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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EAE), an animal model of human multiple sclerosis (MS),
reflects pathophysiologic steps in MS such as the influence of T cells and antibodies reactive to the myelin sheath,
and the cytotoxic effect of cytokines. Galectin-9 (Gal-9) is a member of animal lectins that plays an essential role
in various biological functions. The expression of Gal-9 is significantly enhanced in MS lesions; however, its role in
autoimmune disease has not been fully elucidated. To identify the role of Gal-9 in EAE, we measured changes in
mRNA and protein expression of Gal-9 as EAE progressed. Expression increased with disease progression, with a sharp
rise occurring at its peak. Gal-9 immunoreactivity was mainly expressed in astrocytes and microglia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CNS) and macrophages of spleen. Flow cytometric analysis revealed that Gal-9+CD11b+ cells were dramatically
increased in the spleen at the peak of disease. Increased expression of tumor necrosis factor (TNF)-R1 and p-Jun N-
terminal kinase (JNK) was observed in the CNS of EAE mice, suggesting that TNF-R1 and p-JNK might be key
regulators contributing to the expression of Gal-9 during EA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dent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al-9 and EAE progression is critical for better understanding Gal-9 biology in autoimmun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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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물의 면역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같

은 항원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수많은 항원

수용체가 생성되지만 이 중에는 자가 항원과도 반응할 수 있

는 수용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림프구

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가 항원을 인식하는 림프구들은 죽

거나, 자기와 반응하는 항원 수용체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거

나, 불활성화되어 말초조직으로 들어간다 [16]. 이러한 기전

을 자가 면역 관용(self-tolerance)이라고 하며, 자가 면역 관

용이 어떠한 외부 자극으로 상실되어 자가 항원에 반응하는

림프구가 활성화되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inflam-

matory bowel disease,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실험적 자가면역성 뇌척수염(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EAE)은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에서 염증세포의 침윤과 수초 탈락이 특징인 질병으로,

사람의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의 동물 모델

로 활용된다 [13]. EAE는 뇌조직항원을 마우스에 면역하여

유도하며, 뇌-혈관 장벽(brain-blood barrier, BBB)의 붕괴,

CD4+ T 세포와 큰포식세포(marophage)의 침윤 [1], 별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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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astrocyte), 미세아교세포(microglia) 같은 내인성 신경아

교세포의 활성화가 특징인 질병이다. 또한, EAE에서는 접착

분자, matrix metalloproteases,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활성화된 자가 반응성 T 림프구가 BBB에서

뇌 실질 내로 이주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

한다고 알려졌다 [18].

한편, galectin은 galactose를 포함하고 있는 당의 일종인

beta-galactoside에 친화성을 가지는 동물성 lectin이며, 포유

동물에서 15개 정도가 보고되어 있다. Galectin은 이를 구성

하는 carbohydrate-recognition domain(CRD)의 구조에 따라

크게 one-CRD 형태, two-CRD 형태, chimeric 형태로 나뉜

다. Galectin은 여러 조직, 세포에 분포한다고 알려졌으며, 이

를 구성하는 CRD가 세포 표면의 항원이나 수용기에 lectin-

carbohydrate결합을 하여 세포의 접착, 분화, 사멸, 염증 반응

조절,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발달 등 다양한 생물학적 기

능을 한다고 알려졌다. 15개의 galectin 중 galectin-1, -3, -9

(Gal-1, -3, -9)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0, 11, 17, 32]. 특히 Gal-9의 경우, 수용체로 알려진 T

cell immunoglobulin mucin-3(Tim-3)와 결합하여 자가면역질

환을 유발하는 TH1 도움 T 세포와 TH17 도움 T 세포를 사

멸시키거나 이러한 세포들을 활성화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산

을 억제하고, 자가면역을 억제하는 조절 T 세포의 분화를 촉

진하여 자가면역질환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20, 22, 23,

28, 29, 33]. 이러한 Gal-9은 중추신경계의 별아교세포

(astrocyte)에서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tumor

necrosis factor-receptor 1(p55 TNFR, TNF-R1)/c-Jun N-

terminal kinase(JNK)/c-Jun signaling pathway를 경유해 발

현한다고 최근 보고되었다 [25]. TNF-α/TNF-R1 signaling

pathway는 EAE의 증상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알려진 신호 전달 경로이며, TNF-α는 MS뿐만 아니라

EAE의 임상 증상이 진행되는 여러 단계에서 증가한다고 알

려졌다 [5, 9, 26].

