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ctor
Artificial Chromosome Vector
인공 염색체 벡터는 Tottori 의과대학 Mitsuo Oshimura 교수 등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인간이나 쥐의 염색체에서 세포의 염색
체 유지 및 분열에 불필요한 유전자 영역을 삭제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를 HAC(Human Artificial Chromosomes: 인간 염색
체 유래 인공 염색체) 벡터 또는 MAC(Mouse Artificial Chromosomes: 마우스 염색체 유래 인공 염색체) 벡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공 염색체 벡터는 염색체의 특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기존의 플라스미드/바이러스 벡터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플라스미드/바이러스 벡터 등으로부터 안정한 유전자 발현 세포주를 구축하는 방법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원하는
외래 유전자가 통합된 벡터를 숙주 염색체에 삽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주 염색체에 벡터를 무작위로 삽입하고
복제 수 역시 가변적이어서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기존 Plasmid/Viral vector가 가지는 문제점에는
1. Transfection할 DNA의 크기가 제한
2. 외래 유전자 삽입에 의한 숙주 유전자 파괴
3. 외래 유전자 삽입에 의한 악성 형질전환 등 세포의 성질 변화
4. 삽입 위치 및 복제 수의 차이로 인한 클론간 발현 수준의 차이
5. 계대 배양에 의한 유전자 침묵 등이 있습니다.
인공 염색체 벡터는 숙주 세포주에서 숙주 염색체와 독립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벡터들이 가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
니다.

Construction method of HAC (human artificial chromosome) vector

▲
▲

Inserting loxP

hCr.21

Cutting of Short arm

hCr.21-loxP

References：Y. Kazuki et al., Gene Therapy (2011) 18 3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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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r.21-loxP△p

Artificial telomere arrangement
loxP sequence

Cutting of long arm

HAC Vector
(hCr.21-loxP△pq)

Artificial chromosome vector의 특징
인공 염색체 벡터는 기존 벡터에 비해 안정적인 유전자 발현 세포주의 생성, 형질전환 동물의 제작, 고단백 생산 세포의 구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A. 유전자 전달 벡터의 크기 제한. 각 벡터의 최대 전달 가능한 DNA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HAC 벡터와 염색체는 1Mb보다
큰 DNA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크기 제한은 각 벡터에 따라 다릅니다.
Plasmid
(~20 kb)

Virus
(~150 kb)

BAC/PAC
(~300 kb)

YAC
(~1 Mb)

HAC
Chromosome

10 kb

100 kb

1 Mb

10 Mb

100 Mb

B. Conventional gene transfer vector + desired DNA
Promoter + cDNA

•
•
•
•

C. HAC vector + desired DNA

Promoter + cDNA

Integration into the host genome (genomic disruption)
Unpredictable copy number (multi-copy insertion)
Frequent silencing of the transgene
Limitation of inserted DNA size

•
•
•
•

No intergration in the host genome
Low/one copy and mitotically stable
No silencing of the transgene
No/variable limitation of inserted DNA size
(depending on the HAC vectors)

Artificial chromosome vector와 기존 벡터와의 비교

Vector
Host chromosomal
integration type

Vector type
Localization of
vectors

Host chromosome
non-integration type

Plasmid Vector

Adenovirus

Sendai Virus

Artificial Chrmosome Vector

Double stranded DNA

Double stranded DNA

Single stranded DNA

Double stranded DNA

To be integrated into
the host chromosome

Independent presence in
nucleus
(Some are integrated into
the host chrmosome)

Independence in
cytoplasm

Independence in the nucleus

Gene size that
can be loaded

~ 5 kb
(A few genes)
( It can be installed up to 36 kb, but it has not been put into practical use)
There is a limit on the number of genes that can be mounted

Strong
expression level

It changes according to
insertion site and copy
number
Can't control

Stability of
expression

~300 kb

Expression loss may
occur
Unstable

~ 8 kb

It depends on the number of infections
Control to some extent

Transient expression
Unstable

Transient expression
Unstable

There is no limit (Mb)
Can carry multiple genes
Since it's maintained in a
certain number in the cell, it
changes with the strength of the
promoter
Control to some extent
Over 50 generations
(transcription level)
Stable

An artificial chromosome vector has a characteristic property as compared
with a vector which is widely used in mammalian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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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Line
New CHO Cell Lines
for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CHO-Spica

CHO-Neo

• Adapted to serum-free, suspension culture in animal
component-free chemically defined medium

• Adapted to serum-free, adherent culture in animal
component-free chemically defined medium

• High protein expression

• Keep alive at high confluency
• High protein expression

이 CHO 세포주들은 암컷 Chinese 햄스터의 난소에서 새로 확립하였습니다.
세포들은 자발적인 형질전환에 의해 불멸화 되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CHO Cell Line을 이용한 IgG 발현
Continuous IgG production by CHO-Neo
cells with microcarriers

IgG productivity of stable cell pools

CHO-K1
Mammalian PowerExpress System®

CHO-Spica
pCHR042

pCHR069

Days of Culture

배지와 벡터 또한 Chomocenter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 SpicaM-100: CHO-Spica cells의 부유 배양을 위해 최적화시킨 배양 배지
• pCHR series: 포유류 세포에서 재조합 단백질의 구성성 발현(constitutive expression) 및 고발현 세포의 효과적인 선택을 위해 고안
된 발현 벡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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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Monoclonality Analysis
CHO 세포주에 대한 검증 서비스
세포주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있어 재조합 세포주의 단일 클론성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서비스 용역 업체인
Chromocenter는 재조합된 CHO 세포주의 단일 클론성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규제당국은 CHO 세포주 은행의 단일 클론성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FDA는 삽입된 부위(integration sites)에 대한 평가로
단일 클론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Chromocenter는 fluorescence in situ hybridiation(FISH) 방
법에 멀티 컬러 FISH(mFISH)를 결합한 새로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mFISH는 염색체 구성을 시각화하고, 삽입된 유
전자가 있는 특정 염색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Chromocenter의 mFISH 및 FISH(mFISH/FISH) 분석을 통해 CHO 세포의 염
색체 재배열에 관계없이 외래 유전자(transgene)의 통합 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재조합 CHO 세포주의 단일 클론성을 분석하는가?
무작위로 통합된 경우, 삽입된 사이트는 단일 클론성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일 클론 세포군집에서는 모든
세포가 동일한 통합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HO 세포주의 단일 클론성을 평가하기 위한 Chromocenter의 분석 서비스
염색체 분석 (Chromosome Analysis): 핵형 분석을 통해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mFISH(multicolor FISH)

FISH(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Short arm: Chromosome 8 (orange color)
Long arm: Chromosome 3 (gray color)
Chromosome M
염색체 M (왼쪽 염색체)의 단암에 있는 8번 염색체 유래 영역에서 외래 유전자가 매핑되었습니다.
Chromocenter의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여 삽입된 영역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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