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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B형 간염 바이러스의 X 단백질이 발현되는 정상 간세포가
항원 특이 CD8+ T 세포의 활성과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B형 간염 바이러스 (HBV)에 의한 감염증의 회복에는 감염된 세포를 제거
할 수 있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할 수 있는 CD8+ T 세포 면역 반응이 중요하
다고 알려져 있다. HBV 만성 감염에서 약한 CD8+ T 세포 면역 반응이 관찰되
고 여기에는 HBV에 의한 면역 조절 기작이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보고
들에서 HBV의 단백질의 하나인 X 단백질이 CD8+ T 세포 면역 반응에 관여하
는 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 내 X 단
+

백질 발현에 의해 CD8 T 세포 면역 반응이 조절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X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는 재조합 baculovirus를 생산하고, 이 바이러스를 감염
시킴으로써 일차 배양된 C57BL/6 (H-2b) 수컷 마우스 간세포에서 X 단백질을
발현시켰다. 수컷에서 발현되는 H-Y 항원과 H-2Kb 복합체에 특이한 암컷
MataHari CD8+ T 세포를 분리하여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후, CD8+ T 세포의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산, 세포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X 단백질을 발현
하는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조건과 대조군 baculovirus를 감염시킨 간세포와 함
+

께 배양한 조건간의 CD8 T 세포의 증식양상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이토카
인 생산의 경우,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함께 배양한 조
건에서 대조군에 비해 IFN-r 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IL-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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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본 실험 조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CD8+ T 세포의 세포사가 일어난 빈도
는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조건에서 대조군 baculovirus를 감염
한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조건에 비해 약 5배, 정상 마우스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조
건에 비해 약 2.5배임을 관찰하였다. X 단백질을 발현하는 일차 마우스 간세포와 미
자극 CD8+ T 세포를 함께 배양한 본 연구 체계에서는 X 단백질이 CD8+ T 세포의
증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IFN-r의 분비와 세포사는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HBV가 감염 환자의 CD8 T 세포의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기존가설에 대한 증거로서 만성 간염환자에서 나타나는 세포 독성 T 세포의
기능저하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X 단백질 (HBx), CD8+ T 세포, 일차
배양 간세포, 세포 증식, 세포사, baculovirus, 사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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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B형 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B Virus)와 X 단백질

Hepatitis B virus (HBV)는 전 세계적으로 350만 이상의 인구가 감염되어
있으며, 급성 간염과 전격성 간염, 만성 간염을 일으킨다. 특히, HBV는 우리나라
를 비롯하여 중국, 아프리카에서 감염률이 높고 우리나라의 간암의 70%는 HBV
의 감염에 기인한다 (Chisari 등, 1995).
HBV의 병인 정도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성인의 HBV
감염은 불현성 감염이 일반적이며, 급성 감염된 성인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완
전히 제거된다. 그러나 급성 간염의 5～1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중 일
부는 또한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한다. 한편, 태아의 HBV 감염은 모체를 통
한 감염체의 전달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태아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게 감염의
90%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쉽게 진행되고, 만성 간염의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
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Chisari 등, 1995). 현재 HBV에 대한 백신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HBV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Chisari 등, 1995; William 등, 1997).
HBV는 지질외막으로 둘러싸인 캡시드 단백질 속에 3.2 kb 크기의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이다. 이 DNA는 네 개의 open reading frame (ORF)을 가
지고 있는 부분적 이중 원형 DNA로 외막 단백질 (sAg), 캡시드 단백질 (core
protein), 복제효소 (polymerase), X 단백질의 유전자로 채워져 있다 (William 등,
1997).
이 중 X 단백질은 15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17 kDa 정도의 단백질분

- 1 -

자이며, 간암 발생과 바이러스의 복제, 면역반응에 관련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HBV의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HBV 감염 세포내에서 X 단백질이
트랜스 작용인자 (transactivator)로써 바이러스나 세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
여 간암 형성에 관여한다고 보고 되었으며 (Wang 등, 1995; Shintani 등, 1999;
Diao 등, 2001; Ahn 등, 2002; Terradillo 등, 2002), 복제와 관련된 X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보고된 결과들이 있으나, HBV 감염 환자에 대한 보고
와 HBV의 동물 모델실험 방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Fukuda 등, 1995;
bouchard 등, 2001).
한편, 면역반응과 관련된 X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X
단백질이 세포독성 T 세포의 활성을 주도하는 분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즉,

주조직적합복합체

1집단

(major

histocampatibility

complex I; 이하 MHC class I로 표기함)의 발현이 HBV에 감염된 세포에서 정
상 간세포보다 높은 원인이 HBV에 감염될 경우, 발현된 X 단백질이 MHC
class I의 전사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Zhou 등, 1990). 또한,
인간 간암 세포주에 HBx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발현시켰을 때 사람의 백혈구 항
원-DR (human leukocyte antigen-DR; 이하 HLA-DR로 표기함) RNA의 양이
증가했다는 실험으로 X 단백질에 의해 HLA-DR의 발현이 조절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Hu 등, 1992). X 단백질이 T 세포 수용체 (T cell receptor; 이하
TCR로 표기함)와 항원-MHC I이 결합할 때 필요한 부착 분자 (adhesion
molecule) 중 하나인 intercellular cell adhesion molecule I (이하 ICAM-1로 표
기함)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인간 간암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Hu 등, 1992). 이와 같은 분자들은 세포독성 T 림프구 (cytotoxic T
lymphocyte; 이하 CTL로 표기함)가 매개하는 면역 반응에 필요한 분자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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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자들이 X 단백질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절된다는 보고들은 X 단백질이
HBV 감염과 관련된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X 단백질과 HBV 간염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에 따르면, HBV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에서 전염증성 사
이토카인 (proinflammatory cytokine)인 종양괴사인자 (tumor nectosis factor α ;
TNF-α)와 IL-18의 유전자 전사가 촉진되고, 나아가 X 단백질을 발현하는 형질
전환 마우스 (transgenic mouse)의 간에서도 IL-18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L-18에 의해 유도되는 Fas 라이간드 (이하 FasL로 표기함)의 발현도
관찰되었다 (Shin 등, 1999; Lee 등, 2002). 이 보고들로 X 단백질이 Fas를 발현
하고 있는 활성화된 T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할 것과 HBV 간염의 면역 병인 기
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상된다. 즉 X 단백질이 HBV에 감염된 간세포
표면의 FasL와 ICAM-1의 발현률을 높여서 간으로 CD8+ T 세포를 보다 끌어들
이고, CD8+ T 세포의 증식과 세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X 단백질이 HBV 감염과 CD8+ T 세포와 관련된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B. HBV에 대한 CD8+ T 세포 면역 반응

