메틸화 하였을 때 항원이 발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Global DNA hypomethylation, gene-spe-

cific hypomethylation, 그리고 regional hypermethylation은

tumorigenesis 동안에 일어나고 종양에서 global hypo-

methylation은 CT-X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이 있다[1].

최근 연구에서는 종양에서 global genome hypo-

methylation, repetitive DNA hypomethylation 그리고

MAGE 유전자 프로모터의 hypomethylation은 CT-X 유전자

의 발현을 유도하며 서로 관련이 있으나 tumor-suppressor

gene의 hypermethylation은 독립적인 것인 것으로 언급하였

다. 하지만 CT-X 유전자의 발현을 위해 hypomethylation 단

한 가지는 충분하지 못하다. 대장암 세포에서 DNA는 전반적

으로 hypomethylation 되어 있지만 CT-X antigen의 발현은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이다[10,17].

면역조직화학 분석법을 이용하여 종양에서 발현되는 CT-X

antigen을 확인한 결과 그 발현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종양 세포들의 각기 작은 부분들에서 발현되었다. 이

현상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종양이 줄기 세포와

분화된 세포를 모두 가지는 'quasi-tissue'로서 인식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CT-X antigen은 spermatogonia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종양 내에서 줄기 세포와 같은 특징에 대한 표지자로

생각된다. 정상 체조직에서 국소적인 CT-X antigen 발현에 대

한 다른 면역조직화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정상 체조직 줄

기 세포가 CT antigen을 발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Non-X CT antigen의 발현에 대한 조절과 한계 등에 대한

정보는 아직 유용하지 않다. non-X CT antigen 자체의 발현

과 CT antigen의 발현과의 관계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

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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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antigen의 기능

Functions of CT-X antigens

CT-X antigens은 암백신으로 개발 중이며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나 germ line과 종양에서 그들의 생물학적 기능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의 발현은 과연 종양 발생 과정

에 공헌 하는가 또는 세포의 변이 과정에 기능적으로 관련성

이 없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 실마리가 풀리

고 있다. MAGE와 같은 CT antigen의 발현이 인간의 종양발생

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CT antigen 중에서 MAGE 유전자 그룹은 25개 이상의 유전자

로 구성되며 MAGE homology domain (MHD)라 불리는 넓은

지역에 존재한다. MHDs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Drosophila

melanogaster 와 Aspergillus nidulans 같이 다세포성 기관에

존재하지만 Caenorhabditis elegans 또는 단세포성 기관에서

는 찾아볼 수 없다. MHD는 다른 알려진 단백질에 대한 어떠

한 homology도 포함하지 않는다. 많은 수의 type II MAGE

단백질(non-CT)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도메인은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자리임을 알았다. 지금까지 yeast two-hy-

brid assay를 통해 protein binding partner가 적극적으로 찾던

CT-X 유전자는 MAGEA1이었다. 고환의 cDNA libarary에서

발현된 단백질을 사용하여 MAGEA1에 대한 binding partner

로서 전사 조절체 SKIinteracting protein (SKIP)을 확인하였

다. MAGEA1이 SKIP에 부착하는 것은 MAGE 단백의 카르복

실기 말단에 달려있다. 그 위치는 MAGEA4와 공유되는 도메

인이며 MAGEA4는 또한 SKIP에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SKIP은 DNA binding protein을 다른 단백질에 연결시켜

주어서 전사를 활성화 시키거나 억제시키고, vitamin D, reti-

noic acid, oestrogens, glucocorticoids, NOTCH1 그리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신

호전달 체계에 참여하게 된다[34].

NOTCH1 pathway에서 MAGEA1은 SKIP-mediated

NOTCH1 signal transduction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신호전달체계에서 MAGEA1은 전사 억제

자로 작용할 수 있다.

MAGEA1의 germ line에서 기능은 아직 명료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SKIP을 통해 활성화 되는 신호전달 체계와 관

련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MAGEA1은 분화 시 필요한 유전자

의 발현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spermatogonia에서 발

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분화 단계에서는 발현되지 않

는다. 암세포에서 세포분화의 억제에 대한 이런 기능은 종양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른 암 관련 유전자를 이용하여 Yeast two-hybrid 연구를

시행한 결과 2개의 MAGE 단백질이 검출되었다. 그것은

MAGEA11과 MAGEA4이다. MAGEA11은 그것의 internal

domain interaction을 조절하여 androgen-receptor 기능을 조

절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질에서 MAGEA11-stabilized li-

gand-free androgen receptor는 축적된다. 하지만 agonist가

존재할 때 수용체의 amino-terminal ligand-binding domain

의 노출이 증가되고 SRC/p160 co-activator를 불러들이게 된

다. 따라서 MAGE는 androgen 신호전달의 이중 증폭 효과를

가진다[2].

