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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균 초항원이 말초혈액 단핵구와 대식세포에서
Toll-like receptor의 발현에 미치는 향

  대표적인 세균 초항원(superantigen)인 포도구균 장독소 B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SEB)는 독성 쇽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과 중증 패혈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SEB가 어떤 기전을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 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 미생물이나 미생물 독소의 특정 구조인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PAMP)을 인지하는 수용체로 Toll-like receptor (TLR)가 밝혀졌으며, 이는 주로 단핵구계 

세포에 많이 분포한다. 사람에는 10개의 TLR가 밝혀져 있으며, 이중 TLR2와 TLR4는 각각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과 지질다당질(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해 활성화되어 신호

전달을 촉발하는 수용체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균 초항원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

에 TLR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제한 SEB로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와 사람 단핵구 

유사 THP-1 세포주, TLR4 돌연변이 C3H/HeJ와 TLR4 정상인 C3H/HeN 마우스의 대식세포

을 자극하여 TLR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의 변화를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확인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세균 초항원인 SEB를 dye ligand affinity chromatography법으로 분리 정제하 으며, 

BALB/c 마우스를 이용한 치사율 실험과 마우스 비장세포를 이용한 
3
H-thymidine 흡착 실험

에서 강력한 초항원 효과가 관찰되었다.

  2. 정제된 SEB로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를 자극하 을 때 TLR1과 TLR5의 mRNA 발현이 

점진적으로 상승하 고, TLR4 mRNA의 발현은 SEB 처리 후 1, 2시간째는 발현이 억제되다

가 3시간 이후에 상승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3. TLR4 mRNA 발현의 변화는 말초혈액 단핵구를 LPS로 자극하 을 때에도 관찰되었고 

SEB와 LPS를 동시에 자극하 을 때 더 현저한 변화를 보 다.

  4. THP-1 세포주를 SEB나 LPS로 자극하 을 때 TLR2보다는 TLR4의 mRNA 발현에 현저

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5. TLR4 기능에 결함이 있는 C3H/HeJ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는 SEB 자극에 의한 정상적

인 TNF-α mRNA 발현의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세균 초항원인 SEB에 의한 말초혈액 단핵구와 대식세포 활성은 TLR4에 의

한 신호전달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을 발견하 고, SEB와 LPS를 병용 처리 시 TLR4 발현에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Toll-like receptor, 초항원, 포도구균 장독소 B, 내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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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초항원이 말초혈액 단핵구와 대식세포에서 
Toll-like receptor의 발현에 미치는 향

＜지도   신    계    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효      열

I. 서      론

  세균에서 분비되는 외독소 중 초항원(superantigen)은 비특이적으로 강력하게 T 림프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2 (IL-2), 

IL-1, interferon-γ 등의 사이토카인이 독성 농도로 과량 분비되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인 독성 쇽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은 사람에서 가장 

위험한 증후군의 하나로 사망률이 높으며,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1,2
 

또한 초항원은 그람 음성균 내독소인 지질다당질(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한 패혈증에서 

상승작용으로 더욱 강력한 염증반응을 유도하는데 관여한다.
3

  세균 초항원의 종류로는 Staphylococcus aureus에서 만들어지는 포도구균 장독소 B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SEB), 독성 쇽 증후군 유발독소-1 (toxic shock syndrome 

toxin-1, TSST-1)과 Streptococcus pyogenes에서 만들어지는 연쇄구균 발열외독소 A 

(streptococcal pyrogenic exotoxin A, SPEA)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그람 음성균, 바이러스, 

미코플라스마, 기생충 등에서도 만들어진다.
2
 이중 SEB가 초항원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기

전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4
 초항원은 항원전달세포(antigen presenting cell)의 MHC 

class II 분자와 T 림프구의 T 세포 수용체(T cell receptor) Vβ 부위와 비특이적으로 결합하

여 단핵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초항원은 항원전달세포의 

MHC class II 분자와 강력한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 세포가 배제된 상태

에서 초항원이 항원전달세포의 MHC class II 분자와 결합하여 IL-1, TNF-α, NO synthase 

활성 등을 유도하고,
5
 쥐의 대식세포와 가지돌기세포(dendritic cell)에서 IL-12 생성을 증가

시킨다.
4,6
 대식세포에서 초항원에 의해 IL-12를 분비하는 신호전달 경로는 nuclear factor-κ

B (NF-kB)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분비된 IL-12는 T 림프구에 작용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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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특이적으로 T helper 1 반응을 활성화하게 되고 TNF-α, IL-2, IL-1, interferon-γ 등의 사

이토카인이 과량 분비되어 독성 쇽 증후군이나 패혈성 쇽을 유발하게 된다.
7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이런 신호전달 경로만으로는 초항원에 의한 심각한 독성반응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아직 초항원에 의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기전은 명확

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비록 초항원에 의한 T 세포의 활성이 MHC class II 분자에 의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항원전달세포에서는 MHC class II 분자의 발현이 초항원

에 의한 T 세포 반응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MHC class II 분자 이

외에 다른 보조 수용체(coreceptor)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며, 실제로 사람 단핵구

에서 CD38이 MHC class II 분자와 함께 초항원에 의한 T 세포 활성에 보조 수용체로 관

여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어
8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신호전달 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세포막 수용체인 Toll-like receptor (TLR)가 미생물 병독인자의 특정 구조인 patho-

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PAMP)을 인지하여 사이토카인 생성 신호체계를 촉발함으

로써 고유면역(innate immunity)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
 최근까지 사

람에는 10개의 TLR가 밝혀져 있으며, 이 중 특히 TLR4는 그람 음성균의 당지질 성분인 

LPS에 의해 활성화되고, TLR2는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에 의해 활성화되는 주요 수용

체로 알려졌다.
9-11
 이 수용체는 단핵구와 대식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식세포에서 IL-12p40 촉진 유전자의 nucleosome 재형성이 TLR에 의존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12
 LPS와 마찬가지로 SEB도 단핵구 세포의 활성에 의해 유사한 면역반응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SEB와 TLR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최근까지 이에 대

한 실험적 증거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세균 초항원인 SEB에 의한 면역세포의 활성에 TLR의 관

련성을 알아보고, 또한 그람 음성균 내독소인 LPS에 의한 TLR의 활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

