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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결핵균 항원 자극이 수상돌기세포의 성숙, 기능 및  

Toll-like Receptor 2와 4 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결핵균은 특이적인 방어기전을 이용하여 숙주 대식세포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아 만성감염증을 유발한다. 최근들어 수상돌

기세포가 결핵균 감염의 전파를 차단시키는 세포면역반응을 매개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폐결핵 환자의 병변

부위 단핵구에서 분화된 수상돌기세포는 결핵균 세포벽 성분이나 

결핵균에서 분비된 항원 성분에 의해 성숙과정을 거쳐 항원전달 능

력이 향상되고 동시자극분자의 발현도 증가되어 숫(naive) T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적응면역반응 (adaptive immune response)을 유

도하여 결핵균 감염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핵구 및 수상돌기세포 등의 선천면역반응(innate immune 

response)을 유도하는 면역세포들은 toll-like receptor (TLR)을 

통하여 미생물에 존재하는 특이적 성분인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PAMPs)을 인지함으로써 자기(self)와 병원체

를 감별한다. 다양한 결핵균 항원이 TLR 분자들을 통하여 면역세포

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에도 관여한다

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 TLR 작용제들이 결핵균 감염 또는 숙주

의 결핵에 대한 방어기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배양된 수상돌기

세포를 결핵균 항원으로 자극하여 수상돌기세포 성숙과정에 따른 

표현형 특성 및 기능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TLR 분자의 발

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의 표면분자 

분석 결과 CD14 분자의 발현이 소실되고 HLA-DR, CD80, CD86, 

CD54 분자들의 발현되어 수상돌기세포로 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lipopolysaccharide)로 자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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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83 및 그 외 표면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TLR2와 TLR4 

분자의 발현은 단핵구 및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 중간정도 관찰

할 수 있었으나, 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는 이들 분자의 발현이 소실

되었다. 

폐결핵환자의 흉수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의 표면분자 분석 

결과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로 자극하면 

CD83 분자는 개체에 따라 다른 정도의 발현을 보였고, 그 외 표면

분자들의 발현은 증가되어 있었다. TLR2와 TLR4 발현은 폐결핵환

자의 흉수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는 물론 성숙된 수

상돌기세포에서도 중간정도 유지되었다.  

결핵균 분쇄항원으로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

상돌기세포를 자극하였을 때 CD83, 동시자극분자 등 모든 표면 분

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지만, 지다당류 자극에 의하여 성숙화된 건

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와는 달리 TLR2와 

TLR4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결핵균에서 분리한 AraLAM 또는 ManLAM 항원으로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자극하였을 때 CD83

이나 기타 표면분자들의 발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TLR2 와 TLR4 

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동종이형 T세포와의 혼합배양에서는 

Ara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는 지다당류로 성숙시킨 수상돌

기세포보다 감소된 T세포 증식을 유도하였으며 ManLAM으로 자극

한 수상돌기세포는 미성숙 수상돌기세포 수준의 T세포 증식을 유도

하였다. ManLAM이나 Ara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와 반응한 

T세포가 분비한 IFN-γ의 양은 성숙 수상돌기세포와 반응한 T세포

가 분비한 IFN-γ양에 비해 감소하였다.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AraLAM과 ManLAM 항원으로 전처리 후 지다당류로 자극한 경우, 

동종이형 T세포 혼합배양시 AraLAM은 지다당류에 의해 성숙된 수

상돌기세포의 T세포 증식 정도를 감소시켰다. 반면 ManLAM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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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경우는 성숙 수상돌기세포 수준의 높은 T세포 증식을 보였

으며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IL-6, TNF-α 및 IL-12p40

의 분비를 억제시켰다. 또한 ManLAM 항원으로 전처리 했을때 

TLR4를 매개하여 지다당류에 의한 TNF-α와 IL-6의 분비를 억제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폐결핵환자는 잠복기

간에 결핵균 항원에 장기간 자극받아 단핵구에서 수상돌기세포로의 

분화과정 및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고, TLR 분자를 매개로 하여 수상돌기세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숙주의 병원체 감염에 대한 면역방어기전을 억

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핵심되는 말: 수상돌기세포, 결핵균 LAM 항원, Toll-like receptor, 

시토카인 (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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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균 항원 자극이 수상돌기세포 성숙, 기능 및  

Toll-like receptor 2와 4 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 지 도  최 인 홍 교 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정  림 

 

I.  서  론 

 

결핵은 1993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범세계적인 응급질환으로 지

정된 단 한가지 질병으로 현재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

있고 매년 3백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1. 결핵균은 세포내 기

생균으로, 흡입에 의해 인체내로 들어가 폐에서 주요 표적세포인 

폐포 대식세포에 탐식된 후 생존하며 증식하여 폐포벽에 감염원을 

형성한다. 감염된 대식세포내의 포식소체에서 분비되는 결핵균 단

백이 감염부위로 모여드는 단핵구 및 수상돌기세포와 같은 항원전

달세포와 반응하여 결핵균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이 진행되고, 질병

의 상태도 결정짓는다2, 3, 4, 5. 그러므로 만성 결핵 감염의 예방 및 치

료를 위해 새로운 면역요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결핵균 

감염의 전파를 제한시키는 수상돌기세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수상돌기세포는 전문적인 항원전달세포로서 말초 조직에 위치하

여 외부 항원을 MHC class II 분자 또는 CD1a와 같은 non-

classical MHC-like 분자와 더불어 전달하며, 이차림프조직으로 이

동하여 휴지 상태(quiescent), naive, 또는 기억 T세포를 활성화시

킨다6. 실제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는 결핵균에서 유래한 

lipoarabinomannan (LAM)을 세포내로 이동시켜 CD1b 전달경로를 통

해 LAM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T세포에 전달한다7. 많은 연구 결과

들은 수상돌기세포가 그 성숙 정도에 따라, 또는 전구세포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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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하고 특이적인 표현형 및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6, 8, 9.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는 여러 조직을 돌며 병원체나 감염

된 세포를 탐식하기 위한 감시작용을 하는데10, 11,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물질 또는 병원체와 미성숙 수상돌기세포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의 세포표면 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고 성숙화

가 진행된다. 림프절로 이동한 수상돌기세포는 T세포와 반응하여 

완전하게 성숙함으로써 기억 T세포의 증식 및 작동 T세포의 분화

를 유도하여 말초조직에서 병원체에 대한 방어반응을 시작하게 된

다12, 13, 14. 만성 감염증에서는 이러한 성숙화 과정이 붕괴되어 조직

에 분포한 수상돌기세포가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며 림프절의 T

세포의 활성화를 지속시킨다.  

 폐결핵 환자에서 분리한 균에 감염된 폐포 대식세포는 몇몇의 

시토카인과 chemokine을 분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단핵구를 병변

부위로 모여들게 한다15, 16. 이러한 단핵구에서 분화된 수상돌기세포

는 결핵균 세포벽 성분이나 결핵균 항원 자극에 의해 성숙과정을 

거쳐 동시자극분자의 발현도 증가되고 항원전달 능력이 향상되어 

숫 T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적응면역반응을 유도한다6. 생체 내에

서 수상돌기세포가 결핵균에 대한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유도하는 

숙주의 주요세포이고17, 수상돌기세포의 성숙과정이 선천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에 발현되는 toll-like receptor (TLR)을 매개하여 일

어남이 보고되었다18, 19.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결핵균 항원이 TLR

을 통하여 수상돌기세포의 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결핵에 

대한 적응면역 양상도 결정하리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고등생물체의 적응면역반응은 면역 특이성과 기억 특성을 보이

는 T세포와 B 세포에 의해 매개되는 반면, 선천면역반응은 다수의 

감염원의 초기 감염에 대하며 대식세포와 호중구 등이 관여하여 감

염원을 탐식하고 소화하는 비특이적 면역반응이다. 이러한 선천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들은 감염원을 검출하고 반응하여 세포내 

신호전달을 통하여 염증성 시토카인과 chemokine을 생성함으로써 

적응면역반응의 유형을 결정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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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천면역세포는 pattern recognition receptor (PRR)을 통하여 

숙주세포에 존재하지 않고 미생물에 존재하는 특이적 성분인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PAMPs) 또는 bacterial 

modulin을 인지함으로써 자기(self)와 병원체를 감별한다. 이들 

PRR 중 TLR 가족은 type I 막(transmembrane)단백으로 사람에서

는 10 종류가 밝혀졌다20. TLR 가족 구성원은 여러 면역세포들에서 

선택적으로 다르게 발현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자극에 반응한다21. 

