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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of tryptophan-derived metabolites by indoleamine 2,3-dioxygenase (IDO) is a potent im-
munoregulatory mechanism in T cell responses. However, the mechanism remains unclear. We
showed that 3-hydroxyanthranilic acid (3-HAA), the most potent metabolite, selectively induced apop-
tosis in activated T cells, but not in resting T cells. This was not associated with cell cycle arrest. We
found that TRAIL expression was selectively induced in activated T cells by treatment of 3-HAA.
Blockade of the TRAIL: DR4/DR5 pathway significantly inhibited 3-HAA-mediated T cell death. Our
data suggest that TRAIL-induced apoptosis is involved in the mechanism of 3-HAA-mediated T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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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ndoleamine 2,3-dioxygenase (IDO)는 트립토판(tryptophan)

분해효소로서 IFN-γ 및 염증사이토카인에 의해 특정 세포

및 조직에 발현하여 면역억제와 면역관용의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DO의 초기연구는 필수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고갈시켜 세포내 기생균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in vitro에서 보고되었다[21,22]. 1998년도에 Munn과 Mellor는

임신 된 마우스에 IDO 억제제를 투여하였을 때 모체의 T-세포

매개 면역반응에 의해 fetal rejection이 일어나는 실험결과를

통해 IDO의 면역반응 억제 기능을 최초로 보고하였다[15]. 그

후 암세포에 대한 T 세포의 면역관용발생[13,24], 자가면역질

환에서 자가반응 T 세포의 활성 억제 및 사멸유도[1,17], 동종

이식에서 이식편에 반응하는 T 세포의 활성 억제 및 사멸유도

[5,18,20], 알레르기반응 억제[6] 등 IDO의 강력한 면역억제 기

능이 보고되었다.

IDO의 발현은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를 포함한 섬유아세

포, 외피세포, 내피세포 및 암세포 등의 다양한 세포에서 IFN-

γ에 의해 유도된다[12]. 생물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IDO의 T 세포 억제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명확하지

가 않다. 크게 두 가지의 기전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특정

세포에 발현된 IDO가 T 세포의 증식과 활성에 필수적인 트립

토판을 고갈시켜 T 세포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IDO 발현 수지상세포에 의해 유도된 anergy T 세포에서

GCN2-kinase-dependent intergrated stress response (ISR)이

유도된다는 결과[14]를 통해 tryptophan 고갈이 활성화 T 세

포 내에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여 T 세포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기전은 IDO에 의해 생성된 트립토판 대사

체가 직접적으로 활성화된 T 세포의 고사를 매개하는 것이다

[12]. 트립토판 대사체인 L-kynurenine (L-kyn), 3-hy-

droxykynurenic acid (3-HK), 3-hydroxyanthranilic acid

(3-HAA), picolinic acid (PA)는 in vitro에서 T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고사를 촉진시킨다[2,3,23].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가장 강력한 효능을 지닌 3-HAA가 비활성 T 세포의 기능적

손상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성화 T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

시키는 선택적 T 세포 억제효능이 알려졌다[11]. 그러나

3-HAA의 강력한 면역조절 효능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 작용기

전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Tumor necrosis factor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은 TNF superfamily의 한 구성원[26]으로서 종

양세포[25]와 바이러스 감염 세포[4]의 사멸을 유도한다. 또한

T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세포의 사멸에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8,9]. 본 연구에서는 트립토판 대사체 3-HAA의 선택적

T 세포 억제 효과가 TRAIL-유도 세포사멸과 관련되어 있는지

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항체 및 reagents

다음의 항체는 BD Bioscience (San Jose, CA)에서 구매하였

다. PE-와 PE-Cy5-anti-human CD3 (UCHT1), PE-와

FITC-anti-human CD25 (BC96), PE-anti-human CD45RO

(UCHL1), PE-anti-human TRAIL (RIK-2), FITC-와 P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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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y5-mouse IgG, purified mouse IgG, purified anti-

human TRAIL (RIK-2), PE-Annexin V, BrdU Flow kit,

7-AAD. PE-anti-human DR4 (DJR1)와 PE-anti-human DR5

(DJR2-2)는 e-Bioscience (San Diego, CA)에서 구매하였다.

3-HAA는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매하였다.

SEA는 Toxin Technology (Sarasota, FL)에서 구매하였다.

Carboxyfluorescein succinimidyl ester (CFSE)는 Invitrogen

(Carlsbad, CA)에서 구매하였다.

세포분리 및 3-HAA 처리

인간말초단핵세포는 Ficoll-Histopaque (Sigma, St. Louis,

MO)의 농도구배를 이용하여 정상인의 말초혈액으로부터 분

리하였다. 세포(1×107)를 세척 후 PBS완충액에 현탁시키고 5

μM CFSE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8분간 반응시켰다. 차가운 5%

Fetal bovine serum (FBS)/PBS완충액으로 반응을 종결시킨

다음 Hank's buffered salt solution (HBSS)으로 세척하였다.

세포를 10% FBS (Invitrogen, Grand Island, NY), 100 U/ml

penicillin (Cambrex, Baltimore, MD), 100 μg/ml streptomycin

(Cambrex, Baltimore, MD)이 첨가된 RPMI 1640 세포배양액

에 현탁시키고 0.2 ml의 세포액을 96-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0.15 μg/ml의 SEA를 분주된 세포액에 추가하여 세포를 자극

하였다. 배양 48 시간 후 100 μM의 3-HAA 혹은 대조군용액을

배양세포에 첨가하고 표시된 각 시간에 세포를 얻은 후 이후

진행될 실험에 사용하였다.

