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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연살해 세포(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 효과의 

정량적 비교 분석 

 

 

우리 몸에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에 대항할 수 있다. 이중 선천면역 

반응은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면역 시스템으로 특히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 중 하나인 자연살해 세포(NK 세포)는 사전 

감작 없이 수용체와 리간드의 상호작용에 의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그리고 기생충 등의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항암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K 세포의 분화와 증식, 생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NK 

세포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IL-2, IL-12, IL-15, IL-18 등의 사이토카인이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NK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IL-2, IL-12, IL-15, IL-18를 

NK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이들 사이토카인을 함께 사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이들 

사이토카인(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세포에 처리해 준 

후 나타나는 NK 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세포의 증식, IFN-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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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 활성 수용체 발현, 세포독성 능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NK 세포의 증식이 일어났다. 또한 IFN-γ 

역시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높게 

증가되었다. NK 세포 표면의 활성 수용체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NK 세포에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특히 NKp30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또한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표적 세포를 제거하였으며, 과립을 분비할 때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107a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세포 

내 퍼포린과 그랜자임은 증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NK 세포가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호전달 기전을 분석해 보기 

위해 IL-2R 발현의 변화 및 신호전달 분자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IL-2Rα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하위 분자인 STAT4와 STAT5의 인산화가 

증가하여 이들 분자가 신호전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IL-2와 IL-12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NK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기초 자료는 향후 사이토카인을 통한 NK 세포의 활성화, 

더 나아가 NK 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 등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핵심되는 말 : 선천면역, 자연살해 세포, 사이토카인, 활성화, 

NK 세포, 인터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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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연살해 세포(natural killer cell, NK 세포)는 선천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백혈구(white blood lymphocytes)중의 하나로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는 기생충 등의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과 항암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 NK 세포는 특정한 항원의 자극 

없이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그에 대응하는 표적 세포 리간드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이 조절되고, 이들 수용체는 크게 활성 수용체와 억제 

수용체로 구분된다2. NK 세포에 억제 신호를 전달하여 기능을 

조절하는 억제 수용체에는 CD94/NKG2A, Killer inhibitory receptors 

(KIRs)등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리간드는 대부분이 

classⅠ MHC molecules이다3. 이들은 immunoreceptor tyrosine 

based inhibition motif (ITIM)을 가지고 있어 NK 세포의 억제 신호 

전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4. 반면에 NK 세포에 활성화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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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여 NK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활성 수용체에는 대표적으로 

natural cytotoxicity receptors (NCRs), NKG2D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immunoreceptor tyrosine based activation motif (ITAM)을 

가지고 있는 DAP12와 같은 transmembrane adaptor molecules과 

복합체를 이루어 그 신호를 전달한다5. 이 중 NCRs은 NKp30, 

NKp44, NKp46이 밝혀져 있으며6-8, NKp30과 NKp44는 T 

세포에서도 발견되지만 NKp46은 NK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NCRs의 리간드로는 

몇몇의 바이러스 리간드가 알려져 있고10, 세포에서의 리간드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으나11, 최근에 B7-H6가 NKp30의 리간드로 

밝혀졌다12. NCRs의 발현이 높은 NK 세포의 경우 발현이 적은 

세포에 비해 세포독성 능력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NCRs의 

발현 정도에 따라 NK 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13-15. 

활성화된 NK 세포는 다양한 과립(granule)들을 합성하고 세포 

밖으로 분비하여 표적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 과립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중 퍼포린(Perforin)과 그랜자임(Granzyme)은 표적 

세포를 파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퍼포린은 표적 세포의 

세포막에 모여 복합체를 형성하여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 세포의 

용해를 일으키며16, 그랜자임은 세포에 생성된 구멍을 통해 세포 내로 

들어가서 caspase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전을 통해 

세포고사를 유도한다17-19. 또한 NK 세포는 FasL, TRAIL과 같은 

death ligand를 이용하여 암 세포의 death receptor와 결합함으로써 

암 세포의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20, 21. 이 수용체들의 결합은 암 세포 

내의 caspase-8, -10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caspase-3, -7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세포 자살을 일으키게 된다22. 게다가 NK 

세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cytokine)과 케모카인(chemok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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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하고 항원제시 세포와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다23. 특히 활성화된 NK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는 단핵 세포와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성숙시켜 병원균에 대한 선천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24, Th1 면역 반응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NK 세포의 분화와 증식, 생존 그리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26,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IL-2, IL-12, IL-15, IL-18 등의 

사이토카인이 NK 세포의 기능과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사이토카인을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이라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이 중 IL-2는 휴지기 상태의 NK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NK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독성 

능력을 증가시키며, 퍼포린과 IFN-γ의 발현을 증가시킨다27, 28. 

IL-12는 p35와 p40 subunits으로 구성되어 있는 heterodimeric 

사이토카인으로 natural killer cell stimulatory factor로 알려져 있고 

항원제시 세포에서 주로 생산한다29. IL-12는 NK 세포와 T 세포에서 

IFN-γ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Th-1 type 면역 반응을 촉진시키는 등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30. 게다가 NK 

세포와 세포독성 T 세포(CTLs)의 세포독성 능력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1. IL-15는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증가시키며32, 

T/NK 전구 세포로부터 NK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NK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3, 34. IL-18은 microbial 

agents나 mitogens, IL-2, IL-12와 함께 NK 세포와 T 세포에 

작용하여 Th1 사이토카인과 IFN-γ의 생산을 증가시킨다35. 또한 

CD95 (Fas)나 퍼포린을 이용한 기전을 통해 NK 세포와 T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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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능력을 증가시킨다36, 37. 뿐만 아니라 NK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IL-15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NK 세포의 IFN-γ 생산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32. 또한 IL-18과 

IL-12을 병용 처리하였을 때, NK 세포의 활성화에 상승효과가 

있으며38, IL-18과 IL-15를 병용 처리한 경우에도 NK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9.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시, NK 

세포에서 IFN-γ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세포독성 능력을 강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이 밖에도 IL-4, 

IL-18, IL-21 등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1-43. 