TLR5와 TLR9을 제외하면 한 TLR에 여러 종류의 배위자(ligand)

가 알려졌는데, 특히 TLR2는 그람양성세균, 펩티도글리칸

(peptidoglycan), 내독소, 결핵균 LAM 등의 다양한 미생물 배위자

와 결합하며22, 23, 24, TLR4는 그람음성세균의 지다당류와 결합한다25, 

26, 27. 그 중에서 수상돌기세포 성숙을 유도하는 배위자는 지다당류, 

CpG DNA, 지질단백, 세포벽 산물 등으로 알려져 있다18, 19, 28. 사람 

말초혈액의 단핵구에서 TLR2와 TLR4의 발현은 IFN-γ와 M-CSF

에 의해 증가되며, 마우스 대식세포의 TLR2 발현은 IL-2, IL-15, 

IL-1β, TNF-α에 의해 각각 증가되었다29. 세균 지다당류와 IFN-γ

는 사람의 내피세포에서 TLR2와 TLR4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 과정

에서 NF-κB가 관여한다27.  

TLR 단백의  세포외 영역에는 leucine-rich repeat (LRR) motif

가 있으며 각기 다른 PAMP와 결합하며, 단백의 구조도 구성원간에 

극히 달라 TLR2와 TLR4의 경우 24% 정도만이 유사하다. 반면 

TLR 가족간의 세포내 영역은 유사성이 많고 IL-1 수용체의 세포내 

영역과 유사한 특징적인 Toll/IL-1 receptor (TIR) motif를 가지고 

있어 연결기 단백인 MyD88와 반응하여 IL-1 수용체 가족과 유사

한 신호전달경로를 거친다30, 31, 32. TLR이 자극을 받으면 MyD88이 

IL-1 receptor associated kinase (IRAK)을 수용체쪽으로 모으고, 

IRAK이 인산화되면서 TRAF6와 결합하여 NF-κB와 JNK등이 활성

화된다31, 33. MyD88 결핍 마우스는 지다당류에 대한 염증반응, 대식

세포의 염증매개물질 생성, B 세포 증식 또는 내독소 쇼크가 일어나

지 않고34, 펩티도글리칸35, CpG DNA36와 편모단위단백(flagellin)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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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다. 또한 통상적인 환경에서 감염빈도가 높

고, 포도구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거의 없음이 밝혀져 MyD88이 

감염병에 대한 방어기전에 필수적임을 시사하였다35. 반면, MyD88 

결핍세포에서도 지다당류에 의해 TLR4이 신호 전달 매개되는 과정

에서 MyD88 매개반응에 비하여 늦게 JNK와 NF-κB이 활성됨을 

관찰하어 TLR 신호전달체계에 MyD88이 매개하지 않는 새로운 경

로가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34, 36. 

 결핵균에서 분비된 19 kDa 지질단백은 강력한 T세포반응을 유

도하며 TLR2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TLR2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

염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TNF나 NO를 분비하여 대식세포 내 

균주의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38. 반면, 19 kDa 지질단백은 TLR2

를 통해 대식세포의 class II MHC 분자 발현을 저하시키고 항원전

달을 저하시킨다39. 또다른 결핵균  주요 항원인 LAM은 결핵균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세포벽 구성 성분으로 구조에 따라 ManLAM, 

PILAM 및 AraLAM의 3 종류로 나누어진다. ManLAM은 

mannosylated lipoglycan으로 느리게 자라는 결핵균(M. 

tuberculosis, M. bovis BCG, M. eprae, M. avium)에서만 발견되며l
40, 41, 42, phosphoinositide motif를 가진 PILAM  이나 capping되지 

않은 AraLAM은 빨리 자라는 결핵균(M. smegmatis, M. chelonae, 

M. fortuitum) 에서 발견되며43, 44 TLR2의 배위자로 보고되었다45. 

 또한, TLR2 knock-out 마우스에서 BCG를 감염시키면 세균증식

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나, TLR4 knock-out 마우스에서는 세균증

식이 현저하지 않아 TLR2와 TLR4 분자가 같은 항원에 대한 숙주

의 면역반응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46. 반면, TLR4의 자연돌이변

이가 있는 C3H/HeJ mice에서는 결핵균에 대한 대식세포의 이동 및 

염증성 반응이 결여되었고 결핵균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고 만성

감염증으로 발전하여 만성 결핵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TLR4를 통한 

신호전달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47. 나환자의 면역반응이 TLR2 유

전자 변이와 연관성이 있으며48, 이러한 다형태(Arg677Trp)의 TLR2 

분자는 나균 뿐 아니라 결핵균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다49.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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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연구결과들은 결핵균 자체 및 결핵균이 감염된 세포에서 분

비되는 여러 항원들이 각각의 TLR 단백들과 상호 작용하여 선천면

역세포기능을 조절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

라서 결핵균의 여러 항원 중 TLR 분자와 상호작용 하는 항원을 보

강제(adjuvant)나 면역조절물질로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선천면역반

응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조절하고 강화시킴으

로써 결핵을 치료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말초혈액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를 이

용하여 결핵균 항원 자극에 의한 수상돌기세포 성숙화 과정에 있어

서 표현형의 변화 및 시토카인의 분비와 수상돌기세포 기능의 변화

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 과정에 따른 

TLR2 및 TLR4 분자의 발현 변화 및 이에 따른 세포면역반응을 관

찰하여, 결핵균 감염에 있어서 수상돌기세포에서의 TLR을 통한 면

역조절기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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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결핵균 항원 

 

결핵균 Erdman strain과 H37Ra strain 을 Middlebrook 7H9 액

체배지에 약 4 주일간 배양한 다음 4,000 x g로 원심분리하여 균체

를 모아 고압멸균하였다.  균체를 RPMI1640 배지(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에 부유시킨 후 다시 원심분

리하여 세척한 다음 초음속세포파쇄기로 10 분간 파쇄하고 단백질

량을 Braford 정량법 (BioRad, Hercules, CA, USA)으로 측정하였

다. 

독성(virulent) 결핵균에서 분리한 ManLAM과 비독성(avirulent) 

결핵균에서 AraLAM은 Dr. J. Belisle 연구실(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CO, US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각각

의 항원에 포함된 내독소는 Limulus endotoxin assay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40 

pg/µg 이하로서 수상돌기세포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2. 수상돌기세포 배양 

 

건강한 성인의 말초혈액으로부터 Ficoll-Paque (Amersham 

Biosciences AB, Uppsala, Sweden) 원심분리 방법으로 단핵세포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핵세포는 MACS CD14(+) microbeads 

(Miltenyi Biotechs, Auburn, CA, USA) 와 섞어 20 분간 얼음에서 

반응시킨 후 10-20 배 부피의 2 mM EDTA, 10% 소혈청알부민

(fetal bovine serum : FBS)이 함유된 인산완충용액(phosphate 

buffered saline : PBS)으로 세척하고, 자기장에 걸려있는 MACS 컬

럼을 통과시켜 컬럼에 붙은 CD14 양성인 단핵구를 분리하였다. 분

리된 CD14 양성 단핵구는 PE-conjugated 항 CD14 단클론 항체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로 염색하여 FACSCali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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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 기계로 분석한 결과, 분리 