세포독성 T 림프구 (CTL)는 세포 관련 면역반응을 통하여 HBV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거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켜 HBV 감염의 회복에 기여하는 세포
이다 (Guidotti 등, 1999). B형 간염 환자의 CD8+ T 세포활성에 대한 연구에서
급성 B형 간염 환자는 HBV의 외막 단백질, 캡시드 단백질, 복제효소에 대하여
강한 CTL 반응이 관찰된 반면에 만성 간염 환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CTL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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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되었다 (Nayersina 등,1993 ; Rehermann 등, 1995). 그러나 성인의 만성
감염에서 관찰되는 약한 CTL 반응의 기전에 대한 이해는 HBV의 지속 감염을
이해하는데 필요함에도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가능한 기전을 숙주 요
인과 바이러스 요인으로 대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숙주 요인으로는 비활동
성 HBV 보유자와 활동성 HBV 간염 환자의 IL-10 promoter 유전자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비활동성 보유자는 면역 억제 반응을 하는 IL-10의 생산이 낮
을 것이라고 하였다 (Miyazoe 등, 2002). 한편, 바이러스 요인에 대해서는 캡시드
단백질이 Th2형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CTL 반응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Milich 등, 1998).

C. 면역 반응에서 간의 기능

간은 활성화된 CD8+ T 세포의 세포사에 관련된 장기로 알려져 있다. 펩타
이드 주사 혹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생체 내에서 CD8+ T 세포는 활성화되
고 비장과 림프절에서 수가 급속히 증가하다가 3～5일 안에 항원에 노출되기 이
+

전 상태로 수가 줄었으며, 활성화된 CD8 T 세포의 수가 비장과 림프절에서 감
소되면 오히려 간에서는 그 수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CD8+ T 세포의 세포사가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Huang 등, 1994; Belz 등, 1998). 한편, 간에서 활
성화된 CD8+ T 세포의 세포사가 일어나는지, 단순히 죽어가는 CD8+ T 세포를
간이 제거하는 것인지 또는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Park 등, 2002).
흥미롭게도 간에서는 활성화된 CD4+ T 세포보다 활성화된 CD8+ T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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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두
T 세포에서 발현되는 부착 분자의 차이가 요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실제로
마우스을 이용한 실험에서 활성화된 CD8+ T 세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현되
는 lymphocyte function antigen-1 (LFA-1)과 간 구성 세포들의 ICAM-1간의
결합으로 활성화된 CD8+ T 세포의 축적이 일어남이 증명되었다 (Mehal 등,
1999).
한편, 간은 내피세포와 간세포 사이에 basement membrane이 없고, 내피세
포에는 작은 구멍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이 있거나 간에서 항원이 발현
될 경우, T 세포가 내피세포의 세포질 구멍을 통해서 간세포와 만날 수 있다고
한다 (Park 등, 2002). 이와 같은 간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간세포 자체가 T 세
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재할 수 없다. 특히나 ICAM-1은 정상 상태의 간
의 내피세포와 Kupffer 세포뿐만 아니라 간세포에서도 발현되고 염증 반응이 있
는 간에서는 발현양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Park 등, 2002). 즉, 간에서
ICAM-1의 발현이 증가되면 CD8+ T 세포의 간 내 집결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HBV의 X 단백질이 간암 세포주의 ICAM-1의 발현
을 증가시킨다는 실험 결과와 연관하여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Hu 등, 1992).
간 내 집결한 활성 CD8+ T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그 중에서 FasL와 관련된 세포사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로
는 Adenovirus에 감염된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에서 바이러스에 특이한 CD8+ T
세포의 제거에 TNF-α나 perforin보다 FasL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Liu
등, 2001). 한편으로는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에서 Kupffer 세포에 항원이 제공되
는 것이 세포사에 더 작용하고, 간에서 FasL를 발현하는 백혈구 계통의 세포가
CD8+ T 세포의 세포사에 관련된 주된 세포라고 하였으나 FasL을 발현하는 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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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CD8+ T 세포의 세포사에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Liu 등, 2001; Mehal
등, 2001). C형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람의 간암 조직 표본에서 암세포와 암조직
을 둘러싸고 있는 정상 간세포에서 FasL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동시에 그 주
변에서 CD8+ T세포의 세포사가 관찰된 결과는 정상 간세포의 FasL 발현도
CD8+

T

세포의

세포사에

작용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Fukazawa 등, 2001).