IL-2와 IL-15는 염기서열의 상동성은 없으나 두 사이토카인은 

구조적으로 비슷하고44, 수용체도 α-chain을 제외하고 동일한 β-, 

γ-chain을 사용한다45. 이들 사이토카인은 B 세포의 immunoglobulin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T 세포와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증가시키며 B 세포, T 세포, NK 세포의 증식에도 관여하는 등 매우 

비슷한 생물학적 효과를 보인다32, 46, 47. 연구 결과에 따르면 IL-2와 

IL-15는 common major Janus kinase (Jak)와 signal transducers and 

activators of transcription protein (STAT),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그리고 phosphatidylinositol-3-kinase 

(PI3K)/AKT pathway를 통해 세포를 활성화시킨다48-50. IL-12의 

수용체는 두 subunit으로 구성되어 있는 heterodimer이며, Janus 

kinases Tyk2와 Jak2, STAT4에 의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51. 또한 NK 세포와 T 세포에서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를 활성화시킨다52.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NK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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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활성 효과와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사이토카인은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사이토카인을 과량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적이며, 

임상적으로 면역치료에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NK-92 세포는 1994년 급속진행성 non-hodgkin's lymphoma를 

앓고 있는 50세 남성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되었으며, CD56+CD2+ 

CD57+CD3-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53. NK-92 세포의 배양에는 

재조합 IL-2가 필수적이다. NK-92 세포는 NKp30, NKp46, 

NKG2D/E, CD28과 같은 다수의 활성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으며, 

퍼포린, 그랜자임, FasL, TRAIL, TWEAK, TNF-α와 같은 세포독성에 

관련된 분자들도 높게 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억제 수용체들은 소수 

발현하고 있으며, inhibitory KIRs는 적게 발현한다54. 그러므로 

NK-92 세포는 활성화된 NK 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며, in 

vitro 실험결과 악성종양 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5. NK-92 세포를 이용한 암 면역치료 연구는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와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악성 

흑색종에 대한 NK-92 세포의 면역 치료는 SCID 마우스 모델에서 

처음으로 입증되었다54. 특히 NK-92 세포는 MEWO 흑색종 세포나 

WM1341 세포주와 같은 사람의 흑색종 세포들에 대해서 in vitro와 

in vivo 모두에서 높은 세포융해 능력을 보여주었다. NK-92 세포는 

이종 이식된 SCID 마우스에서 WM1341 암의 크기를 40%-90%까지 

줄였으며, MEWO 암을 30%-75%까지 감소시켰다54. NK-92 세포는 

미국과 유럽에서 후기 악성 흑색종 환자와 신장암 환자에게 시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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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FDA 승인을 가지고 있다56. 이러한 NK-92 세포를 사용한 

치료는 비교적 안전하며, 후기 신장암과 악성 흑색종에 대한 항종양 

효과를 가지고 있다57. In vitro에서 NK-92 세포를 5Gy의 방사선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세포분열을 막을 수 있고, 10Gy까지는 세포독성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57. 악성이 아닌 동종 이계 세포에 대해서는 

독성이 없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이런 실험의 결과들은 세포 입양 

면역요법에서 NK-92 세포의 사용은 안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NK-92 세포는 현재까지 

임상 실험에 들어간 유일한 NK 세포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천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적응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NK 세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처리해 

주고 각각의 효과를 다양한 조건에서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을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NK 세포의 활성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이토카인이 각각, 혹은 함께 

사용되었을 때 NK 세포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NK 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이토카인의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신호전달 분자들을 확인하여 사이토카인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관여하는 핵심적인 신호전달 분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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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주요 재료 

RPMI 1640 medium,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alpha, 

fetal bovine serum (FBS), horse serum은 Gibco-Invitrogen 

(Carlsbad,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Myo-inositol, 2-mercapto- 

ethanol, folic acid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재조합 IL-2, IL-15, IL-18은 ATgen (Seongnam, South 

Korea), 재조합 IL-12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에서 구입하였다. Ficoll-Plaque는 Amersham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에서 구입하였다. [3H]-thymidine (37 mBq), 

Chromium-51 (74 mBq)은 PerkinElmer Life and Analytical 

Sciences (Shelton, CT, USA)에서 구입하였다. Anti-NKp30, 

anti-NKp44, anti-NKp46 항체는 Beckman Coulter Company 

(Marseille, France), anti-human FasL, anti-human TRAIL 항체는 

Bioregend (San Diego, CA, USA) 그리고 anti-CD25, anti-perforin, 

anti-granzyme B, anti-CD107a, anti-CD56 항체는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Anti-pSTAT4, 

anti-pSTAT5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anti-α-tubulin 항체는 Santa Cruz Biothecnology (Dallas, TX,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주 배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인 K562는 10% FBS가 포함된 RPMI를 

사용하여 37℃, 5% CO2의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K562는 활성화된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확인하는 실험의 표적 세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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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세포주인 NK-92는 12.5% FBS, 12.5% horse serum, 0.2 mM 

Myo-inositol, 0.1 mM 2-mercaptoethanol, 0.02 mM folic acid가 

포함된 MEM α에 재조합 IL-2를 10 ng/ml 넣어주고 37℃, 5% CO2의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3. Primary NK 세포의 분리 