그러나, Gal-9이 자가면역질환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것과

반하여, 사람의 다발성 경화증에서 중추신경계의 미세아교세

포(microglia), 큰포식세포(macrophage), 별아교세포(astrocyte)

및 내피세포(endothelial cells) 등에서 Gal-9의 발현량이 오

히려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E에서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중추신경계인 척수와 말

초면역기관인 비장에서 Gal-9의 발현과 분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본 실험에서는 6~8주령의 암컷 C57BL/6 마우스(오리엔트

바이오, 대한민국)를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실의 온도는 23 ± 1oC, 습도는 50 ± 5%로 유지하였고,

사료(NIH-07)와 음수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한 동물실험 계획서는 제주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실험은 제주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마우스에서 EAE의 유도와 임상 증상 평가

EAE를 유도하기 위해 마우스의 양쪽 둔부에 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MOG 200 μg; Bio-Synthesis,

USA)과 Mycobacterium tuberculosis H37Ra(500 μg; Difco,

USA)을 함유한 complete Freund’s adjuvant(CFA; Difco)를

동일한 양으로 혼합하여 주사하였다. 그리고 pertussis toxin

200 ng(List Biological laboratories, USA)을 면역 당일과

면역 후 2일째에 꼬리 정맥주사 하였다. 면역 후, 매일 마우

스의 체중과 임상 증상을 측정하였다. EAE의 진행 정도는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었다: Grade(G)0, 무증상; G1, 꼬리 마비; G2, 경도의

후지 마비; G3, 중증의 후지 마비; G4, 사지 마비; G5, 죽

음 [12, 27].

EAE를 유도한 마우스에서 임상 증상이 G0-G1을 보이는

시기를 onset phase, G2-G4를 나타내는 시기를 peak phase,

질병의 임상 증상이 다시 약화되어 G0-G1을 보이는 시기를

recovery phase로 나누고, 임상 증상에 따른 각각의 질병 병

증 진행 단계의 EAE 마우스와 건강한 마우스(naïve)를 각

군당 3마리씩 3회 반복하여 실험에 공시하였다. 마우스는 에

테르로 마취하여 희생시킨 후 백색질이 풍부하고 염증 세포

의 침윤을 관찰하기 용이한 척수의 요추부(L3-5) [2, 6, 19]

와 말초면역계의 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비장을 채취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EAE의 질병 경과에 따른 Gal-9, p-JNK, TNF-R1 단백

발현의 확인을 위하여 Western blo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비슷한 주령의 건강한 마우스의 척수와 비장

조직을 사용하였고, EAE 마우스에서는 각 시기별로 척수조

직과 비장조직을 추출한 후, 용해액(lysis buffer, 40 mM

Tris pH 8.0, 120 mM NaCl, 0.1 mM phenylmethysulfonyl

fluoride, 0.5 μg/μL leupeptin, 10 mM sodium orthovanadate;

Sigma-Aldrich, USA, 2 μg/mL aprotinin; Millipore, USA)

에 넣어 균질화기(homogenizer)로 마쇄하고, 14,240 × g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해 단백질을 추출하였

다. 추출한 단백질은 정량하여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12% SDS-PAGE)를 이

용하여 동일 양의 단백질을 전기영동하였다. 분리된 단백질

은 니트로셀룰로오스 막(nitrocellulose membrane)에 10분

동안 25 V로 Pierce fast semi-dry blotter(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전이시켰다. 그 후 비특이적 반응을 방지