순수도가 90% 이상이었다. 수상돌기세포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된 

CD14 양성세포를 2%의 소혈청알부민(Jeil Biotechservices Inc., 

Daegu, Korea)이 함유된 RPMI 배양액 (RPMI 1640, 0.1 mM 

sodium pyruvate, 2 mM penicillin, 50 µg/ml streptomycin ; Life 

technologies) 에 2x106/ml 또는 1x106/ml의 농도로 부유시킨 후 

6 well 또는 24 well 평판에 분주한 뒤 37oC CO2 배양기에서 1-2 

시간 방치하여 단핵구를 평판바닥에 붙였다. 이후 RPMI 배지로 바

닥에 붙지않은 세포를 세척, 제거하고 평판바닥에 붙어 있는 단핵구

는 10% 소혈청알부민과 800 U/ml GM-CSF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와 500 U/ml IL-4 (Endogen, Rockford, IL, 

USA)가 함유된 RPMI 배양액에서 5-7 일간 배양하여 미성숙 수상

돌기세포로 유도하였다. 배양 5-7 일째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 

50 ng/ml의 Sa monella minnesota 에서 분리한 지다당류

(lipopolysacharride : LPS, Sigma), 50 ng/ml의 결핵균 분쇄항원, 

10 µg/ml의AraLAM 또는 ManLAM 항원을 각각 첨가하여 48 시간 

배양하여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일련의 

실험에서는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10 µg/ml의 AraLAM 또는 ManLAM으로 18 시간 전처리한 후 다

시 50 ng/ml의 지다당류를 첨가하여 48 시간 자극한 후 사용하였다.  

l

만성 폐결핵 환자의 흉수가 고인 부분에 국소마취 후 긴 주사바

늘을 삽입하고  heparin을 함유한 주사기에 무균적으로 흉수를 채

취하였다. 흉수를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버리고 세포침사를 적당한 

부피의 RPMI 배양액에 부유시킨 후 Ficoll-Paque를 이용하여 밀도

기울기법(density gradient)으로 단핵세포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단

핵세포에서 CD14 양성 단핵구를 분리하여 수상돌기세포를 배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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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LR 항체 억제(antibody blocking) 실험 

 

배양 6 일째의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에 

항 TLR2 차단항체 (TL2.1, Biolegend, San Diego, CA, USA), 항 

TLR4 차단항체 (HTA125, BD Biosciences) 또는 마우스 IgG2a 동

형대조군(BioLegend, San Diego, CA, USA)을 각각 10 µg/ml의 농

도로 1 시간 37oC에서 전처리 한 후 AraLAM 또는 ManLAM 항원

을 첨가하고 18 시간 배양하였다. 18 시간 후 각 처리군의 수상돌

기세포를 모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세포를 배양액에 부

유시키고 50 ng/ml의 지다당류를 첨가하여 24 시간 더 배양한 후 

배양액을 모아 분비된 시토카인을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LISA)로 

측정하였다. 

  

4. 유세포 분석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 및 

지다당류 또는 결핵균 항원으로 48 시간 자극한 수상돌기세포를 인

산완충액으로 2 회 세척한 후 FITC 또는 PE로 표지된 여러 표면분

자들의 단클론항체로 얼음에서 30 분간 반응시켜 직접형광염색 하

였다. 0.2%의 소혈청알부민이 함유된 인산완충액로 세척하여 세포

에 염색되지 않은 과잉의 단클론항체를 제거한 후 FacsCalibur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세포표면 분자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단클

론항체들은 항 FITC-HLA-DR, FITC-CD80, FITC-CD83, PE-

CD14, PE-CD86 (이상 Beckman Coulter) 등과 항 PE-CD54, 

FITC-CD1a (이상 BD Biosciences) 들이 염색에 사용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각각의 단클론항체에 대하여 FITC-mIgG2a 또는 PE-

mIgG1 (Beckman Coulter)을 동형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수상돌기

세포 표면의 TLR2와 TLR4 분자의 발현은 rabbit polyclonal 항 

TLR2와 항 TLR4 항체(Santa Crut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 간접형광염색을 하거나 또는 FITC-TLR4 (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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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A125 ; Santa Cruz) 및 PE-TLR2 (clone TL2.1 ; Santa Cruz) 

단클론항체로 직접형광염색을 하였다. 유세포 분석시 총 20,000개

의 세포 중 큰 과립세포군을 선택(gating)하여 WinMDI 2.8 (Joseph 

Trotter, Scripps Research Institute, San Diego, CA, USA)을 이용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5. 시토카인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 (ELISA)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 결

핵균 항원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 및 TLR 항체 억제 실험 후 모

은 배양액에 포함된 IL-6, TNF-α 및 IL-12p40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를 수행하였다. 항 시토카인 포획항

체(capture antibody, BD Biosciences)를 coating buffer (0.1M 

carbonate, pH 9.5)에 250 배 희석하여 microtiter plate (Costar, 

Acton, MA, USA)에 분주하고 4oC 에서 하룻밤 동안 부착시킨 후, 

과잉의 포획항체를 0.05% tween이 함유된 인산완충액 (PBST)로 

세척해 내고 10% 소혈청알부민이 함유된 인산완충액으로 차단시켰

다. 10% 소혈청알부민-인산완충액으로 10-20 배 희석시킨 수상돌

기세포 배양액을 포획항체가 부착된 평판의 각 well에 분주하고 

37oC 에서 2 시간 배양한 후 0.05% Tween이 함유된 인산완충액으

로 3회 세척하였다.  검출항체에 biotin이 부착된 항 사람 IL-6 (또

는 TNF-α 및 IL-12p40) 항체와 효소 시약인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streptavidin을 1:1의 비율로 섞고 

10% 소혈청알부민-인산완충액로 250배 희석하여 각 well에 첨가하

고 37oC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0.05% tween이 함유된 인산완충

액으로 3회 세척하였다. 기질용액인 tetramethylbenzidine(TMB)와 

hydrogen peroxide의 혼합액을 각 well에 첨가하고 어두운 상온에

서 20 분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후 2 N H2SO4 용액으로 발색반응을 

정지시키고,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발색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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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된 시토카인의 양은 사람의 재조합형 IL-6, TNF-α 및 IL-

12p40 (BD Biosciences)의 표준곡선으로부터 유추하여 계산하였다.  

 

6. 혼합세포배양 (Mixed Lymphocyte reaction ; MLR) 

 

배양 8일째의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

세포 또는 지다당류 및 LAM 항원으로 48 시간 자극 후의 수상돌

기세포 및 배양액을 모은 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배양 상

청액은 새로운 튜브에 모으고, 세포 침사는 RPMI 배지로 2 회 세척

한 후 trypan blue (Life technologies, Inc.)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의 수를 계산하였다. 세척이 끝난 각각의 수상돌기세포는 γ-

irradiator (137Cs)에서 3000 rad 로 방사선 조사한 후, 앞서 따로 

모아놓은 각각의 배양액에 1x104, 4x103 또는 2x103 세포/well의 

농도로 부유시켜 96 well round-bottom plate에 분주하였다. 

수상돌기세포와 혼합배양할 동종이형 T세포는 MHC 유형이 다

른 건강인의 말초혈액에서 분리한 단핵세포에서 항체고갈법과 

MACS magnetic beads (Miltenyi Biotechs)를 이용하여 역선택

(negative selection)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먼저 분리한 단핵세포를 

불완전항원-항체 혼합액 (hapten-antibody cocktail)과 혼합하여 

4oC에서 15 분간 반응시키고 MACS 세척액 (인산완충액-2mM 

EDTA-10% 소혈청알부민)으로 2 회 세척하였다. 세포침사를 

MACS 세척액에 107 세포/80 µl의 농도로 부유시킨 후 MACS 항 

불완전항원 (anti-hapten)이 부착된 microbeads를 첨가하여 4oC에

서 20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세포는 10-20 배 부피에 해

당하는 MACS 세척액을 첨가하여 세척한 후 자기장이 걸려있는 

MACS 컬럼을 통과시켜 컬럼에 붙지않고 통과한 세포를 모아 원심

분리하여 T세포를 얻었다. RPMI 배지로 2 회 세척이 끝난 T세포는 

2x105 세포/well의 농도로 20% 소혈청알부민이 함유된 RPMI 배양

액에 부유시켜 수상돌기세포 : T세포(E:T)의 비율이 1:100, 1:50, 

및 1:20 이 되도록 혼합하여 37oC 배양기에서 5 일간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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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세포의 증식을 측정하기 위해 배양 5 일째에 [3H]thymidine을 1 