는지 조사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실험동물로는 무균상태가 입증된 8주령 암컷 BALB/c 마우스(대한바이오링크, 음성, 대

한민국)와 7주령 수컷 C3H/HeJ 및 C3H/HeN 마우스(Japan SLC, Shizuoka, Japan)를 구입하

여 실험에 사용하 다. 이들 동물들은 수돗물과 pellet 사료(삼양유지사료주식회사, 원주, 

대한민국)를 공급받았으며 항온 항습기에서 사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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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법

  가. SEB의 생산 및 정제

  실험에 사용할 세균 초항원으로 SEB를 분리 정제하여 사용하 다. 분리정제 방법은 이

미 알려져 있는 dye ligand affinity chromatography법
13,14
을 이용하 다. 장독소 B를 생산하는 

균주인 Staphylococcus aureus ATCC 14458 균주를 1% (wt/vol.) niacin (Sigma, St. Louis, MO, 

USA), 0.5% (wt/vol.) thiamin (Sigma)을 첨가한 N-Z amine A 액체배지에서 37
o
C로 24시간 

진탕 배양한 후 10,000 g에서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제거하 다. 배양 상층액에 -20
o
C의 

에탄올을 최종 80%되게 서서히 가한 후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그리

고 침전단백질을 10,000 g에서 원심분리하여 회수하 다. Reactive red 120 (Sigma) 부유액

을 내경 1.5 cm의 column에 15 cm되게 충진한 후 50 ml의 증류수로 평형시켰다. 여기에 

80% 알콜 침전으로 얻은 단백질을 20 ml의 증류수에 녹여 주입하고 0.1 M NaCl 100 ml를 

흘려 수지에 붙지 않은 단백질을 제거하 다. 그리고 0.3 M의 NaCl로 용출하면서 분획수

집기(fraction collector)로 5 ml씩 분획하여 각 분획마다 단백질을 정량하 다. 이때 단백질

이 용출되는 분획을 전기 동하여 SEB임을 확인하 으며, 분자량 10,000 Da의 한외여과막

으로 여과하여 NaCl을 제거하고, 동결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정제된 SEB는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시

행하여 단일 밴드임을 확인하 다. Stacking gel과 separating gel을 5%와 12% polyacrylamide

의 조성으로 만들었다. 단백의 양은 약 2 μg/ml가 되도록 조정하여 각 홈에 10 μg씩 넣고 

수직형 전기 동을 200 Volt에서 45분 동안 실시하 다. 단백질의 분자량 측정은 SDS 

molecular weight marker kit (Sigma)를 기준으로 하 다. 분리 정제된 SEB의 내독소 함량은 

Limulus amebocyte lysate assay (Endosafe
Ⓡ
, Charles River laboratories, Wilmington, MA, USA)

로 측정한 결과 SEB 1 μg당 0.0000098 μg의 LPS가 함유된 것을 확인하 다.

  정제된 SEB의 초항원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마우스 비장세포에서 세포 증식반응을 알

아보았다. BALB/c 마우스에서 적출한 비장을 핀셋으로 가볍게 문질러 비장세포를 유리시

켰다. 이 세포를 3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0.85% NH4Cl를 이용하여 적혈구를 용해

한 후 10% 우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Laboratories Inc, Logan, UT, USA)

이 함유된 RPMI 1640 배지(Hazleton Research Product Inc, Denver, PA, USA)에 부유시켰다. 

Thymidine 흡착시험을 위해 비장세포를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2×10
4
 세포를 넣고 정제

된 SEB를 농도별로 가하 다. 37
o
C CO2 incubator에서 3일간 배양한 후 0.25 μCi의 

3
H 

thymidine (PerkinElmer life sciences Inc, Boston, MA, USA)이 함유된 용액으로 6시간 동안 

처치하여 cell harvester (Skatron instruments Inc, Sterling, VA, USA)로 동일회사 제품인 glass 

fiber filter에 흡착시키고 건조시킨 후 scintillation beta counter (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CA, USA)로 세포내에 흡착된 
3
H-thymidine의 량을 측정하여 정제된 SEB에 의한 

림프구 증식반응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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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마우스에서 정제된 SEB의 치사율을 알아보기 위해 8주령 암컷 BALB/c를 각 5마리

씩 한 군으로 하여 SEB의 용량을 달리하여 복강 내 주사하 다. 이때 간 대사를 억제기 위

해 98% D-galactosamine hydrochloride (Sigma)를 마리당 20 mg씩 SEB와 동시에 복강 내로 

주사하 고, 각 군별로 치사 정도를 관찰하 다.

  나. 세포 분리 및 배양

  사람 대식세포주인 THP-1 세포와 건강한 성인에서 채혈한 혈액으로부터 분리된 말초혈

액 단핵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를 SEB와 LPS 자극에 의한 TLR와 사이

토카인 mRNA의 발현양상을 확인하는데 이용하 고, C3H/HeJ과 C3H/HeN 마우스의 복강에

서 분리한 대식세포를 SEB 자극에 의한 TNF-α mRNA의 발현을 보는 데 사용하 다.

  (1)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의 분리: 건강한 성인에서 채혈한 혈액의 백혈구 연층(buffy 

coat)으로부터 Ficoll-Hypaque 중층원심법으로 단핵구를 분리하 다. 말초혈액과 인산완충

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동량으로 혼합한 뒤 Ficoll hypaque (Pharmacia LKB 

Biotechnology Inc, Piscataway, NJ, USA)로 20분간 1,5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

리한 후 단핵구만을 수확하 으며, 남아있는 적혈구는 0.85% NH4Cl를 이용하여 용해시키

고 PBS로 세척하 다. 세포침전물에 PBS를 넣어 부유시킨 후 혈구계산기에 10 μl를 넣고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정하 다. 세포를 10% 우태아 혈청이 함유된 

RPMI 1640 배지에 부유하 으며, SEB와 LPS로 자극하기 전까지 5% CO2가 함유된 37
o
C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2) THP-1 세포주 배양: 실험에 사용된 사람 대식세포주인 THP-1은 American Type 

Culture and Collection (ATCC)에서 분양받아 계대배양하여 사용하 다. 세포 배양은 RPMI 

1640 배지에 10% 우태아 혈청과 페니실린 100 IU/ml, 스트렙토마이신 100 μg/ml을 첨가하

여 사용하 다.