하기 위해 2% 탈지분유(skim milk)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Gal-9(1 : 500, BioLegend, USA),

phospholylated-JNK(p-JNK, 1 : 500, Santa Cruz Biotechnology,

USA), TNF-R1(1 : 500, Santa Cruz Biotechnology)을 1차

항체로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biotinylated

anti-rat IgG(Vector Laboratories, USA)를 사용하여 실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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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5분간 반응시킨 후, avidin-biotin peroxidase conjugate

(Vector Laboratories)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45분간 반응시켰

다. 단백질 밴드(band)는 ECL detection kit(Abcam, UK)를

이용해 발현시켰고, Fusion Solo(Vilber Lourmat, Germany)

를 이용해 밴드의 이미지를 얻었다. 각 밴드 밀도는 Bio-1D

program(Vilber Loumat)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Total RNA는 척수조직에서 TRIZOL reagent(Invitrogen,

USA)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cDNA의 합성은 reverse

transcription system(Promega, USA)을 이용해 합성하였다.

분리된 total RNA는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USA)와 혼합한 후, ABI StepOne

Plus(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Gal-9의 forward primer는 5'-GTT GTC CGA AAC

ACT CAG AT-3', reverse primer는 5'-ATA TGA TCC

ACA CCG AGA AG-3'(Bioneer, USA)이었다. 또한,

housekeeping 유전자인 GADPH의 forward primer는 5'-

CCC AAT GTG TCC GTC GTG-3', reverse primer는 5'-

CCT GCT TCA CCA CCT TCT TG-3'(Bioneer)이었다.

결과는 REST program(Qiagen,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역조직화학 염색(Immunnohistochemistry)

EAE를 유발한 마우스의 척수와 비장조직에서 Gal-9의 분

포 및 발현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

였다. 시기별로 척수조직과 비장조직을 각각 세 절편씩 채취

하여,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파라핀에 포매한 후

4 μm 두께로 박절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Avidin-Biotin

Complex Elite kit(Vector Laboratories)를 이용하였다. 조직

절편은 파라핀을 제거한 후 Dako REAL Peroxidase-Blocking

Solution(Dako, Denmark)에 30분간 반응시켜 내인성

peroxidase를 제거하였다. 그 후 비특이적 면역반응을 방지하

기 위해 rabbit serum을 30분간 반응시킨 후, 1차 항체인

rat anti-mouse galectin-9 antibody(1 : 500; BioLegend)를

실온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이후, biotinylated

anti-rat IgG(Vector Laboratories)를 실온에서 45분 동안 반

응시켰다. 이어서 avidin-biotin peroxidase conjugate(Vector

Laboratories)로 4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으며 면역 반응이

끝난 조직은 3,3'-diaminobenzidine(DAB; Vector Laboratories)

용액에서 발색시켰다. 각 단계 사이에는 PBS로 충분히 세척

하였다. 양성반응을 나타낸 조직을 hematoxylin 용액으로 대

조 염색하고, ethanol과 xylene의 탈수 및 투명화 과정을 거

친 후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양성 세포의 수

는 400배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마우스 한 마리

당 3~5개 이상의 시야에서 Image J 프로그램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

마우스의 말초면역계인 비장에서 Gal-9을 발현하는 T 세

포와 B 세포의 수가 EAE의 질병 진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유세포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단계의

마우스를 희생시켜 얻은 비장세포 부유액을 Dulbeco’s

phosphate-buffered saline(DPBS)을 이용해 세척한 후, 비특

이적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Fc blocker(BD Biosciences,

USA)를 4o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Gal-9

(BioLegend)과 FITC- 또는 PE-laelled anti-mouse CD4,

CD8, Tim-3, CD45R/B220, CD11b, CD11c 단클론항체

(BD Biosciences)를 4oC에서 5 μg/mL씩 15분간 반응시켰다.