NK 세포는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아 RosetteSep NK 

enrichment antibody cocktail (Stem cell Technologies, Vancouver, 

B. C. Canada)을 사용하여 전혈에서 분리하였다. 혈액 1 ml당 RosetteSep 

NK enrichment cocktail antibody을 50 μl씩 섞어준 후 2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혈액을 2% FBS가 포함된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와 1:1의 양으로 섞어주어 

희석한 후, Ficoll-Plaque (Amersham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 1600 rpm의 속도로 2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생긴 NK 세포층을 따로 분리해 내어 2% FBS가 

포함된 PBS을 이용하여 2 회 세척하였다. 이렇게 얻은 NK 세포는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 media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4. Cell proliferation assay ([3H]-thymidine incorporation) 

Proliferation assay를 위해서 96-well plates에 NK 세포(1×104 

cells/well)를 넣어준 후 rhIL-2, rhIL-12, rhIL-15를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한 후 5% CO2, 37℃의 환경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8 시간 

후 [3H]-thymidine (37 mBq)을 well 당 0.2 uCi씩 넣어주고 8 시간 

배양하였다. 96-well harvester를 이용하여 세포와 배지를 모두 glass 

fiber filter (size 90․120 mm; Wallac, Turkr, Finland)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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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를 말린 후 scintillator sheet (Meltilex, Wallac)를 녹여 filter를 

코팅하였다. 그 후 1450 MicroBeta TriLux (PerkinElmer Life and 

Analytical Sciences)를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5. IFN-γ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NK-92 세포를 세척 후 rhIL-2, rhIL-12, rhIL-15, rhIL-18을 농도 

별로 처리하여 24-well plate (1×105 cells/well)에 넣어준 후 5% CO2, 

37℃의 환경에서 48 시간 반응시켰다. NK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는 세포를 배양한 배양액에서 Human IFN-γ ELISA kit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LISA용 

96-well plate의 well에 coating buffer에 희석된 capture antibody를 

100 μl씩 넣어준 후 밀봉하여 4℃에서 overnight 하였다. Wash 

buffer를 사용하여 3 회 세척하고 남은 buffer를 모두 제거해 주었다. 

각 well에 assay diluent를 200 μl씩 넣어주고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켜 blocking 하였다. 다시 wash buffer를 사용하여 3 회 

세척하고 남은 buffer를 모두 제거해 주었다. 준비된 IFN-γ 

standard와 culture supernatants를 100 μl씩 넣어주고 plate를 

밀봉한 후 상온에서 2 시간 반응시켰다. Wash buffer를 이용하여 5 

회 세척하고 남은 buffer를 모두 제거해 주었다. Well마다 Working 

detector (Detection Antibody + SAv-HRP reagent)를 100 μl씩 

넣어주고 plate를 밀봉한 후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Wash 

buffer를 이용하여 7 회 세척하고 남은 buffer를 모두 제거해 주었다. 

각 well에 Substrate solution을 100 μl씩 넣어주고 빛을 차단시켜준 

상태에서 상온에서 30 분 반응시켰다. 각 well에 Stop solution을 50 

μl씩 넣어주고 30 분 이내에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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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ow Cytometry (FACS analysis) 

NK 세포 표면의 activating receptors (NKp30, NKp44, NKp46)와 

death ligands (TRAIL, FasL), CD25 (IL-2Rα), 세포 내의 perforin, 

granzyme B를 flow cytometry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세포 내의 

perforin, granzyme B의 발현을 분석하기 위해서 BD Cytofix 

/Cytoferm Plus Fixation/Permeabilization kit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였다. NK-92 세포를 세척 후 사이토카인 

(rhIL-2, rhIL-12, rhIL-15, rhIL-18)을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하여 5% 

CO2, 37℃의 환경에서 24 시간 배양한 후 PBS을 이용하여 2 회 

세척하였다. Anti-NKp30, anti-NKp44, anti-NKp46와 anti-human 

FasL, Anti-human TRAIL 항체, anti-CD25, anti-perforin, anti- 

granzyme B 항체를 각각 NK 세포에 처리하여 빛을 차단한 상태로 

30 분 반응시킨 후 다시 PBS를 이용하여 세포를 2 회 세척하였다. 

NK 세포를 적정양의 PBS에 부유시킨 후 LSR2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NK 세포의 apoptotic cell을 측정하기 위해서 

Annexin V-FITC Apoptosis Detection Kit (Biovision, California, 

USA)을 사용하였다. NK-92 세포를 세척 후 사이토카인 (rhIL-2, 

rhIL-12)을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하여 5% CO2, 37℃의 환경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PBS을 이용하여 2 회 세척하였다. Annexin 

V-FITC와 propidium iodide (PI)를 NK 세포에 처리하여 빛을 차단한 

상태로 5 분 반응시킨 후 LSR2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결과는 

사이토카인을 처리한 그룹의 대조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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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K degranulation assay 

NK 세포의 degranulation을 측정하기 위해 CD107a lysosome 

-associated membrane protein-1 (LAMP-1)의 발현을 Flow 

cytometry를 통해 측정하였다. NK-92 세포를 세척 후 사이토카인 

(rhIL-2, rhIL-12)을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하여 5% CO2, 37℃의 

환경에서 24 시간 배양한 후 PBS을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표적 

세포를 96-well round bottom plate에 1 x 105 개씩 분주하고 활성화된 

NK 세포를 E:T ratio (1:1)에 맞춰 well에 분주하였다. Anti-CD107a 

-PE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 항체를 넣어준 후 5% 

CO2, 37℃의 환경에서 4 시간 배양하였다. PBS를 이용하여 2 회 

세척한 후 anti-CD56-APC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 

항체를 처리하여 빛을 차단한 상태로 30 분 반응시킨 후 다시 PBS를 

이용하여 세포를 2 회 세척하였다. NK 세포를 적정양의 PBS에 

부유시킨 후 LSR2 flow cytometer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8. NK cell-mediated cytotoxicity assay (51Cr release assay) 