  (3) C3H/HeJ와 C3H/HeN 마우스 대식세포의 분리: C3H/HeJ와 C3H/HeN 마우스에 무균 

처리한 3% thioglycolate broth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3 ml를 복강 내 주사하

고, 4일 후 마우스를 희생 시켜 복강 내로 5 ml의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 (DMEM;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 배양액으로 세척하여 대식 세포를 분리하 다. 분

리된 대식세포는 trypan blue로 염색하여 90% 이상의 세포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 다. 세

포침전물은 10% 우태아 혈청(Life technologies)과 glutamine (Life technologies), HEPES (Life 

technologies),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Life technologies), 비필수아미노산(Life technologies)

이 함유된 DMEM에 부유시킨 후에 6 well plate에 well당 5×10
6
 세포를 용기에 나누어 담

고 SEB 자극 전까지 5% CO2가 함유된 37
o
C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다. SEB와 내독소를 이용한 세포자극

  말초혈액 단핵구와 THP-1 세포주는 세균 초항원인 SEB와 내독소인 LPS (Escherichia 



- 6-

coli 055:B55, Sigma)로 자극 후 TLR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mRNA 발현을 보는데 사용하

다. C3H/HeJ과 C3H/HeN 마우스에서 분리한 대식세포는 세균 초항원인 SEB 자극 후 

TNF-α mRNA 발현을 보는데 사용하 다. SEB와 LPS의 자극 농도와 시간은 반복적인 예비

실험을 통해 결정하 다. 배양된 말초혈액 단핵구와 THP-1 세포는 6 well plate에 well당 5×

10
6
개의 세포를 넣고 4시간이 지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새 배지와 함께 SEB나 LPS 또는 

SEB와 LPS를 동시에 50∼100 ng/ml 농도로 처치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TLR와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양상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 다. C3H/HeJ과 C3H/HeN 마우스에서 분리한 대식

세포는 well당 5×10
6
개의 세포를 6 well plate에 넣어주고 10% 우태아 혈청이 함유된 DMEM

으로 48시간동안 배양 후 배지를 2% 우태아 혈청이 함유된 DMEM으로 교환하면서 SEB 또

는 LPS를 50 ng/ml 농도로 첨가한 후 적절한 시간동안 배양하여 RNA를 분리하 다.

  라. RNA 분리 및 cDNA 합성

  Trizol 용액(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을 이용하여 RNA를 분리하 다. 그 

과정으로는 배양접시를 PBS로 세척하고 Trizol 용액을 넣어 세포를 깬 후 상온에서 5분간 

두었다가 시료 당 0.1 ml씩의 chloroform을 첨가한 후 15초간 진탕하 다. 원심분리 후에 

RNA가 포함된 상층액을 tube로 옮겨 담은 후 isopropanol 0.3 ml 첨가하고 tube를 한번 뒤집

어 섞은 후 상온에 10분간 두었다가 4
o
C에서 12,000 g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 

후 RNA 침전물을 제외한 나머지 용액을 제거하고 나서 75% 에탄올을 500 μl 첨가하여 흔

들어준 후 4
o
C에서 7,000 g로 5분간 원심분리 하 다. 이후에 상층액은 제거하고 RNA 침

전물은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후 diethylpyrocarbonate로 처리한 증류수 30 μl를 첨가하여 

RNA를 녹이고 나서 RNA 정량과 역전사반응에 사용할 때까지 -70
o
C에 보관하 다. RNA 

정량은 증류수에 녹아 있는 RNA 용액 5 μl에 증류수 400 μl를 첨가하여 잘 섞은 다음 분

광광도계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 다. cDNA를 합성하기 위해 

1∼2 μg의 RNA와 완충용액, 500 ng의 oligo-dT primer, 15 U의 avian myeloblastosis virus 역전

사효소, 20 U의 RNase inhibitor (Rnasin), 1 mM의 dNTP, 5 mM의 MgCl2를 얼음 위에서 혼

합하여 20 μg의 반응액을 만들었다(Reverse transcription system A3500: Promega, Madison, 

WI, USA). 이 반응액을 PCR thermal cycler (Hybaid, Franklin, MA, USA)를 이용하여 42
o
C에

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95
o
C에서 5분간 두어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고 5

o
C에서 10분간 두었

다가 실험에 사용할 때까지 -70
o
C에 보관하 다.

  마. 중합효소연쇄반응

  역전사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cDNA는 각각의 실험 목적에 맞게 TLR1∼TLR9, 

TNF-α, IL-6, IL-12,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β-actin에 대한 

primer를 사용하여 증폭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기 위하여 cDNA 1∼2 μ1, 완충

용액, 0.2 mM dNTP, 1.25 U Taq polymerase (Takara, Otsu, Shiga, Japan), primer, 2 mM 



- 7-

MgCl2를 넣어서 50μ1의 반응액을 만든 후 thermal cycler에 넣고 적절한 조건으로 중합효

소연쇄반응을 수행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된 primer 서열과 증폭조건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산물은 ethidium bromide가 함유된 2% agarose gel에 전기 동하여 

증폭산물을 관찰하 다. 각각의 시료에서 GAPDH 또는 β-actin의 발현정도를 densitometer

표 1.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한 primer 서열과 증폭산물의 크기
ꠧꠧꠧꠧꠧꠧꠧꠧꠧꠧꠧꠧꠧꠧꠧꠧꠧꠧꠧꠧꠧꠧꠧꠧꠧꠧꠧꠧꠧꠧꠧꠧꠧꠧꠧꠧꠧꠧꠧꠧꠧꠧꠧꠧꠧꠧꠧꠧꠧꠧꠧꠧꠧꠧꠧꠧꠧꠧꠧꠧꠧꠧꠧꠧꠧꠧꠧꠧꠧꠧꠧꠧꠧꠧꠧꠧꠧꠧꠧꠧꠧꠧꠧꠧꠧꠧꠧꠧꠧꠧꠧꠧꠧꠧꠧꠧꠧꠧꠧ

cDNA         Primer Sequence 증폭 산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uman TLR-1 Forward 5'-CTATACACCAAGTTGTCAGC-3'  220 bp

Reverse 5'-GTCTCCAACTCAGTAAGGTG-3'

TLR-2 Forward 5‘-GCCAAAGTCTTGATTGATT-3'  347 bp

Reverse 5'-TTGAAGTTCTCCAGCTCCTG-3'