Gal-9에 대한 2차 항체로는 FITC-labelled anti-rat IgG

(Santa Cruz Biotechnology)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

응시켰다. 각 반응이 끝난 뒤에는 DPBS를 이용하여 비장세

포를 세척하였고, 염색이 완료된 후에는 1% parafor-

maldehyde가 포함된 DPBS에 부유시켜 FACS Calibur flow

cytometer와 Cell-Quest software(BD Biosiences)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

각 실험결과는 평균값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dBST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P < 0.05

및 p < 0.005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EAE의 임상 경과

마우스에 뇌조직 항원을 면역한 후 13~14일경에 꼬리의

마비(G1)가 유도되었고(onset phase), 15~18일경에는 꼬리

및 양쪽 후지의 마비(G2-3)가 일어나며 질병이 악화되었다

(peak phase). 임상 증상의 최고치(maximum clinical score)

는 면역 후 약 16일경에 G2.2 ± 0.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9~30일경에 마비가 약해지며(G0-1) 질병이 완화되었다

(recovery phase, Fig. 1).

Fig. 1. Clinical course of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
halomyelitis (EAE) in C57BL/6 mice. Female C57BL/6 mice
were immunized s.c. with 200 μg of MOG35-55 in CFA
containing 500 μg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H37Ra.
Mice were also injected i.p. with 200 ng of pertussis toxin
before and at 48 h after immunization. The clinical symptoms
of EAE were monitor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s means ± SD of total mice in each
group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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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의 중추신경계에서 EAE 질병 경과에 따른 Gal-

9의 발현 양상

마우스의 중추신경계에서 EAE의 질병 경과에 따라 Gal-9

의 mRNA와 단백 발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RT-PCR과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RT-PCR의 결과를 통해 척수에서 Gal-9의 mRNA 발현은

EAE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 후 병증이 가장 심한 시기인

peak phase에서 그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A, p < 0.05).

Western blot의 결과 Gal-9은 약 52 kDa와 약 24 kDa에

서 특이적 밴드가 관찰되었다(Fig. 2B). 척수에서 Gal-9의

단백 발현량은 대조군(naïve)에서는 두 밴드 모두 약하게 발

현하였고(Fig. 2B, lanes 1-2), EAE 마우스의 onset phase

에서는 발현량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Fig. 2B, lanes 3-

4). 질병이 악화되는 peak phase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하였

고(Fig. 2B, lanes 5-6), 질병이 회복되면서 발현이 약화되었

다(Fig. 2B, lanes 7-8). 질병 경과에 따른 Gal-9의 양적 변

화에 대한 밴드의 밀도 분석(densitometric analysis) 결과

약 24 kDa 밴드의 경우 onset phase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질병이 악화되는 peak phase에서 2.5배 증

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질병이 완화되는 recovery

phase에서는 peak phase보다 발현량이 감소하였다(Fig. 2C).

약 52 kDa 밴드의 경우에는 onset phase에서 대조군과 비교

하면 미약하게 증가하였고, peak phase에서는 5.5배로 유의

성 있게 증가하였으며(p < 0.01), recovery phase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D).

이상의 결과로부터 사람의 다발성 경화증에서 Gal-9의 발

현량이 증가한 것과 유사하게, 마우스의 중추신경계에서도

EAE가 유도되었을 때 Gal-9의 발현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우스의 말초면역계에서 EAE 질병 경과에 따른 Gal-

9의 발현 양상

EAE의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마우스의 말초면역계에서

Gal-9 단백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수

행하였다.

Western blot의 결과 Gal-9은 중추신경계와 마찬가지로 약

52 kDa와 약 24 kDa에서 특이적 밴드가 관찰되었다(Fig.