NK-92 세포를 세척하고 rhIL-2 (2 ng/ml), rhIL-12 (2 ng/ml), 

rhIL-15 (10 ng/ml)를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해 준 후 5% CO2, 37℃의 

환경에서 24 시간 반응시켰다. 표적 세포에 51Cr을 세포 1 x 106 당 

50 μCi 넣어준 후 5% CO2, 37℃의 환경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표적 세포를 3 회 세척한 후 96-well round bottom plate에 1 x 104 

개씩 분주하였다. 활성화된 NK 세포를 E:T ratio (1:1, 5:1, 10:1)에 

맞춰 wells에 분주하였다. 원심분리로 세포들이 잘 접촉할 수 있게 

해준 후 5% CO2, 37℃의 환경에서 4 시간 배양하였다. 4 시간 반응 

후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γ-counter용 tube에 100 μl씩 옮겨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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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counter (PerkinElmer, Boston,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pontaneous release는 Media만 넣어준 것을 사용하였으며, 

Maximum release는 2% Triton x-100을 넣어준 것을 사용하였다. 

% lysis = (experimental cpm – spontaneous release cpm) / (maximal 

release cpm – spontaneous release cpm) x 100 

 

9. Western blot analysis 

NK-92 세포를 세척하고 rhIL-2 (2 ng/ml), rhIL-12 (2 ng/ml)를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해 준 후 5% CO2, 37℃의 환경에서 15 분 

반응시켰다. NK 세포를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3 회 

세척한 후 다시 상층액을 제거하고 lysis beffer (1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2 mM EDTA, 1% Triton X-100, 2 mM NaF, 

2 mM Na3VO4, 1 mM PMSF, and 15 μg/ml leupeptin)를 이용하여 NK 

세포를 용해시켰다. Cell lysate는 13,000 rpm, 4℃에서 30 분 원심 

분리하여 cell nuclei와 debris를 제거해 준 후 BCA assay를 

이용하여 whole cell lysate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5x sample buffer를 

전체 부피의 20%가 되도록 넣고 5 분 열처리 후 western blotting을 

하였다. 10% SDS-PAGE gel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크기에 따라 

분리한 다음, nitrocellulose membrane에 80 V에서 1 시간 30 분 

transfer하였다. 상온에서 1 시간 5% skim milk를 사용하여 blocking 

한 후 primary antibody (anti-pSTAT4, anti-pSTAT5, α-tubulin)를 

4℃에서 overnight 반응시켰다. TBS에 0.1% tween 20이 포함된 

TBST로 10 분씩 6 회 세척한 후 HRP가 결합된 secondary 

antibody를 넣어주고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TBST로 10 분씩 

6 회 세척한 후 ECL solution을 사용하여 발광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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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유도되는 NK 세포의 증식 비교 

다양한 사이토카인에 의한 NK 세포의 증식을 비교하기 위해 NK 

세포의 증식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사이토카인, IL-2, IL-12, 

IL-15를 농도별로 처리해 주고 48 시간 후 NK-92 세포의 증식 

능력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해 준 후 

나타나는 세포의 증식 능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IL-2는 NK-92 세포의 증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고(그림 1a), IL-12와 IL-15도 NK-92 세포의 증식을 유도 

하였다(그림 1b, c). 반면에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IL-3는 NK-92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1d). 

다음으로는 NK-92 세포에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하여 세포 

증식 능력을 비교하였다. 각 사이토카인의 조합은 모두 NK-92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였으며 IL-2 (2 ng/ml)와 IL-12 (2 ng/ml)의 

병용 처리 시, IL-2 (2 ng/ml)를 단독 처리해 주었을 때 보다 다소 

높은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였다(그림 1e). 또한 IL-12 (2 ng/ml)와 

IL-15 (10 ng/ml)의 조합도 IL-12 (2 ng/ml)나 IL-15 (10 ng/ml)를 

단독으로 처리해 주었을 경우보다 높은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였으나 

IL-2 (2 ng/ml) 단독 처리 시보다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그림 1e). 이 

결과를 통해 NK-92 세포는 IL-2 뿐만 아니라 IL-15와 IL-12에 

의해서도 세포의 증식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단독 처리 시보다 효과적으로 증식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전혈에서 분리한 primary NK 세포를 이용하여 NK-92 

세포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Primary NK 세포를 이용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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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IL-2 (2 ng/ml)와 IL-12 (2 ng/ml)의 병용 처리 시 가장 

효과적으로 NK 세포의 증식이 유도되었으며, IL-12 (2 ng/ml)와 

IL-15 (10 ng/ml)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에도 세포 증식이 효과적으로 

유도되었다(그림 1f). NK-92 세포는 IL-2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IL-2 단독 처리 시 세포 증식이 높게 유도되었고, 이에 따라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그림1e). 그러나 primary NK 세포는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경우 단독 처리 시보다 세포 증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그림1f). 결과적으로 NK 세포의 세포 증식 능력은 

사이토카인을 단독으로 처리할 때보다 병용 처리하였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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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NK 세포의 증식 비교 

(a) IL-2, (b) IL-12, (c) IL-15, (d) IL-3를 농도별로 48 시간 처리 후 

NK-92 세포의 증식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e) NK-92 세포와 (f) 

primary NK 세포에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세포의 증식은 3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를 통해 측정하고 CPM 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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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처리해 주었을 때 NK 

세포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NK-92 

세포에 사이토카인을 48 시간 처리 한 후, 세포에서 일어난 세포사멸 

정도를 Annexin V와 Propidium iodide (PI)로 염색하여 FACS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단독으로 처리해 주었을 경우 각각 5.4%, 2.9%씩 

세포사멸이 감소되었고 이는 세포의 생존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그림 2a, b, c). 또한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6.2%의 세포사멸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병용 처리에 의한 기대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2d). 