TLR-3 Forward 5'-GATCTGTCTCATAATGGCTTG-3'  305 bp

Reverse 5'-GACAGATTCCGAATGCTTGTG-3'

TLR-4 Forward 5'-TGGATACGTTTCCTTATAAG-3'  507 bp

Reverse 5'-GAAATGGAGGCACCCCTTC-3'

TLR-5 Forward 5'-CTAGCTCCTAATCCTGATG-3'  438 bp

Reverse 5'-CCATGTGAAGTCTTTGCTGC-3'

TLR-6 Forward 5'-TAGGTCTCATGACGAAGGAT-3' 1108 bp

Reverse 5'-GGCCACTGCAAATAAGTCCG-3'

TLR-7 Forward 5'-AGTGTCTAAAGAACCTGG-3'  545 bp

Reverse 5'-CTTGGCCTTACAGAAATG-3'

TLR-8 Forward 5'-CAGAATAGCAGGCGTAACACATCA-3'  637 bp

Reverse 5'-AATGTCACAGGTGCATTCAAAGGG-3'

TLR-9 Forward 5'-GTGCCCCACTTCTCCATG-3'  260 bp

Reverse 5'-GGCACAGTCATGATGTTGTTG-3'

TNF-α Forward 5'-GAGTGACAAGCCTGTAGCCCATGTTGTAGCA-3'  444 bp

Reverse 5'-GCAATGATCCCAAAGTAGACCTGCCCAGAC-3'

IL-6 Forward 5'-ATGAACTCCTTCTCCACAAGCGC-3'  628 bp

Reverse 5'-GAAGAGCCCTCAGGCTGGACTG-3'

IL-12 Forward 5'-GAGTCTGCCCATTGAGGTCAT-3'  398 bp

Reverse 5'-AATTTTCATCCTGGATCAGAACC-3'

GAPDH Forward 5'-ACCACAGTCCATGCCATCAC-3'  452 bp

Reverse 5'-TCCACCACCCTGTTGCTGTA-3'

Mouse TNF-α Forward 5‘-GGCAGGTCTACTTTGGAGTCATTG-3'  300 bp

Reverse 5'-ACATTCGAGGCTCCAGTGAATTCGG-3'

β-actin Forward 5'-TGGAATCCTGTGGCATCCATGAAAC-3'  349 bp

Reverse 5'-TAAAACGCAGCTCAGTAACAGTCCG-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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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은 후에 이 값을 가지고 TLR와 사이토카인의 발현정도를 보정하여 상대적 발현정도

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III. 결      과

    1. 정제된 SEB의 초항원 효과

  SEB의 정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 상청액, ethanol 침전과 투석 등 정제하는 각 단

계에서 시료를 최종적으로 dye ligand affinity chromatography한 시료와 함께 SDS-PAGE를 

시행하 다. 배양 상청액과 dye affinity column을 걸기 전 배양 상청액을 80% ethanol로 침

전한 단백을 전기 동한 것에는 두개의 밴드가 관찰되나 reactive Red-120 dye affinity 

column으로 용출된 SEB는 단일 밴드로 관찰되어 순수 정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정제된 SEB에 대한 림프구 증식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마우스 비장세포를 각각 2.5, 5, 10, 

20 μg/ml의 SEB로 자극 후 
3
H-thymidine 흡착을 본 결과 SEB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

포 DNA에 흡착된 
3
H-thymidine 농도가 증가하여 초항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SEB를 D-galactosamine과 함께 BALB/c 마우스의 복강 내로 주사하여 치사율을 본 실험에

서는 SEB 100 μg에서 5마리 모두 사망하여 100%의 치사율을 보 고 10 μg에서 5마리 중 

1마리만 사망하 다(그림 3).

표 2.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수행조건
ꠧꠧꠧꠧꠧꠧꠧꠧꠧꠧꠧꠧꠧꠧꠧꠧꠧꠧꠧꠧꠧꠧꠧꠧꠧꠧꠧꠧꠧꠧꠧꠧꠧꠧꠧꠧꠧꠧꠧꠧꠧꠧꠧꠧꠧꠧꠧꠧꠧꠧꠧꠧꠧꠧꠧꠧꠧꠧꠧꠧꠧꠧꠧꠧꠧꠧꠧꠧꠧꠧꠧꠧꠧꠧꠧꠧꠧꠧꠧꠧꠧꠧꠧꠧꠧꠧꠧꠧꠧꠧꠧꠧꠧꠧꠧꠧꠧꠧꠧ

Primer cDNA (μl) Annealing temperature Cycle numb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uman TLR-1 2 52oC 32

TLR-2 2 54
o
C 32

TLR-3 2 52oC 32

TLR-4 2 54oC 32

TLR-5 2 52
o
C 32

TLR-6 2 55oC 32

TLR-7 2 55oC 32

TLR-8 2 55
o
C 32

TLR-9 2 55oC 32

TNF-α 2 60oC 32

IL-6 2 64
o
C 35

IL-12 2 57oC 32

GAPDH 1 55oC 25

Mouse TNF-α 2 53oC 30

β-actin 1 60
o
C 2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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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우스 비장세포에서 정제된 SEB의 초항원 효과. BALB/c에서 

분리한 비장세포에 SEB를 정해진 용량으로 자극하고 72시간 동안 배

양 후 세포내로 
3
H-thymidine의 흡착 정도를 scintillation beta counter로 

측정하 다(cpm: count per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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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EB 정제 과정 중 SDS-PAGE 소견. Lane 1과 2는 molecular weight 
marker, lane 3은 dye affinity column을 걸기 전 배양 상청액을 80% ethanol

로 침전한 단백, lane 3과 4는 reactive Red-120 dye affinity column에서 용출

된 SEB, lane 6은 dye affinity column을 걸고 난 후 남은 용액, lane 7은 

배양 상청액으로 각각 전기 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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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SEB 자극에 의한 TLR mRNA의 발현

  건강한 성인에서 분리한 말초혈액 단핵구에 SEB 50 ng/ml를 처리하고 시간별로 TLR1∼

TLR9 mRNA 발현을 관찰한 결과 TLR1, TLR4, TLR5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TLR1과 TLR5는 SEB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으나 SEB 자극 후 점진