3A). 비장에서 Gal-9의 단백 발현량은 대조군에서는 두 밴드

모두 약하게 발현하였으나(Fig. 3A, lanes 1-2), onset phase

에서는 약 24 kDa 밴드는 거의 발현하지 않았으나 약 52

kDa 밴드는 미약하게 증가하였다(Fig. 3A, lanes 3-4). 또한,

두 밴드 모두 증상이 가장 심한 peak phase에서는 강하게

발현하였고(Fig. 3A, lanes 5-6), 질병이 회복되면서 발현이

약화되었다(Fig. 3A, lanes 7-8). EAE 질병 경과에 따른

Gal-9의 양적 변화에 대한 밴드의 밀도 분석(densitometric

analysis) 결과 약 24 kDa 밴드에서는 onset phase에서는 대

조군과 차이가 없었고, 질병이 악화되는 peak phase에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질병이 완화되는

recovery phase에서는 onset phase와 마찬가지로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Fig. 3B). 약 52 kDa 밴드에서는 onset phase

에서 대조군과 비교하면 미약하게 증가하였고, peak phase에

서 13.3배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recovery

phase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Fig. 3C).

이상의 결과로부터 마우스의 말초면역계에서도 중추신경계

와 마찬가지로 EAE의 임상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Gal-9의

Fig. 2. Galectin (Gal)-9 was overexpressed in the spinal cord of EAE mice. (A) Real-time PCR of cDNA isolated from spinal cords
of naïve or EAE mice was performed with Gal-9 primers. mRNA expression of Gal-9 was normalized relative to that of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B) Western blot analysis of Gal-9 was performed with spinal cords of each group. (C)
Expression level of Gal-9 24 kDa normalized against that of β-actin was plotted in the graph. (D) Expression level of Gal-9 52
kDa normalized against that of β-actin was plotted in the graph. *p < 0.05, **p < 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aïv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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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al-9 was overexpressed in the spleen of EAE mice. (A) Western blot analysis of Gal-9 was performed with spinal cords
of each group. (B) Expression level of Gal-9 24 kDa normalized against that of β-actin was plotted in the graph. (C) Expression
level of Gal-9 52 kDa normalized against that of β-actin was plotted in the graph.

Fig. 4. Gal-9 was overexpressed in astrocyte and microglia of the spinal cord and macrophages of the spleen during EAE
development. (A) Immunoreactivity of Gal-9 was low in the spinal cord of naïve mice. (B-D) During EAE, intense Gal-9
immunoreactivity was found in microglia and astrocytes of the spinal cord white matter. (E, I) Immunoreactivity of Gal-9 was low
in the spleen of naïve mice. (F-H, J-L) During EAE, intense Gal-9 immunoreactivity was found in macrophages of the spleen
marginal zone. The broken line outlines the white pulp area of the spleen. Inserts show digital enlargements to allow single cell
staining evaluation. Digital enlargements were adjusted using Adobe Photoshop software. Arrows indicate cells positive for Gal-
9 immunoreactivity. (M) The number of positive cells in the spinal cords. (N) The number of positive cells in the spleen. MZ:
marginal zone, RP: red pulp, WP: white pulp. Scale bars = 30 μm (A-D, I-L), 60 μm (E-H). ***p < 0.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aïv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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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AE 질병 경과에 따른 Gal-9 발현 세포 양상

EAE를 유도한 마우스의 척수와 비장에서 Gal-9의 분포 및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였

다(Fig. 4).

대조군 마우스의 척수에서는 Gal-9에 대한 양성반응이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Fig. 4A). 반면에 EAE 마우스의 척수에

서는 실질 부위의 미세아교세포와 별아교세포에서 양성반응

이 관찰되었다(Figs. 4B-D). Gal-9 양성 세포의 수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보다 onset phase에서 양성 세포의 수가 미약하

게 증가하였고(Figs. 4B and M), 특히 peak phase에서 9.9

배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s. 4C and M, p < 0.005).

또한, 질병이 회복되면서 양성 세포의 수는 다시 감소하였다

(Figs 4D and M).

한편, 대조군 마우스의 비장에서도 척수와 마찬가지로 Gal-

9의 양성반응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s. 4E, I and N).