µCi/well의 농도로 첨가해주고, 18시간을 더 배양한 뒤, 액체섬광계

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3H]thymidine 합일

화(incorporation)를 측정하였다. 또한 수상돌기세포와 동종이형 T

세포의 비율을 1:50으로 혼합하여 37oC 배양기에서 5 일간 배양한 

후 배양상청액내의 IFN-γ를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법으로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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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건강인 말초혈액에서 배양한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에 따른 표지

분자 및 TLR 분자의 발현 

 

 건강인의 말초혈액에서 분리한 단핵구 및 단핵구에서 배양된 수

상돌기세포의 표면분자 발현을 유세포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단핵구

에 비해 수상돌기세포에서HLA-DR, 동시자극분자인 CD80, 부착분

자인 CD54 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어있었다. 또한, 단핵구 세포의 

표지분자인 CD14의 발현이 소실되었고 수상돌기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CD1a 분자 발현을 관찰할 수 있어 배양된 세포가 수상돌

기세포 계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양액만 첨가해준 수상돌기세

포에서는 CD83은 발현되지 않아 미성숙 단계의 수상돌기세포임을 

확인하였으며, 지다당류로 48 시간 자극하면 CD83 분자의 발현이 

증가되고, HLA-DR, CD80과 CD86 및 CD54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성숙화가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Fig. 1).  

 

건강인의 말초혈액에서 분리한 단핵구 및 단핵구에서 배양된 수

상돌기세포에서 TLR 분자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해 직접형광염색을 

시행하여 유세포 분석하였다. TLR2와 TLR4 분자 모두 단핵구 및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는 모두 중간정도로 발현되고 있었으나, 지

다당류로 성숙시킨 수상돌기세포에서는 두 분자의 발현이 모두 소

실되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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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의 세포 표면분

N. T

Immature
DC

Mature
DC

HLA-DR CD80 CD86 CD83CD14 CD54

CD14(+)
Monocyte

CD1a

자의 발현. 건강인 말초혈액의 CD14 양성 단핵구 및 단핵구를 GM-CSF

와 IL-4가 함유된 배양액에서 6 일간 배양한 후 배양액 (immature DC) 

또는 지다당류 (mature DC)를 첨가하고 48 시간 더 배양한 후 세포의 표

면분자들을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선의 histogram은 동

형대조군을 표시하며, 색깔 있는 histogram은 TLR 분자의 발현을 표시한

다. 총 6 명의 건강인의 말초혈액에서 배양한 수상돌기세포군으로 반복 실

험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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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건강인 말초혈액의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 표면의 TLR

분자의 발현.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CD14 양성인 단핵구 

및 GM-CSF와 IL-4가 함유된 배양액에서 배양한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

포를 배양 6 일째 수확하여 배양액 (immature DC) 또는 지다당류 

(mature DC)를 첨가하고 48 시간 더 배양한 후 각각의 세포를 모아 

TLR2 또는 TLR4 단클론항체로 직접형광염색 하여 유세포 분석하였다. 

점선의 histogram은 동형대조군을 표시하며, 색깔있는 histogram은 TLR 

분자의 발현을 표시한다. 총 6 명의 건강인의 말초혈액에서 배양한 수상돌

기세포군으로 반복 실험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

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2. 폐결핵환자의 흉수에서 분리된 단핵구에서 수상돌기세포 생성 유

도 

 

 결핵균 항원에 노출된 수상돌기세포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폐결핵환자의 흉수에서 분리한 단핵구 및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

돌기세포의 표현형을 측정하였다 (Fig. 3). GM-CSF와 IL-4 첨가 

 17



배지로 배양한 세포는 단핵구 세포의 표지분자인 CD14의 발현이 

소실되었고, HLA-DR, CD86, CD54 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어 수상

돌기세포계열의 세포로 분화하였다. Salmonella minnesota의 지다

당류로 48 시간 자극 후에는 HLA-DR, CD80과 CD86 및 부착분자

인 CD54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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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폐결핵환자의 흉수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의 표면 분자 발현. 폐

결핵환자에서 흉수에 포함된 단핵세포를 Ficoll-Paque 밀도기울기로 분리

한 후, CD14+ microbead를 이용하여 단핵구를 분리하여 GM-CSF와 IL-

4가 함유된 10% 소혈청알부민-RPMI1640 배양액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6 

일째 지다당류 (mature DC) 또는 배양액만 (immature DC) 첨가하여 48 

시간 더 배양한 뒤 각각의 수상돌기세포의 표면분자 발현을 유세포 분석하

였다. 선으로 표시된 histogram은 동형대조군이며, 색깔있는 histogram은 

각각의 표면분자에 반응하는 세포수를 나타낸다. 총 3 명의 환자의 흉수에

서 배양한 수상돌기세포군으로 반복실험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수상돌기세포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CD83의 발현정도는 지다당

류로 자극을 하지 않은 개체에서는 모두 발현되지 않아 미성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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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돌기세포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다당류 자극에 대한 

반응은 개체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었는데, 폐결핵환자 중 PF#1

와 #3의 경우는 지다당류 자극에 대해 CD83의 발현 증가가 미미하

였으나, PF#2는 지다당류 자극에 의해 CD83의 발현이 현저하게 되

었다. 

 CD14 양성 단핵구에서 TLR2와 TLR4 두 분자 모두가 강하게 

발현됨이 관찰되었으며,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도 중등도로 발현

됨을 확인하였다. 지다당류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에서도 역시 두 

분자 모두 발현됨을 관찰하였으나, 단핵구 및 미성숙 수상돌기세포

에 비해 발현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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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폐결핵 환자의 흉수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의 성숙도 및 TLR 

분자의 발현. 폐결핵환자 #1 (PF #1)과 #2 (PF #2)의 흉수에서 분리된 백

혈구에서 CD14 양성 단핵구를 분리하여 GM-CSF와 IL-4가 함유된 10% 

소혈청알부민-RPMI1640 배양액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6 일째 지다당류 

(50 ng/ml : mature DC) 또는 배양액만 (immature DC) 첨가하여 48 시간 

더 배양한 뒤 각각의 수상돌기세포의 CD83 및 TLR 분자의 발현을 유세

포 분석하였다. 선으로 표시된 histogram은 동형대조군이며, 색깔있는 

histogram은 CD83 또는 TLR 분자 특이 단클론항체 발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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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균 분쇄항원 자극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특성 변화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로 

자극했을 때와 폐결핵환자의 흉수에서 분리한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로 자극했을 때 성숙도를 나타내는 CD83

분자의 발현 및 TLR 분자의 발현에 차이가 있음을 Fig. 2 와 Fig. 

4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결핵균 항원의 자극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배

양 6 일째의 수상돌기세포를 결핵균 중 비독성 균주인 H37Ra 

strain과 독성 균주인 Erdman strain의 분쇄항원으로 48 시간 자극

한 뒤 수상돌기세포 성숙도 및 TLR 분자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두 

분쇄항원 모두 수상돌기세포 표면의 CD83 발현을 증가시켜 수상돌

기세포 성숙화를 유도하였다 (Fig. 5). TLR2와 TLR4 분자의 발현은 

이들 분쇄항원의 자극 후에도 여전히 중등도로 유지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폐결핵환자의 흉수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

세포를 지다당류로 자극했을 때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건강인의 단

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로 성숙시켰을 때 성숙화가 진

행되면서 점차 TLR2 및 TLR4 분자의 발현이 소실되었던 결과와 

반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핵균 항원에 노출된 수상돌

기세포가 지다당류에 의한 성숙화 과정에 있어 건강인의 단핵구 유

래 수상돌기세포와 다르게 반응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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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결핵균 분쇄항원 자극에 의한 수상돌기세포 성숙화 및 TLR 자