따라서 NK-92 세포는 IL-2와 IL-12에 의해 세포 증식 및 생존 

능력이 증가하고 IL-12에 비해 IL-2가 좀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가장 높은 

세포 증식 및 생존 능력을 나타냈으나, IL-2와 IL-12의 병용 처리에 

대한 상승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IL-2 자체가 

NK-92 세포의 세포 증식 및 생존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IL-2와 IL-12의 조합에 의한 병용 처리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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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이 NK 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비교 

NK-92 세포에 (a) 대조군(NT, not treated) (b) IL-2 (2 ng/ml), (c) 

IL-12 (2 ng/ml), (d) IL-2+IL-12를 처리하고 48 시간 배양 후 

세포사멸 정도를 측정하여 사이토카인이 NK-92 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세포사멸은 Annexin V-FITC와 

Propidium iodide (PI) 염색 후 FACS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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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IFN-γ 

분비 비교 

NK 세포가 활성화되면 IFN-γ의 분비가 증가된다. IL-2, IL-12, 

IL-15 그리고 IL-18,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농도별로 NK 세포에 48 

시간 처리 후, 세포 배양액에서 IFN-γ의 분비량을 ELISA를 통해 

측정하여 각각의 사이토카인이 NK세포의 IFN-γ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IL-2, IL-12, IL-15의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NK-92 세포의 IFN-γ 분비량이 증가되었다(그림 3a, b, 

c). 이를 통해 각각의 사이토카인은 NK-92 세포의 IFN-γ 분비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IL-12가 IFN-γ의 분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b). IL-3와 IL-18을 단독으로 

처리해 주었을 경우에는 농도에 상관없이 IFN-γ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3d, e). 다음으로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NK-92 세포에 병용 처리하였을 때 

IFN-γ의 분비량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그림 3f). 

이 결과를 통해 NK-92 세포의 경우 IL-12가 가장 효과적으로 

IFN-γ 분비를 증가시켰으며,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혈에서 분리한 primary NK 

세포에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처리한 후 IFN-γ의 분비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IL-2 (2 ng/ml)와 IL-12 (2 ng/ml)의 처리가 

primary NK 세포의 IFN-γ 분비를 가장 많이 증가시켰고, IL-2 

(2ng/ml)와 IL-12 (2 ng/ml)의 병용 처리에 의해 IFN-γ의 분비가 

상승적으로 증가되었다(그림 3g). 또한 primary NK 세포에 IL-12 (2 

ng/ml)와 IL-18 (10ng/ml)을 병용 처리하였을 때에도 IFN-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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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가 높게 증가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IL-2와 IL-12의 조합이 NK-92 세포뿐만 아니라 

primary NK 세포에서 IFN-γ의 분비를 상승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primary NK 세포에서는 IL-12와 IL-18의 

조합도 IFN-γ의 분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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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NK 세포의 IFN-γ 분비 비교 

(a) IL-2, (b) IL-12, (c) IL-15, (d) IL-18, (e) IL-3를 NK-92 세포에 

농도별로 48 시간 처리 후 IFN-γ 분비량을 ELISA를 통해서 비교 

하였다. 또한 IL-2 (2 ng/ml), IL-12 (2 ng/ml), IL-15 (10 ng/ml), 

IL-18 (10 ng/ml)을 (f) NK-92 세포와 (g) primary NK 세포에 병용 

처리하여 준 후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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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활성 

수용체 발현의 비교 

NK 세포에서 활성 수용체의 증가는 NK 세포에 활성화 신호를 

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NK 세포의 세포독성을 강하게 유도할 수 

있다58. 따라서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각각 처리해 주었을 때 

NK 세포의 활성 수용체 발현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NK 세포의 

활성 수용체는 대표적으로 NCR (NKp30, NKp44, NKp46), NKG2D 

등이 있으며, death ligand로 TRAIL, FasL를 가지고 있다. IL-2 (2 

ng/ml)를 NK-92 세포에 24 시간 처리해 주었을 때, NKp30의 

발현이 주요하게 증가되었고 다른 활성 수용체의 발현은 약하게 

증가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그림 4). IL-12 (2 ng/ml), IL-15 (10 

ng/ml), IL-18 (10 ng/ml)을 단독으로 처리해 주었을 경우에는 활성 

수용체의 발현에 변화가 없었다. 다음으로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NKp30의 발현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고 다른 활성 수용체의 발현은 약하게 증가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그림 4).  

다음으로 전혈에서 분리한 primary NK 세포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primary NK 세포에서는 앞의 세포 증식과 IFN-γ 

분비량에서 나타났던 결과와는 다르게 활성 수용체의 발현에는 

상승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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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NK-92 세포의 활성 

수용체의 발현 비교 

NK-92 세포에 IL-2 (2 ng/ml), IL-12 (2 ng/ml), IL-15 (10 ng/ml), 

IL-18 (10 ng/ml)을 단독 또는 병용 처리해 주고 24 시간 후 각 

수용체의 발현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histogram (좌)과 

MFI 값(우)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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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primary NK 세포의 활성 

수용체의 발현 비교 

혈액에서 분리한 primary NK 세포에 IL-2 (2 ng/ml), IL-12 (2 ng/ml), 

IL-15 (10 ng/ml), IL-18 (10 ng/ml)을 단독 또는 병용 처리해 주고 

24 시간 후 각 수용체의 발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histogram (좌)과 MFI 값(우)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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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 비교 

지금까지 세포의 증식, 세포 표면의 NCR, death ligand 발현의 

변화, 그리고 IFN-γ의 분비량을 측정하여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NK 세포의 활성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가 실제 표적 

세포를 제거하는 세포독성 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NK 세포는 표적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과립을 분비한다. 