반면 EAE 마우스의 경우, 백색 속질(white pulp) 주변의 가

Fig. 5. Splenic mononuclear cells were analyzed with flow cytometry at day 16 p.i. of naïve and EAE mice. (A) The population
of Gal-9+CD11b+ macrophage was dramatically increased. In contrast, the populations of Gal-9+CD4+ T cells, Gal-9+CD8+ T cells,
Gal-9+CD11c+ dendritic cells and Gal-9+B220+ pan B cells were not altered. (B) The population of Tim-3+ T cell was not alterd.
*
p < 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aïv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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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리 구역(marginal zone)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큰포

식세포(macrophage)가 관찰되었다(Figs. 4F-H and J-L).

Gal-9 양성 세포의 수를 분석한 결과 척수와 마찬가지로 대

조군보다 onset phase에서 양성 세포의 수가 증가하였고

(Figs. 4F, J and N), 특히 peak phase에서 16.6배로 유의

성 있게 증가하였다(Figs. 4G, K and N, p < 0.005). 또한

recovery phase에서 양성 세포의 수는 다시 감소하였다(Fig.

4H, L and N).

이상의 결과는 RT-PCR과 Western blot에서 나타난 양상

과 일치하였고, 이 결과로부터 Gal-9의 발현은 EAE 병증

진행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세포분석(FACS)을 통한 EAE 마우스 말초면역기관의

Gal-9 발현 양상

EAE를 유도한 마우스의 비장에서 Gal-9을 발현하는 세포

의 수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세포분석을 시행하였다. 유

세포분석은 Western blot analysis에서 Gal-9이 가장 많이

발현하였던 질병의 peak phase에서 수행하였다. Gal-9+CD4+

도움 T 세포(helper T cell)는 25.8%에서 31.9%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5A, 25.8 ±

2.00% vs. 31.9% ± 1.65%). Gal-9+CD8+ 세포 독성 T 세포

(cytotoxic Tcell)는 대조군에서 15.4%, EAE질병군에서

15.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A, 15.4 ± 1.10%

vs. 15.4 ± 0.05%). Gal-9+CD11c+ 수지상세포 역시 대조군에

서 9.8%, EAE 질병군에서 10.7%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으며(Fig. 5A, 9.8 ± 2.60% vs. 10.7 ± 1.10%), Gal-9+B220+

B 세포도 대조군에서 19.7%, EAE 질병군에서 16.2%로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5A, 19.7 ± 1.95% vs. 16.2 ±

0.80%). 그러나 이들 세포와 달리 Gal-9+CD11b+ 큰포식세포

의 수는 대조군에서 10.7%였으나 EAE 질병군에서 17.7%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 5A, 10.7 ± 1.45% vs. 17.70 ±

1.90%, p < 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EAE의 진행 중에

Gal-9을 발현하는 큰포식세포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장에서 TIM-3+CD4+ 도움 T 세포의 수는 대조군

에서 0.6%, EAE 질병군에서 0.3%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5B, 0.6 ± 0.05% vs 0.3 ± 0.10%).

TIM-3+CD8+ 세포 독성 T 세포의 수는 대조군에서 1.3%과

질병군에서 1.9%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도움 T 세포와

마찬가지로 유의성은 없었다(Fig. 5B, 1.3 ± 0.55% vs. 1.9

± 0.05%). 또한, Gal-9+TIM-3+ 세포의 수 역시 대조군에서

2.5%, 질병군에서 2.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B,

2.5 ± 0.10 vs. 2.3 ± 0.20).

마우스의 중추신경계에서 EAE 질병 경과에 따른 TNF-

R1, p-JNK의 발현 양상

EAE를 유도한 마우스의 척수에서 TNF-α/TNF-R1/JNK

신호전달경로(signaling pathway)에 관여하는 TNF-R1과 p-

JNK의 발현이 EAE의 임상 증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 analysis를 실시하였

다. Western blot의 결과 TNF-R1은 약 55 kDa에서 특이적

밴드가 관찰되었고, p-JNK의 경우에는 46 kDa에서 특이적인

밴드가 관찰되었다(Fig. 6A). 대조군에서는 TNF-R1과 p-

JNK의 발현량이 약하게 나타났으나(Fig. 6A, lanes 1-2),

onset phase에서는 강하게 발현하였다(Fig. 6A, lanes 3-4).