D.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X 단백질을 발현시킨 일차 간세포가 CD8+ T 세포의 활성과
세포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X 단백질
의 발현으로 간세포가 CD8+ T 세포의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보고된 연구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정상 간세포 배양이 어렵고 일차로 배양된 간세포로 유전자 도입이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baculovir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차 배
양된 정상 간세포에 X 유전자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Hofmann, 1995), X 단
백질을 발현하는 일차 배양된 간세포가 CD8+ T 세포의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산,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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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A. 재조합 Baculovirus 생산

이미 확보하고 있는 pAcSG2-EGFP-OVA-HBx 벡터를 BamHI과 NotI으
로 잘라 EGFP 유전자 전체와 OVA, HBx 유전자의 일부를 제거하였다. 이 벡터
에서 제거된 X 유전자는 pCMV-OVA-HBx 벡터를 partial cutting하여 분리한
451bp DNA가닥을 T4 DNA ligase (Biolabs, New England)로 연결하여 X 유전
자가 삽입된 벡터, pAcSG2-CMV-HBx를 만들었다. 이 벡터에 대한 대조군으로
pAcSG2-EGFP-OVA를 BamHI과 NotI으로 잘라 EGFP-OVA 유전자를 제거한
후 T4 DNA polymerase (Biolabs)로 blunt end를 만든 후, T4 DNA ligase
(Biolabs)를 이용해 self ligation하여 X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벡터,
pAcSG2-CMV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제작된 재조합 baculovirus transfer vector를 이용하여 재조합
baculovirus를 생산하고 수집할 때 사용한 세포주는 곤충세포주인 Spodoptera

frugiperda 9 (sf 9) 세포 (BD biosciences, Bedford, MA, U.S.A)이다. 먼저, sf 9
세포를 60 mm dish에 2ⅹ106 수만큼 넣은 후 1 시간동안 27℃, CO2가 없는 배
양기에 정치시켰다. pAcSG2-CMV-HBx 또는 pAcSG2-CMV 3 ㎍와 linearized
lethal mutant baculovirus DNA 0.5 ㎍ (BD biosciences)을 혈청이 없는
TNM-FH 배지(BD bioscienes) 1 ml에 넣고, liposome reagent (DMRIE-C
Reagent, GibcoBRL, Gaithersburg, MD, U.S.A) 10 ㎕가 들어있는 TNM-FH 배
지 1 ml을 첨가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15분 정치한 다음, sf 9 세포에 넣고, 27℃
에서 5시간 배양한 후, fetal bovine serum (이하 FBS로 표기함, GibcoBR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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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였다. 배양 4일째 배양액을 4℃, 2,500 rpm,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
파편을 제거함으로써 재조합 baculovirus를 생산하였다. 일차로 생산된 바이러스
를 sf 9 세포에 감염시킴으로서 바이러스를 증식시켰고 이를 이차로 생성된 바이
러스로 명명하였다. 이차로 생성된 바이러스를 sf 9 세포에 감염시킴으로서 3차
로 생성된 바이러스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4차로 생성된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sf 9 세포에 3차 감염을 시키고 4일정도 되면 대조
군과 세포 형태를 비교하여 감염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수집된 Baculovirus 부유액을 6,000 xg (Jouan, Seoul, Korea)으로 4℃에서
16시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바이러스 pellet은 1% FBS가 포함된
PBS로 부유시켜 빛을 차단하여 4℃에 보관하였다.

B. Plaque assay를 이용한 baculovirus 역가 분석

바이러스 감염하기 1시간 전, 6 well plate에 sf 9 세포 (2 × 106)가 골고루
펴지도록 넣은 후, 배양기에 정치시켰다. 고속 원심분리법으로 농축한 바이러스
액을 희석하여 sf 9 세포가 들어있는 well에 각각 넣어주고 27℃에서 1 시간 정
치한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0.8 % agarose TNM-FH 배지 3 ml 씩 넣

어 주고, 실온에서 20 분간 정치한 다음 27℃의 습한 배양기에서 약 6～10일 동
안 배양하면서 플라크 형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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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마우스와 세포

본 실험에서는 6～8 주령된 수컷 C57BL/6 (H-2b) 마우스 (Taconic,
Suwon,

Korea)를

이용하였다.

MataHari

TCR

형질전환

마우스

(TCR

transgenic mouse)는 Dr. Matzinger (NIH)로부터 받았다. MataHari 마우스는
-/-

RAG

b

배경의 TCR 형질전환 마우스로서 수컷에서만 발현되는 단백질 H-Yp

의 펩타이드와 MHC class I의 subtype H-2Db 복합체에 특이한 TCR을 발현하
는 CD8+ T 세포만을 생산한다.

Sf 9 세포는 10% FBS와 Gentamicine이 포함된 TNM-FH 배지로 27℃에
서

배양하였다.

COSM6

세포와

Huh7

세포는

10%

FBS와

streptomycin,

penicillin이 포함된 Dulbe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BRL) 배지
로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일차 간세포는 타입 I collagen (BD
biosciences)이 코팅된 48 well plate에 insulin 과 dexamethasone, nicotinamide가
포함된 DMEM-F12 (GibcoBRL) 배지로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D. 유전자의 한시적 이입 (transient transfection)과 재조합 baculovirus의 감염

재조합 baculovirus tansfer vector에 의한 X 유전자 발현이 포유동물 세포에서
이루어지는가 알아보고자 COSM6 세포에 유전자를 이입하였다. COSM6 세포 (4 ×
105 cells/60 mm dish)에 8 ㎍의 palsmid DNA를 liposome (Lipofectiamine2000
reagent, GibcoBRL)를 이용하여 유전자 이입을 실시하였다. 이 세포를 36 시간동안
37℃,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재조합 baculovirus 감염에 의하여 간세포주에서 X 단백질이 발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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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Huh7 세포를 이용하였다. 먼저 Huh7 세포 (4 x 105 cells/60 mm
dish)를 넣고 16시간 배양한 후, M.O.I 1000의 baculovirus가 들어있는 배지로 교
환하고 37℃, 5% CO2 배양기에 정치시켰다. 한 시간 후, 배지 2 ml을 첨가하고
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E.