적으로 발현이 증가하 다. TLR4는 SEB를 처리하기 전에도 높게 발현되어 있었으며, SEB 

처리 후 1시간째는 발현이 감소되었다가 이후 증가하여 3시간째 가장 높은 발현을 보이고 

서서히 감소하여 처리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TLR2, TLR3, TLR6, 

TLR7, TLR8, TLR9의 mRNA 발현은 SEB 처리전과 비교해 SEB 처리 후 변화 없이 거의 

그림 3. BALB/c 마우스에서 정제된 SEB의 치사율. (A)는 SEB 투여전의 BALB/c 
마우스이고, (B)는 SEB 100 μg과 D-galactosamine 20 mg을 복강 내로 투여 후 3시간

이 경과된 BALB/c 마우스이다. SEB 투여 전과 비교해 투여후(B) 털이 부풀어 올라 

꺼칠해지며, 호흡이 빨라지고 활동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C)는 

SEB를 10 μg과 100 μg씩 각각 5마리의 BALB/c에 D-galactosamine 20 mg과 함께 

복강 내 주사 후 각 군에서의 치사 정도를 관찰한 결과이다. SEB 100 μg을 투여한 

경우 16시간 안에 5마리 모두 사망하 으며, SEB 10 μg을 투여한 군에서는 5마리 

중 26시간째 1마리만 사망하 다(i.p: 복강 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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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발현 양상을 보 다(그림 4).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를 LPS 50 ng/ml로 자극하 을 때에도 SEB 자극에 의한 TLR4 

mRNA 변화와 유사한 발현양상을 보 는데 LPS 처리 후 1시간째 발현이 감소하 다가 이

후 증가하여 6시간째 최고의 발현을 보 다. SEB 20 ng/ml와 LPS 20 ng/ml를 병합하여 동

시에 말초혈액 단핵구를 자극하 을 때는 TLR4 mRNA 발현의 변화가 더 현저하게 관찰되

었다. SEB와 LPS를 병용 처리 시 TLR4 mRNA는 1시간째 발현이 감소하고 이후 증가하여 

SEB와 LPS를 단독으로 처리하 을 때보다 현저히 증가된 발현양상을 보 다(그림 5).

그림 4.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SEB 자극에 의한 TLR mRNA 발현의 

변화.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 세포를 정해진 시간만큼 50 ng/ml의 SEB로 

자극한 후 RNA를 분리하여 역전사중합효소반응으로 TLR들의 mRNA 발

현을 본 것이다. M은 marker이고, 0 hr는 SEB를 자극하지 않은 것으로 이

를 기준으로 mRNA 발현의 증감을 판단하 다. SEB 자극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TLR로는 TLR1, TLR4, TLR5로 TLR1과 TLR5는 미약하지만 

SEB 자극 후 점진적인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고 TLR4는 초기 1시간째는 

발현이 감소되다가 3시간 이후에 뚜렷한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나머

지 TLR2, TLR3, TLR6, TLR7, TLR8, TLR9의 발현은 SEB 자극 후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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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P-1 세포주에서 SEB 자극에 의한 TLR2와 TLR4 mRNA의 발현

  사람 대식세포주인 THP-1을 SEB 50 ng/ml로 자극하 을 때 TLR2 mRNA 발현은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던 반면 TLR4 mRNA 발현은 SEB 자극 후 6시간째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그

림 6). THP-1 세포주를 LPS 50 ng/ml로 자극하 을 때에도 TLR2 보다는 TLR4의 발현에 

현저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LPS 자극 후 TLR4 mRNA는 2시간째 발현이 감소하 다가 

이후 증가하여 8시간째 최고로 증가하 다(그림 7). SEB와 LPS 모두 THP-1 세포주에서 

TLR4 mRNA 별현에 유사한 변화를 유도하 고, LPS 보다 SEB 자극 후 TLR4 mRNA 발현

이 더 빠르게 최고치로 증가하 다.

그림 5.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SEB와 LPS에 의한 TLR4 mRNA 발현의 

변화. (A)는 SEB를 50 ng/ml 농도로 자극한 것이고, (B)는 LPS를 50 ng/ml 

농도로 자극한 것이다. (C)는 SEB 20 ng/ml와 LPS 20 ng/ml를 동시에 자극한 

것으로 SEB와 LPS를 각각 단독으로 자극하 을 때보다 동시에 자극한 경우 

현저한 TLR4 mRNA 발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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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HP-1 세포주에서 SEB 자극에 의한 TLR2와 TLR4 mRNA 발현의 변화. 
(A)는 THP-1 세포주를 SEB 50 ng/ml로 자극한 후 시간별 TLR2와 TLR4 mRNA

의 발현을 본 것이다. SEB 자극 후 TLR2보다 TLR4에서 현저한 발현양상을 보

다. (B)는 SEB 자극 후 TLR4 mRNA 발현의 변화를 도표화한 것으로 SEB 자극 
후 6시간째 발현이 최고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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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HP-1 세포주에서 LPS 자극에 의한 TLR2와 TLR4 mRNA 발현의 변화. 
(A)는 THP-1 세포주를 LPS 50 ng/ml로 자극한 후 시간별 TLR2와 TLR4 mRNA

의 발현을 본 것이다. LPS 자극 후 TLR2보다 TLR4 mRNA에서 현저한 발현양
상을 보 다. (B)는 LPS 자극 후 TLR4 mRNA 발현의 변화를 도표화한 것으로 

LPS 자극 후 2시간째 발현이 감소하 다가 이후 증가하여 8시간째 최고로 발

현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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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EB 자극에 의한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를 SEB 50 ng/ml 농도로 정해진 시간만큼 자극하여 TNF-α 

mRNA 발현을 보았을 때 SEB 자극 후 1시간째부터 현저히 발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그

림 8A). THP-1 세포에 SEB를 각각 100 ng/ml과 50 ng/ml 농도로 자극한 후 IL-6와 IL-12 

mRNA 발현을 보았을 때 IL-6는 SEB 자극 후 4시간째부터 발현되었고(그림 8B), IL-12는 

SEB 자극 후 2시간째부터 발현되었다(그림 8C).