NK 세포의 과립에는 퍼포린과 그랜자임이라는 표적 세포를 파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처리해 주고 24 시간 후에 활성화된 NK 

세포 내의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처리해 주었을 경우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발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6a, b). 또한 

전혈에서 분리한 primary NK 세포에서도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발현에 의미있는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그림 6c, d). NK-92 세포와 

primary NK 세포에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하였을 때에도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발현은 증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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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이 NK 세포 내의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비교 

NK-92 세포에 IL-2 (2 ng/ml), IL-12 (2 ng/ml), IL-15 (10 

ng/ml)을 처리해 주고 24 시간 후 세포에서 생산되는 (a) 퍼포린과 

(b) 그랜자임 B의 발현을 FACS를 통해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전혈에서 분리한 primary NK 세포에 IL-2 (2 ng/ml), IL-12 (2 ng/ml), 

IL-15 (10 ng/ml)을 24 시간 처리해 준 후 세포에서 생산되는 (c) 

퍼포린과 (d) 그랜자임 B를 FACS를 통해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histogram (좌)과 MFI 값(우)으로 나타내었다. 

 

 

 

  

 

 

 

 

 

 

 

 

 

 

 

 

 



32 

 

다음으로 NK 세포가 표적 세포를 제거하는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단독 혹은 병용 처리해 주고 48 시간 후 표적 

세포에 대한 세포용해 능력을 51Cr release assay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IL-2 (2 ng/ml)를 처리해 주었을 때 IL-12 (2 

ng/ml)나 IL-15 (10 ng/ml)를 처리해 주었을 때보다 표적 세포의 

세포용해 능력이 증가되었다(그림 7a). 또한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해 준 후 세포용해 정도를 비교 본 결과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가장 강하게 세포용해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a). IL-12 (2 ng/ml)와 IL-15 (10 ng/ml)의 

병용 처리 시에도 IL-12와 IL-15를 단독으로 처리해 주었을 때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전혈에서 분리한 primary NK 

세포에 사이토카인을 처리하여 세포독성 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IL-2 (2 ng/ml)와 IL-12 (2 ng/ml)에 의해 primary NK 세포의 

세포 독성 능력이 증가되었다(그림 7b). 하지만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단독 처리 시보다 세포 

독성 능력의 상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그림 7b). 따라서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NK-92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은 상승적으로 증가시키나 primary NK 세포에는 단독 처리 

시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NK 세포가 퍼포린과 그랜자임 등의 과립을 분비할 때 

증가하는 CD107a의 발현을 측정함으로써 NK-92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IL-2 (2 ng/ml)를 처리해 

주었을 때 CD107a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하였을 경우 CD107a의 발현이 상승적으로 

증가되었다(그림 7c). 따라서 IL-2와 IL-12의 조합은 NK 세포가 

표적 세포를 만났을 때 과립을 더 많이 분비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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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Primary NK 세포에서 CD107a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이 

들 사이토카인에 의해 소폭 증가를 보였으나 세포독성과 마찬가지로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상승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7d). 따라서 NK-92 세포에 사이토카인을 

처리해 주었을 경우, 세포 내의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포 밖으로 과립의 분비를 증가시켜 

효과적으로 표적 세포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IL-2와 

IL-12의 병용 처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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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 비교 

(a) NK-92 세포와 (b) primary NK 세포에 IL-2 (2 ng/ml), IL-12 (2 

ng/ml), IL-15 (10 ng/ml)을 24 시간 처리한 후 K562에 대한 

세포독성 능력을 51Cr release assay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c) 

NK-92 세포와 (d) primary NK 세포가 K562을 제거하기 위해 

과립을 분비할 때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107a의 발현을 FACS를 

통해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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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NK세포의 활성 신호전달 분석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 IL-2와 IL-12를 단독 처리하였을 경우 NK 

세포의 세포 증식, IFN-γ의 분비 및 세포독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면 그 효과가 상승적으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NK-92 세포가 이들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되는 기전을 

파악하고 상승적인 효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IL-2R 발현의 

변화 및 신호전달 기전을 확인해 보았다. 앞의 실험 결과들을 통해 

NK-92 세포는 IL-2에 의해 활성이 크게 증가되며,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NK-92 세포의 활성이 상승적으로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IL-2는 IL-2R에 의해 신호가 전달된다. 

IL-2R는 IL-2Rα, β, γ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IL-2Rα가 

IL-2와 IL-2R의 결합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IL-2Rα의 발현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IL-2 (2 

ng/ml)를 처리해 주었을 때 IL-2Rα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상승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8a). 

다음으로 IL-2R와 IL-12R의 하위에 있는 신호전달 분자 중 

STAT4와 STAT5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p-STAT4의 발현이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단독으로 

처리해 주었을 때 증가되었으며, 특히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p-STAT4의 발현이 상승적으로 

증가되었다(그림 8b). 또한 p-STAT5의 발현도 IL-2 (2 ng/ml)를 

단독으로 처리해 주었을 경우 증가되었고, IL-2 (2 ng/ml)와 IL-12 (2 

ng/ml)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상승적으로 증가되었다(그림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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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활성 신호전달 

(a) NK-92 세포에 IL-2 (2 ng/ml)와 IL-12 (2 ng/ml)을 처리하고 24 

시간 후 IL-2Ra (CD25)의 발현을 FAC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histogram (좌)과 MFI 값(우)으로 나타내었다. (b) IL-2와 IL-12의 

하위 신호전달 분자인 STAT4와 STAT5의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해 

IL-2 (2 ng/ml)와 IL-12 (2 ng/ml)을 처리하고 15 분 후 p-STAT4와 

p-STAT5의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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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NK 세포는 선천면역에 관여하는 면역 세포로서 사전감작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면역 세포이다. NK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 방법은 