Western

blot

ting

재조합 baculovirus transfer vector가 도입된 세포 혹은 재조합 baculovirus
가 감염된 세포를 모아, 인산 완충 식염수 (phosphate buffered saline; 이하 PBS
로 약함)로 씻은 후, 4℃, 5,000 rpm으로 5 분간 원심 분리한 세포침전에 RIPA
buffer (1% NP-40, 1% DOC, 0.1% SDS, 150 mM NaCl, 10 mM Tris-HCl pH
7.4)을 넣고 4℃에서 20 분간 반응시켰다. 이를 4℃, 12,000 rpm으로 20 분간 원
심 분리하여 얻은 상청액에 SDS-PAGE sample loading buffer를 첨가하고, 5분
간 끓인 후 15%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이
하 SDS-PAGE로 약함) gel에 적하하여 70 V (voltage)로 전기영동하였다. 이
acrylamide

gel의

단백질을

polyvinylidene

fluoride

(이하

PVDF로

약함,

millipore Co., Bedford, MA, U.S.A.)막으로 260mA (Ampere)에서 2 시간 전기이
동시킨 후 1: 2,000으로 희석한 HBx에 대한 토끼 혈청과 1 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막을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 (이하 HRP로 약함)가 결합된
anti-rabbit IgG 항체 (DakoCytomation, Glostrup, Denmark)를 넣고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충분히 세척한 후 Enhanced chemical luminescence (이하 ECL로
약함, Amersham Pharmacia, Uppsala, Sweden)로 X 단백질의 band를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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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마우스 간세포 배양 및 X 단백질 발현 baculovirus의 감염

C57BL/6 수컷 마우스에서 간의 portal vein에 EGTA (Sigma, Saint Louis,
MO, U.A.S.)가 함유된 칼슘이온과 마그네슘이온이 없는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이하 HBSS로 칭함, GibcoBRL, Grand Island, NY, U.S.A)를 15분간
관류한 다음, EGTA가 들어가지 않은 HBSS와 collagenase (Sigma)가 함유된
HBSS를 각각 15 분간 관류한 후 간을 적출하였다. 세포 스크레이퍼와 세포 여
과기를 이용하여 간세포를 분리하고 50 xg에서 2 분간 두 차례 원심 분리하여
림프구와

Kupffer

(Sigma)를 이용하여

cell,

내피세포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10 분간 4℃, 1,000 rpm에서 원심

percoll

gradient

분리하여 죽은 세포를

제거하였다. Collagen (type I, BD biosciences)이 코팅된 48 well plate의 각 well
에 간세포 (2 x 104)를 넣고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밤새 정치하여
세포를 well의 바닥에 부착시킨 후 M.O.I 1,000의 비율로 준비된 재조합
baculovirus를 감염시켰다.

-/-

+

G. MataHari RAG1-/- 마우스에서 CD8+ T 세포의 분리

암컷 MataHari 마우스의 비장과 림프절을 분리한 후 세포 분리망을 이용하
여

단일

세포

부유액을

만들었다.

Ficoll

액

(lympholyte-M,

Cedarlane

laboratories, hordy, Canada)을 이용하여 세포 부유액에서 림프구를 분리하였다.
수집한 림프구에서 CD8+ T 세포를 분리하기 위해서 magnetic cell seperator,
MACS 분리기 (MiltenyiBiotec GmbH, Sunnyvale, CA)를 이용하였다. 먼저 세포
수 1 x 107당 superparamagnetic microbead가 결합된 단일클론 rat anti- C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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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2) 항체 (MiltenyiBiotec GmbH) 10㎕와 90㎕ 세척액 (0.5% BSA가 포함된
PBS, pH 7.4)을 넣고 4℃에서 15 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세포를 세척액으로 2회
세척한 후, 다시 2 ml 세척액으로 부유하였다. 세포 부유액을 마그네틱 판 (Vrio
MACS, Miltenyibiotec GmbH)에 부착된 separation column (MiltenyiBiotec
GmbH)에 투과시켰다.

칼럼을 세척액으로 5번 세척한 후, 마그네틱 판에서 분리

한 칼럼에 세척액을 통과시킴으로써 칼럼에 결합된 CD8+ T 세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세포의 일부를 phycoerythrin (PE)가 결합된 단일클론 항체 anti-CD8
(PharMingen, San Diego, CA) (최종농동; 1:200)로 염색하였고 유세포 분석기
(FACS Vantage, Beckton Dickinso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CD8+ T
세포 분리 효율을 분석하였다.