4. 핵균 LAM 항원 자극에 따른 수상돌기세포의 성숙도 및 표면

결핵균의 구조성분 중 비독성(빨리 자라는) 결핵균과 병원성(느

리게

 분

CD83 TLR2 TLR4

H37Ra

Erdman

의 발현 변화.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

기세포를 50 ng/ml의 H37Ra 또는 Erdman strain의 분쇄항원으로 각각 

48 시간 자극한 후 CD83 및 TLR 분자의 발현을 유세포 분석하였다. 점

선으로 표시된 histogram은 동형대조군을 나타내며 색깔 있는 histogram

은 CD83, TLR2 및 TLR4의 발현정도를 표시한다. 다른 개체에서 배양한 

수상돌기세포군으로 총 3 회 실험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결

분자 발현의 변화 

 

 자라는) 결핵균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LAM 항원이 수상

돌기세포의 성숙화 및 TLR 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지를 관찰

하고자 Erdman strain에서 분리한 ManLAM 항원과 H37Ra에서 분

리한 AraLAM 항원으로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의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48 시간 자극하여 성숙화를 유도하였

다. 그 결과 각각의 LAM 항원 자극에 의하여 CD83 발현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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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다른 표면 분자들 (HLA-DR, CD80, CD86 및 CD54)의 

발현도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AraLAM과 ManLAM 모두 수상돌기세포 표면의 TLR2와 TLR4 발

현을 증가시켰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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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M항원 자극에 의한 건강인 수상돌기세포 표면분자 및 TLR 분

5. 결핵균 LAM 항원 자극이 수상돌기세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LAM 항원 자극이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 어떠한 기능적인 변화

를 

자의 발현.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

세포를 배양액(immature DC), 10 µg/ml의 AraLAM (AraLAM-DC) 또는 

ManLAM (ManLAM-DC) 또는 50 ng/ml의 지다당류(mature DC)로 48 시

간 자극한 후 각각의 처리군의 표면분자 및 TLR 분자의 발현을 유세포 분

석하였다.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된 histogram은 동형대조군을 나타내

며 색깔있는 histogram은 각각의 표면 분자의 발현을 나타낸다. 총 3 회

의 반복 실험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

과를 나타낸다.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고자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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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AraLAM과 ManLAM 각각 48 시

간 자극하였다. 이러한 수상돌기세포를 동종이형 T세포와 함께 혼

합림프구배양을 수행한지 5 일 후 T세포 증식 및 배양액내의 IFN-

γ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 비해 지다당류 자극

으로 성숙된 수상돌기세포가 T세포 증식을 가장 많이 유도하였으며,

Ara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는 지다당류에 의해 성숙된 수상

돌기세포의 60% (E:T=1:50)에서 85%  (E:T=1:20) 수준의 T세포 

증식력을 관찰하였다. Man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는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와 유사한 수준의 T세포 증식을 유도하였다 (Fig. 7-

A). 수상돌기세포와 동종이형 T세포와의 비율을 1:50으로 하여 혼

합세포 배양시 T세포에서 분비된 IFN-γ의 양을 측정한 결과 

ManLAM이나 Ara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와 반응한 T세포

에서 분비한 IFN-γ양이 지다당류에 의해 성숙된 수상돌기세포와 반

응한 T세포에서 분비한 IFN-γ의 양의 각각 29.7%와 56.6% 수준이

었다 (Fig. 7-B). 이 결과는 결핵항원으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자극하였을 때 수상돌기세포 성숙정도를 나타내주는 세포표면 분자

들, 특히 CD83은 지다당류 자극과 비교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

제로 수상돌기세포가 성숙된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각 LAM 

항원 자극마다 수상돌기세포의 T세포 증식력 및 활성화시키는 능력

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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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M 항원자극에 따른 수상돌기세포의 동종이형 T세포 증식력 변

화.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배양액, 10 µg/ml 농도의 AraLAM 또는 ManLAM, 50 ng/ml의 지다당류로 

각각 48 시간 자극한 후 모아서 각각의 배양액에 부유시킨 후 γ-

irradiator (137Cs)에서 3,000 rad로 방사선 조사한 뒤 동종이형 T세포와 

1:100, 1:50 및 1:20의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세포배양을 수행하였다. A. 

[3H]thymidine 합일화 실험, 배양 5 일째에 [3H]thymidine을 1 µCi/well

의 농도로 첨가해주고, 18 시간을 더 배양한 뒤, 액체섬광계수기로 

[3H]thymidine 합일화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개체마다 triplicate하여 cpm

값을 측정한 후 중간값에 표준오차를 더하여 표시하였다.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수상돌기세포군으로 3 회의 반복실험을 통하여 동일한 경향의 결과

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B. IFN-γ 분비 

측정, 배양 5 일째 혼합배양액을 수확하여 IFN-γ sandwitch 효소결합면역

흡착검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개체마다 triplicate하여 450 nm의 파장에

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분비된 IFN-γ의 양은 사람 재조합 IFN-γ의 표준 

곡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간값을 구하여 표시하였다. 같은 조건으로 다

른 수상돌기세포군으로 3 회의 반복실험을 통하여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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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핵균 LAM 항원의 전처리가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 성

숙화에 미치는 영향 

 

결핵균 LAM 항원자극 자체는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LAM 항원에 노출된 미성

숙 수상돌기세포가 이 후 지다당류 자극에 의해 성숙화 과정에 있

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각각 10 µg/ml

의 ManLAM과 AraLAM 항원을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

숙 수상돌기세포에 18-20 시간 전처리한 후 지다당류로 다시 48 

시간 자극하여 수상돌기세포 성숙화를 유도한 후 수상돌기세포의 

표면분자 변화 및 기능 변화를 측정하였다.  

 ManLAM 또는 AraLAM으로 전처리한 수상돌기세포의 표면의 

HLA-DR, CD80, CD86, CD54 그리고 CD83분자의 발현이 지다당

류 자극에 의해 성숙 수상돌기세포 수준의 증가된 발현정도를 보여 

ManLAM 이나 AraLAM의 전처리가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에 따른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TLR 분자의 경우 

LAM 항원의 전처리에 의해 수상돌기세포가 지다당류에 의해 성숙

된 뒤에도 TLR2 및 TLR4 분자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관찰하

였다 (Fig. 8). 이들 수상돌기세포를 동형이종 T세포와 혼합배양하

여 T세포 증식력을 측정한 결과, AraLAM 전처리 후 지다당류 자극

한 수상돌기세포는 지다당류 단독 처리군 (성숙화된 수상돌기세포) 

에 비해 세포증식이 감소한 반면 ManLAM 전처리군은 성숙 수상돌

기세포 수준의 높은 T세포 증식력을 보였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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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M 항원 전처리 후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 표면분자 및 

TLR 분자의 발현 변화.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

숙 수상돌기세포를 각각 10 µg/ml 의 AraLAM과 ManLAM 항원으로 18-

20 시간 전처리한 후 지다당류로 다시 48 시간 자극하고 FITC 또는 PE

가 표지된 각각의 표면분자 및 TLR 분자 특이항체로 직접형광염색 하여 

유세포 분석하였다.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된 histogram은 동형대조군

을 나타내며 색깔있는 histogram은 각각의 표면 분자의 발현을 나타낸다. 

같은 조건으로 각기 다른 개체에서 배양한 수상돌기세포군으로 3 회의 반

복실험을 통하여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

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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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AM 항원의 전처리가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T세포 증

식력에 미치는 영향. 배양 6 일째의 건강인의 말초혈액의 단핵구 유래 미

성숙 수상돌기세포를 배양액 또는 각각의 LAM항원을 전처리한 후 지다당

류로 48 시간 자극하고 γ-irradiator (137Cs)에서 3,000 rad로 방사선 조사

한 후, 동종이형 T세포와 1:100, 1:50 및 1:20의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세

포배양을 수행하였다. 5 일간 배양 후 [3H]thymidine을 1 µCi/well의 농도

로 첨가해주고, 18 시간을 더 배양한 뒤,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하여 

[3H]thymidine 합일화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개체마다 triplicate하여 cpm

값을 측정한 후 중간값에 표준오차를 더하여 표시하였다. 같은 조건으로 

각기 다른 개체에서 배양한 수상돌기세포군으로 3 회의 반복실험을 통하

여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과를 나

타낸다. 