MAGEA4는 oncoprotein gankyrin의 binding partner를 찾

는 동안 확인되었다[26]. MAGEA4와 gankyrin 모두 종종 간

세포암에서 과발현 된다. Gankyrin은 retinoblastoma tumor

suppressor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정에 없던 cell cycle로 진

입시켜 cell cycle arrest와 apoptosis를 방해한다. MAGEA4는

p53 의존적 그리고 비의존적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MAGEA4

의 카르복실기 말단이 자연적으로 잘려나가면서 생성된 pep-

tide의 활성으로 gankyrin의 oncogenic activity를 저해한다.

이렇게 MAGEA4의 활성이 MAGEA4의 분해 산물에 의존적

이라는 것은 MAGEA4의 또 다른 기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MAGEA4의 같은 카르복실기 말단 지역이 SKIP에도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MAGE 유전자 그룹은 다기

능 조절 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체세포에서

광범위하게 발현되는 MAGE 유전자들의 기능과도 일치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MAGE family member necdin은 세포 증식

의 강력한 저해자이다. 그것은 신경세포 또는 근육 세포와 같

이 post-mitotic cell에서 현저히 발현된다. Necdin은 MHD를

통해 몇몇의 oncoprotein, tumor-suppressor proteins, the

SV40 large antigen, adenovirus E1A, E2F1, E2F4, p53, EFA,

heterogeneous nuclear ribonucleoprotein U, 그리고 p75 neu-

trophin receptor와 상호작용한다. 분자들의 상호작용 중 nec-

din의 범위는 세포 분화를 위한 중요한 전사 인자인 D1x/Msx

homeodomain proteins에 까지 넓혀져 있다. Necdin은 먼저

두 MAGE 단백질의 MHD를 통해 다른 MAGE 단백질

(MAGED1)과 상호작용한 후 Msx homeodomain proteins과

상호작용한다. MAGED1은 그 후 D1x/Msx homeodomain 과

직접 상호작용하여 기능적 변화를 이뤄낸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암세포의 MAGE 유전자의 발현은 ma-

lignant phenotype과 치료의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중요한 결과를 내놓았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 tu-

mor-necrosis factor (TNF)에 대한 민감도와 MAGEA1,

MAGEA2 또는 MAGEA3의 발현과의 관계에 대하여 넓은 범

위의 human cell lines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3개의

MAGE 유전자 중 적어도 하나를 발현하는 세포계열은

TNF-mediated cytotoxicity에 대한 더 큰 저항성을 나타냈다.

또, ME-180 자궁 경부암 세포에서 MAGEA1가 형질도입 후

안정하게 발현될 때 TNF-mediated cytotoxicity에 대한 민감

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MAGEA2 또

는 MAGEA6 유전자의 과발현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암제

인 PACLITAXEL과 DOXORUBICIN 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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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며 MAGE 발현은 malignant phenotype에 관여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약물에 대한 내성은 침습적인 암 pheno-

type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MAGEA2 또는 MAGEA6 유전자

의 형질도입은 세포의 증식을 일으키나 그에 관한 분자 메커

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다[9].

MAGE-gene family이 외의 연구 중에서 한 연구는 CT anti-

gen이 malignant transformation의 중요한 인자에 직접 관여

하여 apoptosis를 저해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GAGE

family의 구성물인 GEGA7C 또는 GEGA7B는 HeLa cell에 형

질도입되었을 때 interferon-γ 또는 FAS (also known as

CD95/APO-1)를 유도하여 세포사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Functions of non-X CT antigens

고환에서 non-X CT antigen 유전자들 가운데 몇몇의 발현

이 감수분열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 유전자 산물 중

일부가 이 과정 동안 작용한다. 예를 들면 non-X CT antigen

SCP1과 SPO11 genes은 synaptonemal complex의 구성성분

이다. SPO11은 이중가닥 DNA를 자르고 감수분열 동안 재조

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SCP1은 synaptonemal

complex의 transverse filament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암

세포에서 non-X CT gene의 발현으로 생성된 단백질과 mi-

totic-specific protein의 혼합물은 비정상적인 크로모좀의 분

리와 홑배수체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COS cells

(transformed monkey fibroblasts)에서 SCP-1의 발현은 syn-

aptonemal complexes 형성을 유도한다. 그리고 과발현된 암

세포에서는 감수분열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불행히

도 COS cells의 핵형은 aneuploid이므로 SCP1이 크로모좀 구

조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할 수 없다[29].