    5. C3H/HeJ와 C3H/HeN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SEB 자극에 의한 TNF-α mRNA의 발현

  TLR4 돌연변이인 C3H/HeJ 마우스와 TLR4 정상인 C3H/HeN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들 각

각의 복강 내에서 분리한 대식세포를 SEB 50 ng/ml로 처리한 후 TNF-α mRNA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TLR4가 정상인 C3H/HeN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는 SEB 자극 후 현저한 

TNF-α mRNA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TLR4에 결함이 있는 C3H/HeJ 마우스의 대식

세포에서는 SEB 자극 후 TNF-α mRNA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9). C3H/HeN 

마우스에서 SEB 자극 후 TNF-α mRNA 발현은 3시간째 최고에 도달하 다.

그림 8. SEB 자극에 의한 사이토카인 mRNA 발현의 변화. (A)는 사람 말초

혈액 단핵구를 SEB 50 ng/ml 농도로 정해진 시간만큼 자극하여 TNF-α 

mRNA 발현을 본 것으로 SEB 자극 후 1시간째부터 발현이 현저히 증가되

었다. (B)와 (C)는 THP-1 세포에 SEB를 각각 100 ng/ml과 50 ng/ml 농도로 

자극한 후 IL-6와 IL-12의 mRNA 발현을 본 것이다. IL-6는 SEB 자극 후 

4시간째부터 발현되었고, IL-12는 2시간째부터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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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초항원은 패혈성 쇽의 강력한 유발물질이다. 항원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항원전달세포 

내에서 처리되면 단지 0.01% 미만의 T 림프구만이 활성화되나 초항원은 정상적인 펩타이

드 부착부위에서 벗어나 외부적으로 T 세포 수용체와 항원전달세포의 MHC class II 분자

와 직접 결합하는데 T 세포 수용체에서는 LPS나 peptidoglycan과는 달리 Vβ 부위에 결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림프구에는 다른 Vβ 부위가 50개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

어 대부분의 초항원은 T 림프구의 1∼25%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15
 이렇게 강력한 T세포

의 활성으로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치명적인 쇽을 유발하게 된다.
1

  황색 포도구균에서 분비되는 SEB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초항원에 의해 유발

그림 9. C3H/HeJ와 C3H/HeN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 SEB 자극에 
의한 TNF-α mRNA 발현의 변화. (A)는 C3H/HeJ 마우스에서 분리한 

대식세포를 SEB 50 ng/ml 농도로 자극한 후 시간 별로 TNF-α 

mRNA의 발현을 본 것이다. (B)는 C3H/HeN에서 분리한 대식세포를 

SEB 50 ng/ml 농도로 자극한 후 시간 별로 TNF-α mTNA의 발현을 

본 것이다. (C)는 두 군의 TNF-α mRNA 발현 양상을 비교한 것으로 

C3H/HeJ의 대식세포에서는 C3H/HeN의 대식세포에서 관찰되는 

TNF-α mRNA의 발현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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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의학적 질환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본 실험에 사용된 SEB는 dye ligand affinity 

chromatography법으로 직접 정제하 는데 이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손

쉽게 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3,14
 본 실험에서는 정제된 SEB가 순수 분리되

었음을 SDS-PAGE로 확인하 고, 마우스 비장세포를 이용하여 초항원 효과를 증명하 다. 

또한 내독소 함량을 투구게(horseshoe crab)의 amebocyte 추출액과 응집하는 현상을 이용하

여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정제된 SEB에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량의 내독소가 함유되

어 있음을 확인하 다. 이 결과로 오염된 LPS에 의한 향은 거의 배제할 수 있었다.

  BALB/c 마우스에서 정제된 SEB의 치사율을 보기 위한 실험에서 D-galactosamine을 SEB

와 같이 복강 내로 투여하 다. D-galactosamine 20 mg을 단독으로 복강 내 주사한 군에서 

사망한 마우스는 하나도 없으며, D-galactosamine은 단지 간세포에서 uridine 대사를 방해하

여 간세포 대사를 정지시킴으로써 SEB에 의해 생성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치명적인 독

성작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실제로 동일한 BALB/c 마우스에 D-galatosamine을 투

여하지 않고 SEB 100 μg를 단독으로 정맥주사 하 을 때 5마리 모두 생존하 는데, 이는 

같은 용량을 D-galactosamine과 함께 복강 내로 투여한 군에서 5마리 모두 사망한 것과 대

조를 보 다.

  Toll은 원래 초파리(Drosophila)의 초기 배아발생 과정에서 dorsal-ventral axis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미생물 감염에 반응하여 초파리의 고유면역에 중요한 항균 펩티드의 

생산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Toll 단백은 크게 세포 밖, 세포막, 세포질의 3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밖에는 leucin이 풍부한 반복서열을 포함하는 부분(leucin-rich 

repeat motif)이 있고, 세포질 역은 포유동물의 Interleukin-1 수용체(IL-1R)계와 유사하여 

Toll/IL-1R (TIR) 상동 역이라고 불린다.
17

  1997년에 Toll의 사람 동족체로 Toll-like receptor가 처음 발견되었다.
18
 최근까지 10개의 

사람 TLR의 유전자가 밝혀져 있다. TLR는 적어도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고유면역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째, TLR는 미생물에 존재하는 분자 형태를 인식하고, 둘

째, TLR는 환경에 상호작용하거나 미생물 침입부위에서 발현되며, 셋째, TLR의 활성은 보

조자극(co-stimulatory)분자의 발현을 유도하고 적응(adaptive)면역반응을 지시하는 사이토카

인을 분비하며, 넷째, TLR의 활성이 직접적인 항균효과를 나타내어 침입한 이물질을 제거

한다.
19 
포유류의 TLR은 고유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식세포와 가지돌기세

포에서 주로 발현된다. 현재 TLR2, TLR3, TLR4, TLR5, TLR6, TLR9 등의 여러 TLR들의 

배위자(ligand)들이 밝혀져 있다. 이들 배위자들은 대부분 병원체로부터 기인되며, 숙주에

는 없는 것으로 TLR가 미생물의 침입을 인지하는 중요한 수용체임을 시사한다.
20
 고유면

역계의 가장 큰 특징은 TLR와 같은 일정한 수용체의 목록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병원체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들 수용체들은 미생물체의 광범위한 부류에 존재하는 고도로 보존된 

구조를 인식하게 된다. 그람 음성균 내독소인 LPS는 TLR4에 의해 인지되고, 그람 양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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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eptidoglycan과 lipopeptide는 TLR2에 의해 인지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 바이러스나 기생