H. 일차 배양 간세포와 CD8+ T 세포의 배양

Collagen이 코팅된 48 well plate의 각 well에 적출한 수컷 C57BL/6 마우스
의 간세포 (2 x 104)를 넣고 37℃, 5% CO2조건에서 배양하였다. 16 시간 후,
HBx를 발현하는 baculovirus와 대조군 baculovirus 각각 M.O.I 1,000으로 간세포
를 감염시킨 후 24시간동안 배양하여 X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암
컷 MataHari CD8+ T 세포 (2 x 105)를 넣고 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CD8+ T세
포의 증식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에 기술한 방법으로 CD8+ T 세포를
5-(6-)-carboxyfluorescein diacetate succinimidyl ester (이하 CFSE로 표기함)로
표지한 후 간세포와 함께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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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D8+ T 세포의 증식 분석

CD8+ T 세포의 증식은 CFSE가 염색된 CD8+ T 세포의 형광 반감도를 분
석함으로서 가능하다. MataHari CD8+ T 세포를 5 x 107/ml가 되도록 PBS에 희
석하고, 여기에 5 mM CFSE 농축액을 넣어 최종농도가 5 μM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37℃에서 10 분간 정치한 후 2% FBS가 포함된 DMEM 배지(GibcoBRL)로
세척한 후 배양에 이용하였다. CFSE로 표지된 CD8+ T 세포를 간세포와 함께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CD8+ T 세포를 수집하고 phycoerythrin
+
(PE)이 결합된 단일클론 항체 anti-CD8으로 염색하였다. CD8 T 세포의 CFSE

의 형광도의 변화를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J. 사이토카인 생산 분석

위의 H항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1차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48시간 함께 배
양한 후 세포 배양액을 모아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실시하고
자 INF-r ELISA kit (Endogen, Inc., Boston, MA, U.S.A), IL-10 ELISA kit
(Biosource, Calformia, CA, U.S.A)을 이용하였다.
분석하려는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인 단일클론항체가 코팅된 96 well-plate에
배양액을 넣은 후 덮개를 덮고 37℃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배양액을 제거하고
세척액으로 4 회 plate를 씻은 후, biotin이 결합된 단일클론 항체액을 각 well에
넣고 덮개를 덮은 후 한 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한 시간 후 세척액으로
각 well을 씻은 후 streptavidin-peroxidase 반응액 (100 ㎕/well)을 넣고 덮개를
덮은 후 30 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다시 well을 씻은 후 100 ㎕ stab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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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ogen을 넣고 빛을 차단하여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삼십 분 후 각 well에
100 ㎕ 정지액을 넣고 섞은 후 450 nm에서의 흡광도를 분석하였다.

K. CD8+ T 세포의 세포사 분석

CD8+ T 세포의 세포사 분석은 일정 시간동안 간세포와 배양 후 수집한 T
세포를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end-labeling 법 (이하 TUNEL로
표기함, In

Situ

Cell

Death

Detection

Kit-Fluorescein,

Roshe,

Penzberg,

+
5
Germany)를 이용함으로서 분석하였다. 먼저 CD8 T 세포 (2 x 10 )를 PE가 결

합된

단일클론

anti-CD8과

anti-CD45

항체로

염색한

후,

100

㎕

2%

paraformaldehyde를 넣고 실온에서 40분간 처리하여 고정시켰다. 그 후, PBS로
한번 세척한 다음 100 ㎕ 0.1% Triton-X를 포함하는 0.1% sodium citrate를 넣
고 4℃에서 3 분간 반응시켰다. 세포를 다시 씻은 후 fluorescein isothiocyanate
(이하

FITC로

표기함)가

결합된

dUTP와

Terminal

deoxylnucleotidyl

transferase (이하 TdT로 표기함)를 1:9로 희석된 100 ㎕ 반응액을 넣고 빛을 차
단한 채 37℃에서 1 시간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을 끝내고 두 번 세척한 후 2%
paraformaldehyde로 부유하여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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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A. X 단백질을 발현하는 baculovirus 생산

일차 배양 간세포에 효과적으로 감염이 되는 baculovirus를 이용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의 X 유전자를 도입한 재조합 baculovirus를 생산하였다. 재조합
baculovirus를 제작하기위해서 먼저 baculovirus transfer vector를 제작하였다.
Baculovirus 유전자는

88～160 kbp정도로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체 유전자를

조작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조합 baculovirus transfer vector를 생산한 후 이것을
lethal mutant baculovirus 유전자와 함께 sf 9 세포에 도입하여 transfer vector
와 바이러스 DNA의 동일염기서열간의 recombination이 일어나도록 함으로서
재조합 baculovirus를 생산한다 (Stewart 등 1997).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재조합
baculovirus transfer vector는 cytomegalovirus (이하 CMV로 표기함) promoter
와 SV40의 poly A tail이 포함된 mammalian expression cassette가 포함되어 있
으며, pAcSG2-CMV-HBx의 X 유전자는 CMV promoter의 조절을 받아 포유류
세포에서 발현될 수 있다 (Fig. 2.). 대조군으로 X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pAcSG2-CMV 벡터를 제작하였다 (Fig. 2.). 제작한 baculovirus transfer 벡터의
유전자 발현을 단백질 단계에서 확인하기위하여 COSM6 세포에 liposome을 이
용하여 재조합 baculovirus transfer 벡터를 도입한 후 세포 용해액으로 Western
blot 분석법을 수행하였다. 대장균에서 발현시켜 정제한 HBx와 동일한 크기의
약 17 kDa 정도의 band가 pAcSG2-CMV-HBx를 도입한 세포에서 나타난 반면
에 pAcSG2-CMV를 도입한 대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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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rphology of sf 9 cells infected with baculovirus. Sf

9

cells

were

infected with baculovirus (B) at the multiplicity of infection (M.O.I) 1,000.
After 4 days of culture, the morphology of sf 9 cells was observed under a
microscope of 100 magnifications. Uninfected sf 9 cell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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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hedrin promoter

SV40 poly A

polyhedrin promoter

SV40 poly A
HBx

P CMV IE

P CMV IE

pAcSG2-CMV

pAcSG2-CMV-HBx
6855 bp

6445 bp

AmpR

AmpR

Fig. 2. Construction of the baculovirus transfer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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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X 단백질 발현 baculovirus transfer

vector를 이용하여 재조합

baculovirus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간 간암 세포주에서 X
유전자가 발현되는가를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확인하였다 (Fig. 3-B.). 대조군
baculovirus를 감염시킨 세포와 달리 X 단백질 발현 baculovirus를 감염시킨 세
포에서 약 17 kDa의 band가 검출되었다.