Non-X CT antigen 유전자는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PLU-1은 transcriptional co-repressor 이다. 이것은 전사

인자 BF-1과 PAX9와 함께 작용하여 germline의 유전자 발현

을 조절한다. 마우스의 초기 배아발생에서 3개의 모든 인자가

함께 발현되며 PLU-1와 PAX9는 크로마틴의 구조를 변화시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PLU-1은 pachytene와 dip-

lotene spermatocytes 뿐만 아니라 pre-meiotic spermatogo-

nia에서 가장 높게 발현된다. 아마도 spermatogonia를 감수분

열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21]. 또한, PLU-1와 PAX9는 종양에서 과발현되고

악성 유방 세포를 포함하는 림프절에서 과발현된다. 또 다른

non-X CT antigen 유전자 산물인 BRDT은 히스톤의 아세틸화

로 풀려있는 크로마틴을 응집시킨다. 이 과정은 elongating

spermatids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세포의 표면에서 발현되는 TPX1 와 ADAM2 가 있다.

TPX1은 고환에서 세르톨리 세포에 spermatogenic cell이 부착

할 때 필요한 단백질을 암호화 하고 있고, metalloproteinase

ADAM2는 정자와 난자의 막결합에 관여한다.

정상세포와 악성 세포에서 CT-X와 non-X CT antigen유전

자들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생산물은 세포의 신호전달체계, 전사, 번역, 크로모좀의 재조

합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

다[35].

Cancer vaccine trials targeting CT antigens

CT antigen이 치료적 암백신 표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중 MAGEA3 또는

NY-ESO-1의 peptide-based vaccines과 recombinant protein

vaccine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루어졌다. 멜라노마 환자에서

두 peptide vaccine은 부분적인 종양의 관해를 유도하였고 경

우에 따라서 완전 관해를 유도하기도 하였다[15,23].

Peptide vaccine과는 달리 recombinant protein vaccine은

환자의 HLA type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CD8+과 CD4+ 면역반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것은 더 넓은 범위의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MAGE-A3 recombinant protein에 대한 시험으로

GlaxoSmithKline에 의해 만들어진 His-tag MAGE-A3 pro-

tein이 제 3기와 4기 멜라노마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26명의 환자 중 5명의 환자에서 임상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 2상 임상실험은 182명의 비소세포

성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중간 결과에서 dis-

ease-free survival의 개선(hazard ratio=0.666, p=0.12)이 관찰

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제 3상 임상실험이 2270명의 폐암환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immunological ad-

juvants (AS15 vs. AS02B)를 평가하기 위해 멜라노마 환자에

대하여 MAGE-A3 proteins의 제 2상 임상실험도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분석 중이다[20].

NY-ESO-1에 대한 첫 번째 recombinant protein vaccine 임

상실험은 멜라노마 환자에서 시행되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

한 후 His-tagged recombinant proteins을 사용하여

ISCOMATRIX adjuvant의 유무에 따른 시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ISCOMATRIX adjuvant와 함께 NY-ESO-1을 받은

거의 모든 환자에서 anti-NY-ESO-1 antibody 반응이 있었고

광범위한 NY-ESO-1 에피토프에 대한 CD4+ 과 CD8+ T-cell

반응도 함께 유도 되었다.

임상적으로 NY-ESO-1 백신은 멜라노마의 재발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라시보 또는 NY-ESO-1만 복용

한 환자 23명 가운데 14명이 재발하였으나 ISCOMATRIX와

함께 NY-ESO-1을 복용한 19명의 환자 중에서는 단지 2명만이

종양의 재발을 보였다. 하지만 제 3기와 4기의 멜라노마 환자

를 대상으로 같은 백신을 이용한 최근 연구는 27명의 환자

가운데 단지 1명만이 객관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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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cell 반응은 이전의 minimal residual disease를 가진 환자

그룹에서 나타난 반응보다 더 저하되어 있었다. 이 저하된

T-cell 반응의 이유는 regulatory T-cell에 의한 면역저하 때문

이었다. 그리고 저자는 백신을 이용한 치료는 minimal re-

sidual disease 또는 초기 질병에서 종양의 크기가 작고, 면역

저하정도가 최소화 될 때 더욱 유리할 것으로 제안하였다[27].