 

건강인 말초혈액의 단해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나 이

들 세포를 ManLAM이나 AraLAM만으로 자극했을 때 배양상청액에

서 시토카인이 전혀 측정되지 않았으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지

다당류로 자극하여 성숙시켰을 때에는 IL-6, TNF-α, 또는 IL-

12p40 모두 현저히 증가하였다. 지다당류 자극에 의해 수상돌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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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분비되는 이들 염증성 시토카인들은 ManLAM 또는 

AraLAM 항원을 전처리하였을 경우 분비가 현저히 억제되는 결과

를 보였으며, AraLAM이 ManLAM보다 전처리시 시토카인 생성을 

더 강하게 억제하였다 (Fig. 10-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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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M 항원 전 처리에 따른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시

토카인 생성능.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의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

상돌기세포에 AraLAM과 ManLAM을 각각 10 µg/ml의 농도로 18 시간 

전처리하고 지다당류로 48 시간 자극한 후 배양액을 수확하여 효소결합면

역흡착검사로 배양액내의 TNF-α, IL-6 및 IL-12p40를 측정하였다. 아무 

자극없이 배양액만으로 48 시간 더 배양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 (iDC)와 

항원 전처리 없이 지다당류 첨가 후 48 시간 더 배양하여 성숙시킨 성숙 

수상돌기세포(mDC)의 배양액도 각각 수확하여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를 수

행하였다. 각각의 개체마다 triplicate하여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

정한 후 각각의 분비된 시토카인의 양은 사람 재조합 IL-6, TNF-α 및 

IL-12p40의 표준 곡선로부터 유추하여 계산하여, 중간값을 구하고 표준오

차를 더하여 표시하였다. 같은 조건으로 각기 다른 개체에서 배양한 수상

돌기세포군으로 3 회의 반복실험을 통하여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얻었으

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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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nLAM 항원의 TLR4를 매개한 수상돌기세포의 시토카인 생성

억제 

 

LAM 항원 전처리에 의해 지다당류 자극후의 수상돌기세포에서 

시토카인 생성이 억제되는 것이 TLR을 매개하여 일어나는 것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TLR 차단항체를 이용하여 항체억제실험을 수행

하였다.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발초혈액의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

돌기세포를 각각 10 µg/ml 농도의 TLR2 차단 항체, TLR4 차단 항

체 및 mouse IgG2a (동형 대조군)를 첨가하여 37oC에서 1 시간 배

양한 뒤   10 µg/ml 농도의 AraLAM 또는 ManLAM을 첨가하여 

18 시간 37oC에서 배양하였다. 지다당류를 첨가하기 전에 지다당류

와 결합할 가능성인 있는 과잉의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수

상돌기세포 및 배양액을 모아 원심분리하여 배양상청액을 버리고 

세포는 새로운 배양액에 부유시켜 배양기에 다시 분주한 후 50 

ng/ml의 지다당류를 첨가하여 24 시간 더 배양하고 배양상청액을 

모아 TNF-α 와 IL-6를 측정하였다.  

ManLAM 전처리 후 지다당류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군에서는 

mouse IgG2a를 전처리했을 때에는 이후 지다당류 자극에 의한 

TNF-α및 IL-6의 생성이 억제되었으나, TLR4 차단항체를 전처리한 

경우 ManLAM 전처리에 의한 억제되었던 TNF-α 및 IL-6의 생성

이 지다당류 단독 자극에 의해 수상돌기세포에서 생성되는 수준으

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TLR2 차단항체에 의해서는 오히려 

TNF-α나 IL-6의 분비가 더욱 억제되었다. AraLAM으로 전처리 한 

후 지다당류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군에서는 TLR2 차단항체나 

TLR4 차단항체를 전처리하여도 이후 지다당류에 의한 시토카인의 

생성 억제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ManLAM에 노출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의 경우 지다당류 자극시 분비되는 TNF-α 및 IL-6의 

생성 억제가 TLR4를 매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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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nLAM 항원의 TLR4를 매개한 지다당류 자극 후 수상돌기세

포의 시토카인 생성억제. 배양 6 일째의 건강인 말초혈액의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각각 10 µg/ml 농도의 TLR2 차단항체, TLR4 차

단항체 및 mouse IgG2a를 첨가하여 37oC에서 1 시간 배양한 뒤, 10 

µg/ml 농도의 AraLAM 또는 ManLAM을 첨가하여 18 시간 더 배양하였

다. 과잉의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수상돌기세포 및 배양액을 모아 

원심분리하여 배양상청액을 버리고 세포는 새로운 배양액에 부유시켜 배양

기에 다시 분주하고, 50 ng/ml의 지다당류를 첨가하여 24 시간 더 배양한 

후 각각의 배양상청액을 모아 TNF-α 와 IL-6를 측정하기 위하여 효소결

합면역흡착검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개체는 triplicate하여 효소결합면역

흡착검사를 수행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사람 재조합 TNF-α 또는 IL-6 

표준곡선에 적용하여 농도를 계산하고 중간값에 표준오차를 더해 나타내었

다. 같은 조건으로 각기 다른 개체에서 배양한 수상돌기세포군으로 3 회의 

반복실험을 통하여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얻었으며, 위 그림은 그 중 대표

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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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수상돌기세포는 숙주 방어기전에 있어 숫 림프구를 활성화 시켜 

보호면역반응을 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원전달세포이

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항원을 전달하고 동시자극 

기능을 증가시키는 성숙화 과정이 병원체 산물에 의해 유도된다. 일

련의 세균산물과 수상돌기세포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병

원체에서 유래한 지다당류 및 살아있는 세균에 의해 수상돌기세포

가 성숙되면서 MHC class II, CD80, CD40, CD54 및 CD58 등의 

다수의 세포표면 분자들이 증가되는 반면, CD14, CD32 분자의 발

현 및 세포내 이입능력은 감소한다50. 또한, 사람의 수상돌기세포에 

살아있는 bacillus Calmette-Guerin51, M. tubercu osisl  

 

52, Listeria

monocytogenes53, Streptococcus gordonii54, 또는 Leishmania

major55 등을 감염시키면 수상돌기세포 표면의 MHC 분자 및 동시

자극분자의 발현이 증가되고 T세포 증식도 증가됨을 보고하였다51. 

이러한 병원체 산물에 의해 수상돌기세포가 성숙화된 결과로 수상

돌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시토카인 및 표면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어 선택적으로 T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TH1 경로를 활성화 

시키며50, 56, 57, 감염체에 대한 특이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와 폐결핵환자의 흉수

에서 분리한 단핵구에서 각각 수상돌기세포를 배양하여 그 표현형

의 특성을 비교 관찰한 결과,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

숙 수상돌기세포는 지다당류에 의해 성숙되었으나 페결핵환자의 흉

수 유래 수상돌기세포는 각 환자에 따라 지다당류 자극에 의한 성

숙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인 말초혈액의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로 성숙시켰을 때와 달리 폐

결핵환자 흉수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는 3 명의 환자 모두에서 

TLR2와 TLR4 분자의 발현이 지다당류 자극 후에도 여전히 유지됨

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핵균의 분쇄항원으로 건강인의 말

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자극하여 성숙시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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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돌기세포에서 TLR2및 TLR4분자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던 결과

와 일치하여, 결핵균 항원에 의해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가 진행되

면서 TLR2와 TLR4 분자의 발현도 유지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지다당류에 의해 유도되는 수상돌기세포 성숙화와 결핵균 항원 자

극에 의한 수상돌기세포 성숙화가 표현형 발현유도가 다르며 그 기

능 면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근래들어 병원체의 특이적 성분과 반응하는 PRR의 일종인 TLR

이 사람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이들 분자들을 통한 병

원체 산물과 면역세포간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에서는 지금까지 10종의 TLR 단백이 주로 골수

모양(myeloid) 세포계에서 발현된다고 보고되었다33. 수상돌기세포

에서도 다양한 TLR이 발현되며 각각의 다양한 PAMP를 인지하여 

성숙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신호전달체계를 시작하게 된다58. 각

각의 TLR 분자와 반응하는 배위자 중 지다당류, 이중쇄 RNA 또는 

CpG-DNA등이 수상돌기세포를 성숙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IL-12

의 생성을 촉진시켜 TH1형의 주효 T세포를 분화시키는 작용을 한

다59, 60, 61. 또한 미생물의 지질단백과 지다당류는 TLR을 매개하여 

NF-κB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성 시토카인, 동시자극분자 및 세포고

사관련분자 등 NF-κB에 의해 조절되는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

하게 된다62, 63, 64, 65. 만성감염상태의 결핵균은 항원전달세포내의 미

성숙 class II 이종이량체(heterodimer)를 분리시켜 세포표면의 

MHC class II 분자 발현을 저하시키고66, class II transactivator 

(CIITA)의 발현을 저하시키거나67, 또는 대식세포내의 IFN-γ 신호전

달과정을 억제함으로써68 항원전달과정을 억제할 수 있다.  