충을 포함하는 많은 미생물에서도 다른 TLR들이 인식할 수 있는 많은 배위자들을 발견하

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최근에는 TLR2와 TLR4의 다른 배위자들도 발견되고 

있어 면역세포들이 미생물의 다양한 특징들을 TLR를 통해 동시에 인지하여 신호전달체계

를 활성함으로써 위험신호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11

  Yang 등
21
은 TLR2를 핵산전달감염(transfection)시킨 세포가 LPS에 의해 활성화되어 사이

토카인을 유도하고 전사조절인자인 NF-κB를 활성화함을 관찰하여 TLR 매개 반응이 

PAMP에 의존적이라는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하 다. 이후 추가적인 생화학 또는 분자생물

학적 연구에서 TLR2와 TLR4가 모두 LPS 반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 지만
22,23
 최근 

유전적 증거는 LPS 신호전달의 개시에 있어 TLR2 보다는 TLR4가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C3H/HeJ와 C57BL/10ScCr 마우스는 선천적으로 LPS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는 TLR4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4
 C3H/HeJ 마우스의 lp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TLR4의 구성 단백서열 중 proline이 histidine으로 돌연변이가 되어 있다는 것

이 발견되었다. 또한 TLR4에 결함이 있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TLR4가 LPS에 의한 염증 신

호전달을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5
 Takeuchi 등

26
도 TLR2와 TLR4 유전자 적중

(knockout) 마우스를 사용하여 TLR2가 아닌 TLR4가 LPS 반응을 매개함을 관찰하 다. 최

근 LPS의 구성성분 중 활성형인 lipid A만 정제하여 실험한 연구에서는 TLR2가 아닌 

TLR4를 통해 세포 활성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고, 대부분의 LPS 조합체가 여러 배위자들

로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27

  Medzhitov 등
18
은 TLR4의 활성 부분을 사람 단핵구유사세포주에 핵산전달감염하여 

TLR4의 활성이 사이토카인 생산을 유도하고 보조자극 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에 따른 전구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1과 면역 조절성 사이토카

인인 IL-6, IL-8, IL-10, IL-12가 미생물 배위자에 의해 TLR 활성 후 유도되는 것이 관찰되

어졌다.
18,21,26,28

 단핵구 유래 가지돌기세포를 lipoprotein으로 자극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2가 생성되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은 생성되지 않았다.
29
 결국 PAMP에 의해 

촉발된 사이토카인 환경은 T helper 1 세포 반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연변이와 유전자 적중 마우스를 사용하여 밝혀진 TLR를 통한 LPS의 신호전달체계는 

MyD88,
30
 IL-1R accessory protein kinase (IRAK), TNFR-associated factor 6 (TRAF-6)와 NF-

κB-inducing kinase를 포함하는 세포내 신호전달반응이 순차적으로 촉발되어 NF-κB 활성

과 이후의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전사로 이어지게 된다.
21,31,32

  TLR2와 TLR4 신호전달 경로에 별다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NF-κB subunit P50

가 결핍된 마우스는 그람 음성균에 감수성이 없지만 그람 양성균에 감수성을 갖는 것이 

관찰되었다.
33
 이는 포유동물의 TLR 신호전달 경로가 미생물 배위자와 활성화된 TLR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경로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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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TLR와 초항원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말초혈액 단핵구와 THP-1 세포주

를 이용하 다. TLR는 모든 림프조직에서 발현되고, 특히 말초혈액 백혈구에서 높게 발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LR mRNA는 단핵구, B 림프구, T 림프구, 가지돌기세포에서 

높게 발현된다.
34,35
 단핵구/대식세포계의 세포들에서 TLR가 높게 발현되는 것은 TLR가 고

유면역의 신호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수용체라는 것을 반 한다. 본 실험에서는 말초혈액 

단핵구를 세포분획으로 나누어 실험하지 않아 어느 세포 분획에 의해 TLR mRNA의 변화

가 유도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핵구 유사 대식세포주인 

THP-1을 사용하여 TLR2와 TLR4 mRNA의 변화를 확인하여 보았다. 이로서 TLR4 mRNA

의 의미 있는 변화는 주로 단핵구/대식세포에서 유도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사람 TLR의 조직 내 발현은 다양한데 Zarember와 Godowski
36
는 TLR mRNA를 실시간 

RT-PCR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실험된 조직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TLR가 발현되었고, 

비장, 말초혈액 백혈구는 모든 TLR가 발현되었다. 백혈구 내에서도 전문적인 식세포에서 

매우 다양하게 TLR mRNA가 발현되었다. 대식세포 유사 THP-1 세포는 LPS나 세균의 

lipoprotein, 살아있는 세균, 사이토카인 등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TLR mRNA 발현이 조

절됨이 관찰되었다. Hornung 등
37
은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의 세포 분획에서 정량적인 실시

간 RT-PCR로 TLR 1∼TLR10 mRNA 발현을 관찰하 는데, TLR2와 TLR4는 단핵구에서 높

게 발현되었고, TLR10은 B 림프구에서 높게 발현되었다. CpG oligodeoxynucleotides (ODN)

를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TLR7과 TLR9은 혈장유사 가지돌기세포와 B 림프구에서 높게 

발현되며, CpG ODN으로 B 림프구를 자극하 을 때 TLR9의 발현이 급격히 감소하 고, 

TLR7은 혈장유사 가지돌기세포에서는 증가하고 B 림프구에서는 감소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말초혈액 단핵구와 THP-1 세포를 SEB나 LPS로 자극하 을 때 초기 1∼2시

간 동안은 자극하지 않은 상태보다 TLR4 mRNA 발현이 저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의 설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LPS와 SEB에서 전처치 

후 관찰되는 내성(tolerance) 현상으로 일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LPS에 먼

저 노출된 후에 두 번째 LPS 자극을 주면 감수성이 저하되는데 이런 현상을 LPS 내성, 또

는 LPS 반응저하(hyporesponsiveness)라고 한다.
38
 이런 현상은 SEB에서도 관찰되는데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가 두 번째 SEB에 노출되면 농도가 처음 유발 용량의 10∼100배 낮더라도 

또는 SEB 노출 후 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거의 완벽하게 IL-2와 IFN-γ mRNA 

발현을 차단하게 되는 중단(shutoff) 반응이 관찰된다.
39
 즉 초항원에 의한 신호전달이 T 

helper 1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강력하게 유도함과 동시에 초항원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이