반면, peak phase(Fig. 6A, lanes 5-6)와 recovery phase

(Fig. 6A, lanes 7-8)에서는 TNF-R1과 p-JNK의 발현량이

onset phase보다 감소하였다. EAE 질병 경과에 따른 TNF-

R1의 양적 변화에 대한 밴드의 밀도 분석 결과 onset phase

에서 대조군보다 9.3배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p < 0.005),

peak phase와 recovery phase에서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그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6B). 또한, EAE 질

Fig. 6. The increased expression of tumor necrosis factor (TNF)-R1 and p- Jun N-terminal kinase (JNK) were observed in CNS
of EAE mice. (A) Western blot analysis for TNF-R1 and p-JNK was performed with spinal cords of each group. (B) Protein level
of TNF-R1 normalized against that of β-actin was plotted in the graph. (C) Protein level of p-JNK normalized against that of total
JNK was plotted in the graph. ***p < 0.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aïv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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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경과에 따른 p-JNK의 양적 변화에 대한 밴드의 밀도 분

석 결과도 TNF-R1의 발현 양상과 유사하게 onset phase에

서 대조군보다 3.7배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p < 0.005),

peak phase와 recovery phase에서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그 발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6C). 이 결과를

통해 중추신경계에서 Gal-9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 [25]가 되어 있는 TNF-R1/JNK 신호

전달경로가 EAE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서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Galectin은 체내의 여러 장기에 분포하여 생물학적 기능을

하고, 특히 면역계의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세포들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알려졌다 [10, 17, 18]. 15가지의 galectin 중 특

히 Gal-9은 조절 T 세포를 활성화하여 TH1 도움 T 세포와

TH17 도움 T 세포를 억제하여 자가면역질환을 완화한다는

점 때문에 자가면역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0,

22, 23, 29, 33]. 그러나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던 사람의 중

추신경계에서 Gal-9의 발현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상반되는

보고도 있어 [24], 아직까지는 Gal-9과 EAE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E를

유도한 마우스의 중추신경계인 척수와 말초면역계인 비장조

직에서 질병 경과 과정에 따라 Gal-9의 발현량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RT-PCR의 결과 척수조직에서는 EAE의 임상 증상이 진행

됨에 따라 Gal-9의 mRNA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의 결과 척수와 비장조직 모두에서 EAE의 병증

이 진행됨에 따라 Gal-9의 단백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특히 임상 증상이 가장 심한 peak phase에

서 그 발현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다발성 경화증에서와 마찬가지로 EAE를 유도

한 마우스에서도 Gal-9의 m-RNA와 단백 발현량이 증가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 사람의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Gal-9의 발현

이 중추신경계의 큰포식세포와 미세아교세포에서 나타나며,

다발성 경화증의 임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Gal-9이 핵

과 세포질 모두에서 발현하고,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Gal-9의 발현이 세포질에서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

다 [24]. 따라서, EAE에서 Gal-9을 발현하는 세포의 특이성

을 관찰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척수의 경우 대조군 마우스에서는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세

포가 거의 없었지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척수 실질 부위

의 미세아교세포와 별아교세포에서 양성반응이 관찰 되었다.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주로 세포질에서만 Gal-9이 발현하였지

만, EAE 질병군의 마우스 척수에서는 Gal-9의 발현이 핵과

세포질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비장에서는 척수조직과 마찬가

지로 대조군 마우스에서는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세포가 거

의 없었지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백색 속질 근처의 가장

자리 구역에 위치한 큰포식세포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비장에서 EAE가 진행되는 동안 Gal-9의 발현 정도가 변하