B. X 단백질이 발현되는 일차 간세포가 미자극 (naive) CD8+ T 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동종 정상 마우스 간세포는 실험관에서 동종 MHC class I 분자에 특이한
CD8+ T 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Zhou 등, 1990), 간세포가
생체 내에서 미자극 CD8+ T 세포의 활성을 유도할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
다. 먼저 X 단백질이 발현되는 간세포가 항원 특이 미자극 CD8+ T 세포의 증식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위하여 수컷 C57BL/6 (H-2b) 마우스의 간세포를 분
리하여 baculovirus를 감염시키고, 여기에 CFSE로 표지한 암컷 MataHari 마우
+

스의 CD8

+

T 세포를 넣고 함께 배양하였다. 암컷 MataHari 마우스의 CD8

T

세포는 수컷의 단백질에서 유래된 펩타이드 (WMHHNMDLI, H-Ypb)와 H-2Db
복합체에 특이적인 TCR transgene을 발현한다. CD8+ T 세포를 일차 배양 간세
포와 함께 배양한 결과,

MataHari 마우스의 CD8+ T 세포의 증식이 유도되었으

며, IL-2 (20 U/ml)가 첨가되었을 때 CD8+ T 세포의 증식이 더욱 활발하였다.
그러나 IL-2의 첨가와 상관없이 CD8+ T세포의 증식은 간세포의 X 단백질 발현
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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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pression of HBx protein in mammalian cell lines. A; To confrm
the expression of HBx of baculovirus transfer vector in mammalian cell , COSM6
cells were transfected trasiently with pAcSG2-CMV (1), and pAcSG2-CMV-HBx (2)
respectively, HBx purified from E. coli.(3). B; To confirm the expression of HBx in
mammalian cells infected with HBx of recombinant baculoviruses, Huh7 cells were
infected with recombinant baculovirus expressing HBx protein (1) or not (2). Two
days after infection, the cell lysate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with rabbit
anti-X-κHL and HRP-conjugated anti-rabbit Ig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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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The proliferation assay of naive CD8+ T cells co-cultured with primary
hepatocytes

expressing

HBx

or

n ot .

Primary

hepatocytes

were

isolated

and

infected with baculovirus expressing HBx or not. After 24 h, purified female
+

MataHari CD8 T cells labeled with CFSE were co-cultured with primary hepatocytes
b

(H-2 ). After 48 hours of co-colture,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stained with
PE-conjugated anti-CD8 Ab and anti-CD45 Ab and analyzed by a flow cytometry.
+

Histogram gates were set on CD8

+

and CD45

+

cell populations. A; CD8
+

cultured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control baculovirus, B; CD8

T cells

T cells cultured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baculovirus expressing HBx, C; CD8+ T cells cultured
+

in the presence of IL-2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control baculovirus, D; CD8

T cells cultured in the presence of IL-2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baculovirus
expressing

H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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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8+ T 세포와 간세포를 함께 배양할 때 간 세포내 X 단백질의 발현이
IFN-r와 IL-10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sandwich ELISA를
+

수행하였다. 간세포 또는 CD8

T 세포를 단독으로 배양한 조건에서는 IFN-r가

생산되지 않았으나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함께 배양한 조건에서는 생산되었
다. 그 양에 있어서 baculovirus를 감염시키지 않은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함
께 배양한 조건보다 baculovirus를 감염시킨 조건에서 IFN-r가 적게 생산되었다.
+

X 단백질을 발현하는 baculovirus를 감염시킨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함께 배

양한 조건과 대조군 baculovirus를 감염시킨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함께 배양
한 조건간의 IFN-r 생산의 차이가 보였지만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알
기위하여 실험을 반복수행할 예정이다 (Fig. 5.). 반면에 본 실험조건에서는 IL-10의
생산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C. X 단백질이 발현되는 일차 간세포가 미자극 CD8+

T 세포의 세포사

에 미치는 영향

일차 배양된 간세포에 의하여 활성화된 CD8

+

T 세포의 세포사가 간세포의 X

단백질 발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와 함
께 48 시간 배양한 MataHari CD8+ T 세포를 TUNEL 염색하여 유세포 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실험조건에서 CD8+

T세포가 활성화된 후 48 시간에서는 CD8+

5% 미만에서 세포사가 일어남이 관찰되었다. CD8+

T 세포의

T 세포의 세포사가 일어난 빈도

는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조건에서 대조군 baculovirus를 감염
한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조건에 비해 약 5배, 정상 마우스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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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비해 약 2.5배임을 관찰하였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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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ON

CMV

HBx

L

H

Fig. 5. IFN-r and IL-10 production of naive CD8+

T cells co-cultured

with primary hepatocytes expressing HBx or not. Purified female MataHari
CD8+ T cells were co-cultured with primary hepatocytes. After 48 hr of co-culture,
th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and the production of IFN-r and IL-10 were
analyzed

by

sandwich

ELISA.

CON;

+

CD8

T

cells

cultured

with

uninfected-hepatocytes, CMV; CD8+ T cells cultured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control baculovirus, HBx; CD8

+

T cells cultured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

baculovirus expressing HBx, L; CD8

T cells cultured alone, H; hepatocytes alone.