 결핵균의 세포벽은 숙주의 세포막과 특이적인 결합을 하는 다양

한 지방성분 및 당지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들 중 일부는 단핵구, 

대식세포 및 수상돌기세포의 다양한 기능 및 표현형 특성을 억제하

여 결핵균이 숙주의 면역계를 피해 나갈 수 있게한다69, 70, 71. 결핵 

항원 중 19 kDa 지질단백은 T세포 반응을 유도하는 항원결정인자

가 알려져 있으며 IFN-γ, IL-4 및 IL-10등의 시토카인 생성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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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72, MHC class II 분자의 항원전달을 억제한다39. 지금까지의 시

험관 내 실험결과는 결핵균 지질단백항원이 TLR2를 매개하여 세포

활성화, 결핵균 사멸 및 세포고사를 유도한다73. PILAM 또는 

AraLAM, 19 kDa 지질단백 항원이나 결핵균에서 분비되는 용해성 

결핵 요소 (soluble tuberculosis factor : STF)에 포함된 6 kDa의 

phosphatidylinositol dimannoside (PIM)등도 TLR2를 통해 세포를 

활성화시킨다45, 74. 반면 TLR4 신호전달이 결여된 C3H/HeJ 마우스

에 살아있는 결핵균을 감염시키면 대식세포의 동원 및 결핵균에 대

한 염증성 반응이 결여되어 만성감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TLR4 분자도 결핵 면역반응에 중요할 것으로 제시되

었으나46, 75, 아직까지 결핵항원 중 어떤 성분이 TLR4와 반응하는지

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결핵균 항원이 TLR과 반응하여 

숙주의 수상돌기세포 성숙화 및 항원전달기능에 변화를 유발하여 

숙주의 적응면역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핵균 세포벽의 주요 성분인 LAM 항원이 수상

돌기세포 성숙화 및 항원전달기능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건강

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LAM 항원으로 

자극하고 성숙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AraLAM이나 

ManLAM 모두 단독 자극시 표면분자의 발현이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는 성숙 수상돌기세포에 비하여 T세포 증식유

도능력이 감소하였고 이 때 T 세포가 분비하는 IFN-γ의 양도 저하

되었다. 이 결과는 결핵균 LAM 항원이 수상돌기세포의 기능 저하

를 유도함을 의미한다.  

 AraLAM이나 ManLAM으로 전처리한 후 지질당류로 자극한 수

상돌기세포군의 표현형은 성숙 수상돌기세포의 양상을 보였으나 

TLR2와 4 분자의 발현은 소실되지 않고 중간정도 관찰되었다. 이

와 같이 TLR 발현을 제외한 표현형은 성숙 돌기세포와 동일하지만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시토카인에 의한 것인지를 관찰하고

자 수상돌기세포의 TNF-α, IL-6 및 IL-12p40 생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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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AraLAM이나 ManLAM 전처리에 의해 이들 시토카인 분비

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AraLAM의 전처리시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

한 수상돌기세포 배양액을 첨가하여 동종이형 T세포와 혼합배양을 

시행하였을 때 AraLAM 항원을 전처리한 경우에만 T세포 증식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AraLAM에 의한 수상돌기세

포의 기능 저하가 시토카인 생성 저하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Mariotti등76은 건강인의 말초혈액에서 분리한 

단핵구를 살아있는 결핵균으로 감염시켰을 경우 수상돌기세포로 분

화되는 과정에 결함이 생겨 CD83 분자는 발현하지만, MHC class II 

및 CD80의 발현이 저하되어있고 IL-12의 생성이 결여되어 있었으

며 이러한 수상돌기세포를 사용하여 숫 T세포를 자극하였을 때 T

세포에서 분비되는 IL-4 및 IFN-γ의 생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폐결핵환자에서 말초혈액의 

단핵구가 결핵균 항원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핵균 항원의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단핵구 및 단핵구에서 수상돌

기세포로의 분화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수상돌기세포에

서 분비되는 염증성 시토카인의 생성이 억제됨에 따라 수상돌기세

포의 기능이 변화될 수 있고 이들 변화에 따른 숙주의 적응면역반

응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LR 항체를 이용한 항

체 억제 실험에서 항 TLR4 차단 항체첨가시 ManLAM 전처리에 따

른 지다당류 자극 후의 수상돌기세포의 TNF-α 및 IL-6 분비가 지

다당류 단독 자극시 생성되는 TNF-α나 IL-6 수준으로 회복됨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ManLAM이 TLR4를 매개하여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시토카인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AraLAM의 경우는 항 TLR4 차단항체 및 항 TLR2 차

단항체 모두에서 억제된 시토카인의 생성을 회복시키지 못해 TLR2 

나 TLR4 분자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시토카인 분비 억제가 일

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ILAM이나 AraLAM이 

TLR2을 매개하여 세포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다른 연구결과들19, 

38, 74과 비교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TLR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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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LAM의 반응에 CD14이 필요하다는 Means 등45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상돌기세포는 건강인의 말초혈

액에서 분리한 CD14 양성 단핵구에서 수상돌기세포로 분화하면서 

CD14의 발현이 소실되어 TLR2를 통한 AraLAM의 신호전달이 일

어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항원이라 하더라

도 자극한 세포에 따라 각기 다른 TLR 분자 및 유도분자와의 반응

을 통한 신호전달 및 그 결과 파생되는 면역반응 현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Geijtenbeek등77은 ManLAM과 지다당류를 

동시에 자극했을 때 ManLAM이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수

상돌기세포 특이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3 (ICAM-3)인 

DC-SIGN 분자와 결합하며 그 결과 CD83의 발현이 감소되고 수상

돌기세포 성숙화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ManLAM을 18 시간 이상 전처리한 후 지다당류로 

자극시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에서 성숙도를 

나타내는 CD83 발현 및 T세포 증식력은 지다당류만으로 성숙시킨 

수상돌기세포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수상돌기세포에서 생성

되는 TNF-α나 IL-6등의 시토카인의 양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먼저 자극한 

ManLAM 항원에 의해 TLR2 및 4 분자의 발현이 증가되었고 증가

된 TLR4와 ManLAM이 반응하여 시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신호를 

전달하여 이후 지다당류 자극에 의한 시토카인의 분비가 억제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ManLAM 항원과 TLR4의 상호작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결핵균항원과 TLR 분자와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

를 유도한 것과는 달리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ManLAM 항원 자극이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

서는 결핵균 항원의 단기 또는 장기 처리시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

돌기세포의 성숙화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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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돌기세포의 표면에 DC-SIGN의 발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IL-1 receptor associated 

kinase-M (IRAK-M),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1 (SOCS-

1) 및 phosphoinositide 3-kinase (PI3K) 등이 TLR 분자 신호전달

체계의 억제조절인자들로 보고되었다. IRAK-M과 SOCS-1은 TLR

의 신호전달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며 초기보다는 두번째 자극 및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억제조절인자로 작용하는 반면78, 79, 80, PI3K