는 세포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유세포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와 유사한 결과로서 Gal-9을 발현하는 CD11b+ 큰포식세포

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TNF-R1의 발현과 JNK의 인산화가

질병의 초기 단계인 onset phase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NF-α의 receptor인 TNF-R1이 질

병의 초기 단계에 발현량이 증가한 것은 TNF-R1이 결핍된

마우스에 자가 항원을 면역하였을 때 EAE가 유도되지 않았

고, 자가 항원을 면역한 후 초기 단계인 8일째에 마우스로부

터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자가 항원으로 자극하였을 때 TH1

도움 T 세포와 관련된 사이토카인인 INF-γ와 IL-2의 분비량

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통해 TNF-R1은 EAE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Suvannavejh 등의

보고 [26]와 일치한다. 또한, 질병의 진행 과정 동안 관찰된

JNK의 인산화는 건강한 C57BL/6 마우스의 중추신경계로부

터 성상아교세포(astrocyte), 미세아교세포(microglia), 희소돌

기아교세포(oligodendrocyte)를 분리하여 TNF-α로 자극할 경

우 성상아교세포에서 TNF-R1/JNK 신호견달경로가 활성화되

어 Gal-9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보고 [25]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중추신경계에서 Gal-9 발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 [25]가 되어 있는 TNF-R1/JNK 신호전달경로가

EAE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EAE 병변에서 Gal-9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T cell immunoglobulin mucin-3(Tim-3)는 Gal-9의

수용체로 작용하여 면역 세포의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

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28, 33]. 따라서 EAE에서 Tim-3를

발현하는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세포

분석을 실시한 결과 Tim-3를 발현하는 도움 T 세포, 세포

독성 T 세포의 수는 대조군과 질병군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Tim-3+Gal-9+세포의 수 또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Tim-3가 Gal-9의 수용체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8],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하는 TH17 도움

T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지만 Tim-3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것

이 보고되었다 [15].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부터 EAE에서

Gal-9이 Tim-3가 아닌 다른 수용체와 결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Oomizu 등 [15]은 Gal-9 knock out 마우스에 EAE를 유

도할 경우 임상 증상이 더 악화되며, Gal-9을 투여한 마우스

는 EAE의 임상 증상이 대조군보다 억제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tancic 등 [24]은 사람의 다발성 경화증에서 Gal-9

의 발현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

서도 EAE의 임상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추신경계인 척수

와 말초면역계인 비장에서 Gal-9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Gal-

9은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형태와 세포에서 분비되는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11, 14]. 이와 유사하게 사람의

MS와 그 동물 모델인 EAE의 병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험적 자가면역성 뇌척수염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Galectin-9의 과발현 217

여러 사이토카인 역시 세포 표면 발현형과 분비형이 모두 존

재하며, 특히 IL-10이나 TGF-β 등의 사이토카인이 EAE에

서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7, 31]. 그러나 이러

한 사이토카인의 치료 효과는 여러 보고에서 상반되게 나타

난다. IL-10의 경우, recombinant human IL-10을 전신 투

여할 경우 EAE의 유도가 억제된 보고 [21]가 있는 반면,

IL-10의 단독 투여만으로는 EAE에서 치료 효과가 없다는 상

반되는 보고가 있다 [3]. Gal-9 역시 T cell receptor(TCR)

를 자극한 CD4+도움 T 세포 중 표면에 Gal-9을 발현하는

세포에서 분비된다는 보고 [14]가 있고, autoreactive T 세포

를 제어할 수 있는 CD4+CD25+조절 T 세포에 의해 분비된

다는 보고도 있다 [30]. 본 연구에서는 CD4+CD25+조절 T

세포에 의해 분비된 Gal-9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

지 못했지만, IL-10이나 TGF-β 등의 사이토카인과 같이

EAE의 병증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autoreactive T 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CD4+CD25+조

절 T 세포에 의해 분비된 Gal-9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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