맞춤 항암 치료에 있어서 유망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57. 현재 NK 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는 환자에서 

낮아진 NK 세포의 능력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을 촉진시켜 항암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사이토카인을 

이용한 NK 세포의 활성화 연구는 NK 세포를 이용한 주요 항암 

면역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다57. 하지만 다양한 사이토카인에 의해 

NK 세포가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효과는 각기 다르며 각각의 

사이토카인 농도에 따른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또한 높은 농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낮은 농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안전성은 증가하나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 

(IL-2, IL-12, IL-15, IL-18)에 의해 활성화되는 NK 세포를 다양한 

방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를 비교해 보고, 낮은 농도의 

사이토카인을 조합하여 처리해 주었을 때 그 효과를 상승적으로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의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토카인으로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사이토카인이 효과적으로 NK 세포를 활성화시킬 때 

사용되는 핵심적인 신호전달 분자를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세포 입양 면역요법에서는 NK 세포를 효율적으로 증식시켜 많은 

수의 NK 세포를 얻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59. 본 실험 

결과에서 IL-2와 IL-12의 병용 처리는 IL-2, IL-12의 단독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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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토카인을 처리한 경우보다 primary NK 세포와 NK-92 

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식시켰다. 이를 통해 IL-2와 IL-12의 

병용 처리는 primary NK 세포 및 NK-92 세포의 증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또한 IL-2와 IL-12을 

병용 처리하였을 경우 NK-92 세포의 생존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따라서 사이토카인을 고농도로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기 보다는 저농도의 사이토카인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INF-γ는 신생혈관의 생성을 방해하고60, 종양으로 침투하는 

대식세포의 재분극을 일으키며61, 적응면역에 관련된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62 등 항암 반응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K 세포가 활성화되면 INF-γ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실험 결과 NK-92 세포에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처리해 주면 NK 세포에서 분비하는 INF-γ의 양이 증가하였다. 특히 

IL-2와 IL-12를 각각 2 ng/ml의 농도로 병용 처리하였을 때 NK-92 

세포에서 분비하는 INF-γ의 양이 상승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3f). 

이는 primary NK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동일하였다. 더욱이 

primary NK 세포에서는 IL-2와 IL-12의 병용 처리뿐만 아니라 

IL-12와 IL-18을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에도 INF-γ의 분비가 

상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g). 이를 통해 

NK 세포의 INF-γ 분비에는 IL-2 뿐만 아니라 IL-12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NK 세포가 표적 세포를 만났을 때 활성화되거나 억제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NK 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활성 수용체와 억제 수용체를 통한 신호전달 균형의 조절이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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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K 세포의 표면에 활성 수용체가 증가하면 활성화 신호가 

강하게 전달되어 NK 세포는 활성화된다. 또한 NK 세포의 표면에 

발현되는 death ligand 역시 표적세포의 death receptor와 결합하여 

표적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한다. 따라서 각종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처리해 준 후 NK 세포 표면의 대표적인 활성 수용체인 

NKp30, NKp44, NKp46과 death ligand인 FasL와 TRAIL의 변화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NK 세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NKp30의 발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른 활성 

수용체의 발현은 소폭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었다(그림 4). 또한 

primary NK 세포의 경우에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활성 수용체 발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5). 이전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IL-2와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NK 세포의 활성 수용체가 

증가된다고 보고되어 있다13, 63.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활성수용체의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사이토카인의 농도를 기존에 사용되는 농도보다 현저히 

낮추어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가 

실제로 종양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표적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능력이 상승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7a). 따라서 표적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도 IL-2와 IL-12의 병용 처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primary NK 

세포에서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이 

증가하였으나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에 상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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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7b). 또한 NK 세포가 표적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과립을 분비할 때 표면에 발현되는 분자인 CD107a의 

발현을 비교해 본 결과, NK-92 세포에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CD107a의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7c). 하지만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표적 세포를 융해시키데 중요한 역할은 하는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6). 따라서 

IL-2와 IL-12의 병용 처리에 의해 활성화된 NK-92 세포는 과립을 

세포 밖으로 더 많이 분비하여 표적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rimary NK 세포의 경우 IL-2와 IL-12에 

의해 세포 독성이 증가되었다(그림 7b, d). 그러나 IL-2와 IL-12의 

병용 처리에 의한 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하여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NK 세포의 

활성화를 다양한 방면에서 측정하고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NK-92 

세포에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세포의 증식, 

IFN-γ의 분비 및 세포독성 능력을 증가시켜 NK-92 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IL-2와 

IL-12의 상승적인 효과에 대한 기전을 신호전달 분자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IL-2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IL-2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는데 

IL-2 수용체는 α, β, γ 의 세가지 chai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IL-2와 수용체의 결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α-chain이다. 

세포의 표면에 α-chain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면, IL-2와 그 수용체의 

결합력이 강해지고 따라서 IL-2에 의한 NK 세포의 활성화가 

유도된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NK-92 세포에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IL-2Rα (CD25)의 발현이 증가되었다(그림 

8a). 이를 통해 IL-2와 IL-2R의 결합력이 강해져 IL-2가 효과적으로 

NK 세포에 작용하고, IL-12에 의한 활성화 신호 전달과 더불어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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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L-2 수용체와 

IL-12 수용체의 하위 신호전달 분자인 STAT4와 STAT5의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p-STAT4와 

p-STAT5의 발현이 모두 상승적으로 증가되었다(그림 8b). 따라서 

NK-92 세포에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해 주었을 경우 IL-2Rα의 

발현이 증가하여 IL-2에 의한 활성 신호가 강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IL-12에 의한 활성 신호 전달과 더불어 STAT4와 STAT5가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어 p-STAT4와 p-STAT5가 상승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NK 세포의 활성이 더욱 증가된다(그림 8). 또한 