들의 발현을 중단시키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LPS 자극 후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TLR4 

mRNA 발현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LPS 자극이 TLR4-MD2의 세포 표

면 발현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켰으며, LPS로 전처치한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이후의 LPS 자극에 대해 NF-κB 활성을 비롯한 신호전달물질의 활성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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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었다.
40
 또한 정상 세포에 비해 내독소에 내성이 형성된 대식세포는 TLR2 mRNA의 발

현이 증가되어 있었고, LPS를 다시 자극하 을 때 TLR2 mRNA 발현의 증가나 TLR4 유전

자의 발현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41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TLR4 돌연변이 C3H/HeJ 마우스와 TLR4 정상 C3H/HeN 

마우스의 대식세포를 SEB로 자극 후 TNF-α mRNA 발현을 조사한 것으로 TLR4 정상 

C3H/HeN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는 SEB 자극으로 TNF-α mRNA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나 

TLR4 돌연변이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는 SEB 자극 후에도 TNF-α mRNA 발현에 변화가 

없어 SEB에 의한 대식세포 활성에 TLR4가 관여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실험적 증거를 제

시하 다.

  SEB와 TLR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무나 최근 Calkins 등
42
은 TLR4가 돌연변이

인 C3H/HeJ 마우스와 TLR4가 정상인 마우스에 SEB 또는 LPS를 기관지내로 투여하여 폐

의 다형핵 백혈구 축적과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세포 수,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 

(MIP-2)의 양을 측정하여 본 결과 TLR4가 보존된 마우스에서는 LPS와 SEB 각각 단독 자

극 시에 폐에 다형핵 백혈구의 축적과 MIP-2 생산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TLR-4 돌

연변이 마우스에서는 LPS와 SEB 모두에서 폐의 다형핵 백혈구의 축적과 MIP-2 생산의 증

가 등의 현상을 볼 수 없었다. 이는 TLR4 신호전달이 LPS 외에 SEB와 같은 다른 종류 

PAMP의 반응에도 관여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TLR계는 PAMP를 인지하는 능력을 통해 면역반응을 강력하게 조절함으로써 최근 치료

제 개발의 목표 물질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생물의 구성성분과 마찬가지로 내인성 배위자

들과 작은 분자량의 합성 화합물이 TLR에 의해 인지됨이 발견되어 다양한 질환에서 새로

운 치료법의 개발에 강력한 표적으로서 이 수용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43

  향후 SEB 자극에 의한 TLR의 관여 여부를 더 상세히 밝히는 것이 초항원에 의해 유발

되는 질환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세균 초항원인 SEB로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와 사람 대식세포주인 THP-1을 자극하여 이

들 세포에서의 TLR의 발현과 TLR4 돌연변이 C3H/HeJ와 TLR 정상인 C3H/HeN 마우스의 

대식세포를 SEB로 자극 후 TNF-α의 발현을 역전사중합효소반응법으로 비교하여 본 바

  1. 정제된 SEB는 SDS-PAGE에서 단일 밴드를 보 고, 마우스 비장세포를 이용한 
3
H- 

thymidine 흡착 실험에서 강력한 초항원 효과가 관찰되었다.

  2. SEB로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 자극하 을 때 TLR1과 TLR5 mRNA 발현의 상승이 관

찰되었고, TLR4 mRNA의 발현은 SEB 처리 후 1, 2시간째는 발현이 억제되다가 3시간 이

후에 상승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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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LR4 mRNA 발현의 변화는 말초혈액 단핵구를 LPS로 자극하 을 때도 유사하게 관

찰되었고, SEB와 LPS를 병용하여 자극 시 더 현저한 변화를 보 다.

  4. 사람 대식세포주인 THP-1을 SEB 및 LPS로 자극하 을 때 TLR2 보다는 TLR4의 mRNA 

발현에 현저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5. TLR4 기능에 결함이 있는 C3H/HeJ 마우스의 대식세포에서는 SEB 자극에 의한 정상

적인 TNF-α mRNA 발현의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SEB에 의한 사람 말초혈액 단핵구와 대식세포의 활성에 TLR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어도 TLR4가 SEB에 의한 대식세포 활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SEB와 LPS를 동시에 병용 처리 시 TLR4 발현에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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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bacterial superantigen on the expression of Toll-like
receptors in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and macrophages

Hyo Youl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e Chul Shin)

  Staphylococcal enterotoxin B (SEB) as a prototype of superantigens is known to play a pivotal 

role in toxic shock syndrome and severe sepsis. However, the precise mechanisms initiating the 

activation of innate effector cell by SEB is unclear. Recently, Toll-like receptors (TLRs) as sensor 

of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PAMP) are abundantly expressed in monocytic 

lineage-cells. Specifically, TLR2 and TLR4 were identified as major signaling receptors activated 

by Gram-positive cell wall components and lipopolysaccharide (LPS),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whether TLRs would be involved in SEB-induced immune cell activation 

as well as to prove differential TLR expression stimulated by SEB and/or LPS. In that context, 

SEB was purified by dye ligand affinity chromatography and RT-PCR was performed in human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 human monocyte-like THP-1 cell line and TLR4 

intact (C3H/HeN)/defective (C3H/HeJ) murine macrophages for detection of TLRs and cytokines 

mRN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urified SEB produced a single band when subjected to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holding potent superantigenic effect in mice. 

  2. Treatment of PBMC with SEB elicit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several 

TLRs. Interestingly, TLR1 and TLR5 were clearly up-regulated in PBMC, whereas mRNA of 

TLR4 was down-regulated in very early period of stimulation (post 1∼2 hour), thereafter being 

up-regulated in after 3 hours. 

  3. Up-regulation in mRNA of TLR4 was seen in PBMC stimulated by LPS. Such an 

up-regulation was more prominent through the concomitant exposure to both SEB and LPS.

  4. TLR4 mRNA expression in THP-1 cell line stimulated by SEB or LPS was similar to the 

patterns in PBMC.

  5. TLR4 defective murine macrophages failed to exhibit an increase in TNF-α mRNA 

expression following SEB stimulation compared to TLR4 intact macrophages.

  Collectively, this study indicates that SEB might trigger inflammatory signals on macrophages 

and PBMC via TLRs, particularly TLR4. And combined with LPS, SEB synergistically may 

modulate TLR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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