ISCOMATRIX adjuvants 뿐만 아니라 cholesterol-bearing

hydrophobized pullulan (CHP-NY-ESO-1)와 NY-ESO-1가 융

합된 형태 또는 CpG, Montanide ISA-51, imiquimod, 등의

다른 adjuvants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다른 형태의

NY-ESO-1 protein vaccine constructs가 평가 중에 있다.

또, DNA 백신을 사용하여 in vivo에서 NY-ESO-1 단백질

생산의 가능성이 시험되고 있다. Naked plasmid DNA, vacci-

nia⁄fowlpox viral constructs를 사용하거나 또는 Salmonella

typhimurium과 같은 박테리아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제 1상/2상 임상실험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NYESO-1 특이적 면역반응이 유도됨을 보여준다.

항원 특이적 암백신의 가능성을 제외하고서도, NY-ESO-1

는 adoptive immunotherapy에 유용하다. NY-ESO-1 에피토

프에 제한된 HLA-APB1*0401를 표적으로 하는 CD4+ T-cell

clones을 멜라노마 환자로부터 분리하여, in vitro에서 증가시

키고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였다. 이 환자에서 질병의 완벽한

해소기가 관찰되었고, 치료 후 2년 동안 disease-free 상태가

지속되었다. In vitro 시험에서 이 환자의 adoptive transfer 이

후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anti-MAGE-A3와 anti-Melan A

T-cell 반응이 나타났고, 이는 antigen spreading을 의미한다

[14].

최근, NY-ESO-1는 CTLA-4 blockade와 같은 비특이적 면

역치료적 접근과 함께라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 이 연구에서 15명의 멜라노마 환자들이 anti-CTLA4 mon-

oclonal antibody (ipilimumab)로 치료하였고, 임상적 이득의

장점의 증거를 가진 8명의 환자 중 5명에게서 NY-ESO-1 anti-

body가 양성으로 보였으나, 7명의 아무런 임상적 반응이 없는

환자들의 혈청에서는 NY-ESO-1 antibody가 발견되지 않았

다. 이 결과는 백신치료 후에 anti-NY-ESO-1 면역반응의 유도

와 함께 anti-CTLA-4을 병행한 치료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4,44].

고 찰

CT antigens은 정상 고환과 여러 다른 종양에서 발현되는

종양 항원의 일종으로 암세포에 대해 특이적으로 발현한다.

이것은 종양 세포의 초기 발견이나 target specific gene-ther-

apy 또는 암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고환의

immune-privillege와 다양한 암에서 발현되는 testis-specific

gene은 암백신의 개발을 위해 유용한 점들이다.

CT antigen과 그것들의 세포성과 체액성 반응에 대한 연구

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환자의 면역치료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종양 세포에서 많은 변화는

DNA/RNA 분석에 의해 확인하지 못하는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종류의 종양에 대

한 프로테오믹스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종양세

포의 단백질 수준에서 CT antigen의 변화를 확인하고 정상세

포와 비교한다면 암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면역치료는 여전히 임상 전 단계 그리고 임상실험

중에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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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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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하

1
․이상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Cancer-testis (CT) antigen은 다양한 종양과 정상 고환에서 제한적으로 발현되고, 암환자에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종양항원이다. 지금까지 MAGE, NY-ESO-1, GAGE, BAGE, LAGE, SSX2,

NY-SAR-35를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CT antigen들이 동정되었고, 이러한 CT antigen들은 백신을 이용한 면역치

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CT antigen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X 염색체에 암호화 되어있는 CT-X gene과 X 염색체에 암호화 되어있지 않은 non-X CT gene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몇몇의 종양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거나 발현되지 않는 CT antigen도 존재한다. 생식세포 조직과

종양에서 CT-X gene의 생물학적 역할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러 종류의 CT antigen을 이용

한 암백신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암의 면역치료를 위한 CT antigen의 최근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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