- 23 -

A.

CON

B.

CMV

C.

0.63%

1.25%

Fig. 6. The TUNEL assay of naive CD8+

HBx
3.37%

T cells co-cultured with

primary hepatocytes expressing HBx or not. The naive CD8+ T cells were
co-cultured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recombinant baculovirus expressing
HBx or not. The CD8+ T cells were harvested, labeled and analyzed by
FACS 48 hr after co-culture. TUNEL histograms of CD8+ T cells were gated
on CD45.1+CD8+ cells. A; CD8+ T cells cultured with uninfected- hepatocytes
B; CD8+ T cells cultured with hepatocytes infected with control baculovirus.
C;

CD8+ T

cells

cultured

with

hepatocytes

expressing H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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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ed

with

baculovirus

IV. 고 찰
초기의 X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로는 감염된 간세포의
간암 발생기작과 세포내 바이러스의 복제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최근 들어
HBV의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과 관련하여 X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간암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연구 또한 분
자 생물학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HBV 감염에서 바이러스의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D8+ T 세포와 정상 간세포에서 X 단백질 발현의 상관관계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
세포가 항원 특이적 CD8+

T 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으며, IFN-r의 생산을 유도

하고, 항원 특이적 CD8+ T 세포의 세포사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차 배양된 마우스의 정상 간세포에서 X 단백질을 발현하도
+

록 한 후 이 세포가 CD8 T 세포의 활성과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러한 실험체계는 간세포 친화성이 높고, 일차 배양된 사람 또는 마우스의 간세포
에서도 높은 효율로 유전자를 도입하는 baculovirus 감염 시스템 (Hofmann,
1995)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실험 체계는 HBV
전체 유전자를 삽입한 baculovirus를 이용함으로써 HBV의 초기 감염의 in vitro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자극 T 세포는 림프절과 비장에서 활성화되고 분화되며, 이
렇게 성숙된 T 세포만이 혈관을 통해서 비림프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받아
들여지고 있다 (Mackay 등, 1990). 미자극 T 세포는 림프절 또는 비장에서 펩티
드와 MHC 복합체를 발현하는 수상돌기세포 (dendritic cell)에 의해 활성화된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Y 항원을 발현하는 수컷 C57B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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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마우스의 간세포와 H-Y 항원과 H-2Db에 특이적인 암컷 MataHari의
CD8+ T 세포를 함께 배양한 결과, 미자극 CD8+ T 세포가 활성화되어 증식하고
IFN-r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Fig. 4., 5.). 이 결과는 최근에 발표된
H-2Kb에 특이적인 미자극 Des-TCR 형질전환 마우스의 CD8+ T 세포를 간에서
만 H-2Kb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Met-Kb 마우스로 adoptive transfer 하였을 때
수 시간 안에 간으로 수집되고 간에서 활성화되었다는 Bertolino의 결과와도 부
합되는 것이다 (Bertolino 등, 2001). 본 결과는 다른 비림프구 조직과 다르게 간
내부에서는 간의 림프구계열 세포들과 관계없이 간세포 자체만으로 미자극 CD8+
T 세포가 항원 특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현재까지 X 단백질이 세포독성 T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직접
적인 연구는 없었다. 본 실험에서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와 CD8+ T 세포
를 함께 배양한 후 CFSE 염색법을 이용하여 세포 분열을 확인한 결과, 간세포
에 의한 CD8+ T 세포 증식이 X 단백질 발현 여부에 의해 조절되지 않음을 관찰
하였다 (Fig. 4.). 한편, CD8+ T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r 분비를 조사한 결과,
X 단백질을 발현하는 baculovirus에 감염된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함께 배양
했을 때 X 단백질을 발현하지 않는 baculovirus에 감염된 간세포와 CD8+ T 세
포를 배양한 조건에 비해 그 분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baculovirus에
감염되지 않은 간세포와 CD8+ T 세포를 배양한 조건에서보다는 IFN-r의 분비량
이 적었다 (Fig. 5.). X 단백질에 의해 MHC class I 분자와 ICAM-1 분자의 발
현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Zou, 1990; Hu 1992) CD8+ T 세포의 활성이 증
가할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는 간에서 X 단백질의 발현은 CD8+ T
세포의 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IL-10은 사이토카인 2 집단 (Class 2 cytokine)의 대표 사이토카인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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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사이토카인이며, 보조 T 림프구 1 타입 (type 1 helper T cell; 이하 Th1
cell로 약함)의 면역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 ELISA
법으로 IL-10 분비량을 측정하였으나 어느 실험군에서도 IL-10의 분비를 확인할
수 없었다 (Fig. 5.). 이 결과는 최근 OT-1 마우스를 이용하여 in vitro 상에서
항원을 제공하는 일차배양 간세포와 미자극 항원 특이적 CD8+ T 세포를 함께
배양했을 때 IL-10의 분비가 제공된 항원의 농도에 관계없이 분비량이 매우 낮
았다는 보고와 부합하며 (Dikopoulos 등, 2004), 간세포 내 X 단백질의 발현이
IL-10의 생산을 유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간은 활성화된 CD8+ T 세포의 세포사에 관련된 장기로 알려져 있다. 간의
구조적 특징으로 간 내로 유입된 CD8+ T 세포가 간세포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Park 등, 2002), 본 연구는 HBV 감염과
관련하여 간세포가 CD8+ T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하는지 밝히고자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CD8+ T 세포의 세포사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D8+ T 세포의 세포사 빈도의 수치가 낮기는 하지만 X 단백질을 발현하
는 간세포가 대조군에 비해 2.5～5배 높은 빈도로 CD8+ T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
했다 (Fig. 6.). 비록 본 실험에서 90% 이상의 간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는 M.O.I
104의 baculovirus를 이용하였으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의 간세포가 X 단백질
을 발현하는지 관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X 단백질의 발현양이 매우 낮고 반
감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각 세포수준에서 X 단백질의 발현을 보기 어려워 본
실험에서 재조합 baculovirus를 이용한 X 단백질 발현은 Western blot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X 단백질 발현에 의해 간세포가 CD8+ T 세포
의 세포사를 유도하는 현상이 본 실험 결과에서 보인 결과보다 더욱 현저할 가
능성이 남아있다.