STAT4가 인산화되어 활성화되면 STAT4/STAT4 homodimer나 

STAT3/STAT4 heterodimer를 형성하여 INF-γ promoter에 

결합하여 INF-γ의 생산을 증가시킨다64. 게다가 STAT4는 Ets 

Variant Gene 5 (ETV5, Ets-related Molecule, ERM)과 T-box 21 

(T-bet)의 전사를 증가시켜 이들을 통한 IFN-γ의 생산을 

증가시킨다65, 66.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IL-2와 IL-12의 병용 처리에 

의해 증가한 STAT4가 INF-γ의 분비를 상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TAT4는 IL-18RB1 (IL-18 receptor 

1)을 증가시키고67, 이는 IL-18과 결합이 증가하여 NK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NF-kB와 MAPK를 통해 INF-γ의 생산에 관여하게 

된다68, 69. 따라서 primary NK 세포에서 IL-12와 IL-18에 의한 

INF-γ의 분비 증가는 이러한 작용 때문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STAT4와 STAT5는 NK 세포의 증식과 세포독성 능력에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70.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사이토카인들은 NK 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NK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고된 실험에서 사용된 사이토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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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높은 농도의 사이토카인의 사용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이토카인이 NK 세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농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또한 낮은 농도의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해 주었을 때 NK 

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병용 처리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낮은 농도로 병용 처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IL-2와 IL-12를 함께 처리해 주었을 때 세포의 증식, INF-γ 분비, 

세포독성 능력이 모두 상승적으로 증가되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NK-92 세포에서 그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이토카인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STAT4와 STAT5의 인산화가 활성화 신호전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을 통한 NK 세포의 활성화 시 

사이토카인을 고농도로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기 보다는 저농도의 

사이토카인을 병용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과는 NK-92 세포와 primary NK 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에 있어서 NK 세포를 증식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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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유도된 NK 세포의 

증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IL-2와 IL-12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 primary NK 세포와 NK-92 세포의 증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되었고, NK-92 세포의 생존 또한 증가되었다. 

 

2.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 처리에 따른 INF-γ 분비를 세포 

배양액에서 측정한 결과,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시 

NK-92 세포와 primary NK 세포에서 INF-γ의 분비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IL-12와 IL-18의 병용 처리 시에도 

primary NK 세포에서는 INF-γ의 분비가 높게 증가되었다. 

 

3.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한 NK 세포 표면의 활성 

수용체 발현을 비교 분석한 결과,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시 NK-92 세포의 NKp30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primary 

NK 세포의 활성 수용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 

 

4.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가.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시 NK-92 세포의 세포독성 

능력이 가장 높게 증가되었다. 

나.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시 NK-92 세포에서 과립 분

비 표지자인 CD107a의 발현이 상승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세포 내 퍼포린과 그랜자임은 변화가 없었다. 

다. Primary NK 세포의 경우 IL-2와 Il-12에 의해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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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및 CD107a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IL-2와 

IL-12의 병용 처리에 의한 상승 효과 및 상가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5. NK 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NK-92 세포의 

IL-2R 및 신호전달 분자를 분석한 결과,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시 IL-2Ra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또한 IL-2와 

IL-12 수용체의 하위 신호전달 분자인 STAT4와 STAT5의 

활성화가 상승적으로 증가되었다. 

 

6.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IL-2와 IL-12의 병용 처리 

시 가장 효과적으로 NK 세포가 증식하고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토카인을 통한 NK 세포의 

증식 및 활성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NK 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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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killer (NK) cells are large granular lymphocytes that are 

important effector cells of the innate immune system with a critical 

role in early host defense. NK cells mediate cellular cytotoxicity 

against viral infected or transformed cancer cells and produce a 

variety of chemokines and cytokines that have influences on 

immune systems. Cytokines play important roles in regulating all 

aspects of NK cells such as, development, differentiation, cell 

proliferation, survival and effector function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L-2, IL-12, IL-15 and IL-18 have been shown to play 

critical roles in the activation of NK cells. Therefore these 

cytokines are members of the NK cell activating cytokines. 

In this study, we quantitatively compared the effects of the NK 

cell activating cytokines (IL-2, IL-12, IL-15 and IL-18) on NK cell 

proliferation and activation.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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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mbined treatments of these cytokines on NK cell 

activation. Consequently, we made efforts to find more effective 

combination of cytokines for NK cell activation.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NK cell activities, such as NK cell proliferation, IFN-γ 

secretion, activating receptors expression, and cytotoxicity, after 

stimulation by the NK cell activating cytokines. As a result, IL-2 in 

combination with IL-12 promoted NK cell proliferation more 

effectively. In addition combination of IL-2 and IL-12 

synergistically enhanced IFN-γ secretion. However, the surface 

expression of NK cell activating receptor was not increased by 

treatment of IL-2 combined with IL-12. Next,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ytokines of NK cell cytotoxicity against target cells. 

Our results revealed that NK cytotoxicity against target cells was 

effectively enhanced after treatment with IL-2 and IL-12. Moreover, 

CD107a also synergistically increased after treatment with IL-2 and 

IL-12. However, perforin and granzyme B expression levels were 

not increased in NK cells after treatment with IL-2 and IL-12. 

Finally, we investigated the changes of signaling molecules, which 

play important roles on NK cell activating signal transduction. As a 

result, combinatory treatment of IL-2 and IL-12 synergistically 

increased the phosphorylation of STAT4 and STAT5. 

  In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mbination of IL-2 

and IL-12 is highly effective on enhancing NK cell activities. These 

data would be helpfully utilized in the clinical application of NK 

cell-based immun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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