는 TLR 신호전달의 초기에 작용하여 단핵구 및 수상돌기세포에서 

IL-12 생성을 조절하여 TH1 및 TH2 세포반응의 형평을 조절하여 

세포의 원발성 활성 반응을 더욱 증가시킨다81, 82. 또한, TLR 신호전

달과정에 관여하는 연결기 분자 중 하나인 TRAF-6 분자가 수상돌

기세포의 성숙화 및 활성화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보고83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ManLAM이 TLR4를 매개하여 건강

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 활성화를 억제한 것이 지

금까지 보고된 억제조절인자에 의한 결과인지 또는 ManLAM 항원

과 반응한 TLR4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어떤 분자들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LAM 항원에 노출된 수상돌기세포는 이후 지다

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성숙과 T세포 증식 기능 및 염증성 시

토카인의 생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폐결핵환

자는 잠복기간에 이러한 결핵균 항원에 장기간 자극받아 단핵구에

서 수상돌기세포로의 분화과정과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의 성숙화 과

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TLR 분자를 매개로 하여 수상돌기세

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숙주의 병원체 감염에 대한 

면역방어기전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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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배양된 수상돌기세포를 결핵균 

항원으로 자극하여 수상돌기세포 성숙과정에 따른 표현형 특성 및 

기능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TLR 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의 표면분자 

분석 결과 CD14 분자의 발현이 소실되고 HLA-DR, CD80, 

CD86, CD54 분자들의 발현되어 수상돌기세포로 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로 자극하면 CD83 

및 그 외 표면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2.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수상돌기세포에서 TLR2

와 TLR4 분자의 발현은 단핵구 및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 중

간정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는 이들 분자

의 발현이 소실되었다. 

3. 폐결핵환자의 흉수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의 표면분자 분석 

결과 건강인 말초혈액 단핵구에서 유래한 미성숙 수상돌기세포

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미성숙 수상돌기세포를 지다당류로 자극

하면 CD83 분자는 개체에 따라 다른 정도의 발현을 보였고, 그 

외 표면분자들의 발현은 증가되어 있었다.  

4. TLR2와 TLR4 발현은 폐결핵환자의 흉수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에서는 물론 성숙된 수상돌기세포에서도 중간정도 

유지되었다. 

5. 결핵균 분쇄항원으로 건강인의 단핵구 유래 미성숙 수상돌기세

포를 자극하였을 때 성숙화를 유도하여 CD83 및 동시자극분자 

등 모든 표면 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지만 지다당류 자극에 

의하여 성숙화된 수상돌기세포와는 달리 TLR2와 TLR4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6. AraLAM 또는 ManLAM 항원으로 건강인의 단핵구 유래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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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돌기세포를 자극한 경우 CD83이나 기타 표면분자들의 발현

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TLR2와 TLR4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T세

포와의 혼합배양에서는 Ara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는 지

다당류에 의해 성숙된 수상돌기세포의 60% (E:T=1:50)에서 

85% (E:T=1:20) 수준의 T세포 증식력을 유도하였다. 반면에 

ManLAM으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는 미성숙 수상돌기세포와 유

사한 수준의 T세포증식을 유도하였다. ManLAM이나 AraLAM으

로 자극한 수상돌기세포와 반응한 T세포가 분비한 IFN-γ의 양

은 성숙 수상돌기세포와 반응한 T세포가 분비한 IFN-γ 양의 

29.7%와 56.6% 수준이었다. 

7. 건강인의 말초혈액 단핵구 유래 수상돌기세포를 AraLAM과 

ManLAM 항원 전처리 후 지다당류 자극한 경우, T세포와 혼합

배양시 AraLAM 전처리는 지다당류에 의해 성숙된 수상돌기세

포의 T세포 증식 정도를 감소시켰으나, ManLAM 전처리하는 경

우는 성숙 수상돌기세포 수준의 높은 T세포 증식을 보였다. 두 

항원 모두 전처리시 지다당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IL-6, 

TNF-α 및 IL-12p40의 분비를 억제시켰다. 

8. ManLAM 항원의 경우 전처리시 TLR4를 매개하여 지다당류에 

의한 TNF-α와 IL-6의 분비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LAM 항원에 노출된 수상돌기세포는 이후 지다당

류에 의한 수상돌기세포의 성숙과 T세포 증식 기능 및 염증성 시토

카인의 생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본 논문에서는 폐결핵환자는 잠복기간에 결핵균 항원에 장기

간 자극받아 단핵구에서 수상돌기세포로의 분화과정 및 미성숙 수

상돌기세포의 성숙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TLR 분자를 

매개로 하여 수상돌기세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숙

주의 병원체 감염에 대한 면역방어기전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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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berculosis continues to cause mortality and morbidity 

throughout the world, resulting one-third of world’s population is 

infected with Mycobacterium tuberculosis. Macrophages are the 

primary targets for Mycobacterium tuberculosis, and 

mycobacteria survive within phagosomes of the infected 

macrophages. Initially, the immune responses against 

mycobacteria are directed by activated macrophages. 

Subsequent recruitement of cellular responses that restrict 

mycobacterial infections, is mediated by dendritic cells (DC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monocytes in the lesion of 

tuberculosis patients. Mycobacterium tuberculosis or its products 

induce an important maturation process during which the 

expression of cell surface molecules and the antigen 

presentation activity are changed, resulting in potent interaction 

with T cells to initiate the acquired immune response.  

 Immature DCs are the immunological sensors that screen for 

pathogen entry using Toll-like receptors (TLRs), o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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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ed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PRRs), which recognize 

characteristic molecular patterns in microbial components. TLRs 

relay information about the interacting pathogen to DCs through 

intracellular signaling cascade, thereby eliciting appropriate 

cellular process that leads to DC maturation and induc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Several mycobacterial antigens can 

achieve cellular activa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TLR2. 

However, how these TLR agonists modulates the protective 

immune mechanism against M. tuberculos s infection is uncertain.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mycobacterial LAM antigens 

can induce phenotypic and functional changes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iation and maturation of monocyte-derived DCs 

(Mo-DCs), and whether the processes are dependent upon TLRs. 

i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Cs stimulated with 

mycobacterial antigens, DCs were derived from the monocytes 

of pleural effusion of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as well as 

from PBMCs of healthy donors. Immature DCs showed the same 

phenotypic characteristics as those of Mo-DCs from PBMCs of 

healthy donors ; however, the level of expression of CD83 after 

stimulation with lipopolysaccharide (LPS) was variable in each 

patient. The moderate expression of TLR2 on immature Mo-DCs 

of pleural effusion was maintained despite of LPS stimulation, 

unlikely of disappearance of TLR2 expression on LPS-stimulated 

Mo-DCs of healthy donors. When Mo-DCs of healthy donor were 

stimulated with whole mycobacterial sonicate antigens or 

purified LAM antigens, the moderate expression of TLR2 and 

TLR4 was also maintained after LPS stimulation, which coincide 

with the result of pleural Mo-DCs of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he stimulation of immature Mo-DCs with AraLAM or 

ManLAM did not induce the expression of CD83.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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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stimulation of T cells by AraLAM-stimulated Mo-DCs 

showed an increase in T cell proliferation activity as well as 

IFN-γ productioin by immature Mo-DCs. The allostimulating 

activity by LPS-stimulated DCs which were pre-treated with 

AraLAM, was decreased in compared to that of mature Mo-DCs, 

while the pre-treatment of Mo-DCs with ManLAM did not affect 

the allostimulating activity by LPS stimulation. When the 

immature Mo-DCs were pre-treated with AraLAM or ManLAM 

before LPS stimulation, the production of IL-6, TNF-α or IL-

12p40 was inhibited. Antibody blocking experiments revealed 

that the inhibition of TNF-α or IL-6 production by LPS-

stimulated Mo-DCs when pre-treated with ManLAM, was 

mediated by TLR4. 

 These results suggest that mycobacterial LAM antigens 

interfere with the maturation process of Mo-DCs. The immune 

system of tuberculosis patient may be thus operated improperly 

against microbial infection after chronic stimulation by 

mycobacterial anti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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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cytokine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