- 27 -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에 의한 CD8+ T 세포의 세포사 촉진기전으로
첫째, X 단백질에 의한 간세포의 FasL 발현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간에서
FasL을 발현하는 Kupffer 세포나 그밖에 백혈구 계통의 세포들뿐만 아니라
FasL을 발현하는 간세포가 CD8+ T 세포의 세포사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
고되었다 (Liu 등, 2001). 또한 FasL의 발현을 유도하는 IL-18의 발현이 X 단백
질을 발현하는 형질전환 마우스의 간에서 관찰되었다 (Lee 등, 2002). 그러므로
X 단백질이 HBV에 감염된 간세포의 표면의 FasL의 발현을 유도하여 CD8+ T
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TNF-α에 의한 CD8+ T 세포의 세포사 유도기전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TNF-α 항체를 이용한 in vivo 실험 결과, TNF-α가 간에서 CD8+ T 세포
사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Debbie 등, 2004). 이와 연관하여,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암 세포주에서 TNF-α의 유전자 전사가 촉진된다고 보고되었다
(Shin 등, 1999). 즉, X 단백질를 발현하는 간세포에서 TNF-α의 발현이 유도되
어 CD8+ T 세포의 세포사가 촉진됨을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X 단백질에 의한 간세포 표면의 ICAM-1 발현 증가로 CD8+ T
세포의 세포사가 촉진될 수 있다. In vitro 상에서 일차 배양 간세포와 활성화된
T 세포를 함께 배양했을 때 T 세포의 세포사가 유도되었으나, 렉틴 (lectin)이
제거된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T 세포의 세포사는 유도되지 않았으며, ICAM-1
결핍 마우스의 간세포와 함께 배양한

경우에도 T 세포의 세포사가 유도되지 않

았다고 보고되었으므로 (Qian 등, 2001) ICAM-1읠 발현이 CD8+ T 세포사에 중
요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주에서
ICAM-1 유전자 전사가 증가하였으므로 (Hu 등, 1992), ICAM-1이 본 실험에서
CD8+ T 세포의 세포사 촉진 기작이 되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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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가 CD8+ T 세포의 세포사를 촉진시키는 기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세포는 미자극 항원 특이
적 CD8+ T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지 않으나 세포사를 촉진할 수 있었다. X 단백
질을 발현하는 간세포에 의한 CD8+ T 세포의 세포사 촉진은 HBV 감염에서 간
+

내 항원 특이 CD8 T 세포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것은 만성
간염 환자에서 세포독성 T 세포의 면역반응이 약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연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HBV에 의한 만성 간염의 발생 기전
과 간암 발생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HBV 감염증 치료에 도움을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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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 내 X 단백질의 발현이 CD8 T 세포의 활성과 세포
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일차 배양된 간세포에서 X 단백질을 발현시켜,
미자극 CD8+ T 세포와 함께 배양하는 실험계를 확립하고 CD8+ 세포의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산, 세포사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X 단백질을 발현하는 간
세포가 미자극 항원 특이적 CD8+ T 세포의 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CD8+ T 세포의 세포사를 촉진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X 단백질의 간 내
+
발현이 CD8 T 세포 면역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HBV에 감염된 간

세포가 항원 특이 CD8+ T 세포의 감소를 유도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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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imary Hepatocyte Expressing HBx
on the Activation and Apoptosis of
+

Antigen-specific CD8+ T Cell
Lee, Mi Ji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istant Professor Park Sun)

CD8+ T cells contribute to the control of Hepatitis B virus (HBV)
infection by killing of infected cells or inhibiting viral replication inside cells.
HBx,

antigen

of

hepatitis

B

vir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mmunopathogenesis of HBV infection. Since HBx is able to upregulate
cellular expression level, it is thought that HBx may modulate CD8+ T cell
immune response. To test this hypothesis, proliferation, cytokine production
+

and apoptosis of CD8

T cells co-cultured with hepatocytes expressing HBx

were analyzed. First, recombinant baculovirus containing mammalian gene
expression cassette for X gene was generated. Then, female MataHari na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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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8+ T cells were cultured with C57BL/6 mouse primary hepatocytes infected
with baculovirus expressing HBx. At the end of co-culture, cell proliferation,
cytokine production and apoptosis of CD8+ T cells were analyzed. As the
results, the cell proliferation of naive CD8+ T cells co-cultured with primary
hepatocytes

expressing

HBx

was

equivalent
+

co-cultured with normal hepatocytes. CD8

with

naive

CD8+

T

cells

T cells co-cultured with primary

hepatocytes expressing HBx was shown a increase in the IFN-r production
but this result made no sens. But apoptosis was increased in CD8+ T cells
co-cultured with hepatocytes expressing HBx. In conclusion, this results
suggest that primary hepatocytes infected HBV can modulate cytotoxic T
lyphocytes immune response. This study will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how to chronic hepatit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develop and
might provide a

new sight of the treatment of HBV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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