Flow cytometric analysis

배양 중인 세포를 채집하여 FACS용 tube (BD Falcon,

Franklin Lakes, NJ)에 옮기고 FACS buffer (2% FCS/PBS +

0.01% NaN3)으로 세척하였다. Fc 수용체의 비특이적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purified human IgG를 첨가하고 4℃에서 10분

간 반응시켰다. 이후 PE-혹은PE-Cy5-anti-human CD3를 첨가

하고 4℃에서 25분간 반응시켰다. 세포를 FACS buffer로 세척

후 FACSCalibur flow cytometry (BD Bioscience)로 측정하고

CellQuest pro software를 사용하여 CD3+세포에서 CFSE의

감도를 분석하였다. 활성 T 세포의 분석은 세포에 PE-Cy5-

anti-human CD3와 PE-anti-human CD25 혹은 -CD45RO로

이중 염색 후 flow cytometric analysis하였다. 세포사멸 분석

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집된 세포에 PE-Cy5-anti-human

CD3와 PE-Annexin V로 염색하고, CD3+CFSE
high

와 CD3+

CFSE
low

세포에서 Annexin V+ 세포의 %값을 측정하였다.

TRAIL/ DR4/ DR5 발현조사는 채집된 세포에 PE-Cy5-anti-

human CD3와 PE-anti-human TRAIL, -DR4, 혹은 -DR5로 염

색하고, CD3+CFSE
high

와 CD3+CFSE
low

세포에서 TRAIL/

DR4/DR5+세포의 % 값을 측정하였다. 세포 주기 분석은

BrdU flow kit의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였다.

TRAIL 차단효과 분석

CFSE로 표시된 인간 말초단핵세포를 SEA로 48시간 동안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극하였다. 3-HAA (100 μM)로 처리하

기 1 시간 전 purified anti-human TRAIL (2.5 μg/ml) 혹은

control IgG를 각각 배양 세포에 처리하였다. 3-HAA 처리 24

시간 후 세포를 채집하고 PE-anti-human CD3로 염색하였다.

세척 후 7-AAD를 첨가하고 flow cytometric analysis 하였다.

결 과

3-HAA의 활성 T 세포 사멸유도

트립토판 대사체들이 세포고사를 촉진시켜 활성 T 세포를

우선적으로 억제함이 보고되었다[14-17]. 본 연구자는 최초 인

간 말초혈액 T 세포에서 3-HAA의 선택적 억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CFSE로 표시된 인간 말초혈액단핵세포(PBMCs)를

SEA로 자극하였다. SEA는 세균의 초항원으로서 특정 TCR

Vβ region을 갖는 T 세포를 활성화 시켜 증식을 강하게 유도

한다[23]. Fig. 1A에서 보듯 시 SEA에 반응하여 증식을 진행하

고 있는 T 세포는 CFSE의 intensity가 감소하게 되어 항원에

반응하지 않는 high intensity의 T 세포와 구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증식 중인 CFSElow T 세포(activated)들은 활성화 표면

단백질 CD25와 CD45RO가 모두 높게 발현되어 있어 CFSE
high

비활성 T 세포(resting)와 확연히 구별되었다(Fig. 1B). 본 연구

A

B

Fig. 1. In vitro cell stimulation system. (A) Human PBMCs were

labeled with CFSE and stimulated with SEA for 72 hr.

The cells were then stained with PE-anti-CD3. Data

represent the cell proliferation of gated 7-AAD
-
CD3

+
T

cells, as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The numbers

indicate the percentages of gated T cells among total live

cells. (B) Cell were stained with PE-Cy5-anti-CD3 and

PE-CD25 or-CD45RO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data represent the expression levels of gated CD3+

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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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구축된 in vitro 시스템을 이용하여 3-HAA의 선택적 억

제효과를 평가하였다[11]. SEA 자극 48 시간 후, 배양조건에

활성 T 세포(CD3
+
CFSE

low
, 19.2±3.2%)와 비활성 T 세포

(CD3
+
CFSE

high
, 40.2±5.4%)가 공존함을 확인하고, 3-HAA와

control vehicle를 배양세포에 처리하였다. Control vehicle처

리군에서는 T 세포 증식이 시간에 따라 계속 강화되지만(+24

h, 32.5±5.0%; +48 h, 43.7±6.8%) 3-HAA 처리군에서는 증식

억제 현상(+24 h, 26.3±3.9%; +48 h, 5.3±2.7% )이 뚜렷이 관찰

되었다(Fig. 2A). 3-HAA에 의한 증식억제 현상이 세포사멸

촉진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활성 T 세포는 3-HAA 처

리 시 control에 비해 세포사멸에 대한 감수성이 9.8±1.2% 증

가한 반면 비활성 T 세포의 사멸증감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B). 이 결과를 통해 3-HAA는 선택적으로 활성 T 세포의 사멸

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포주기에 미치는 효과

3-HAA의 활성 T 세포 사멸촉진 효과가 세포주기 억제와

관련된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분리된 PBMC를 SEA로 48시간

동안 자극한 후 3-HAA를 처리하고 24 시간 후에 BrdU +

7-AAD 방법으로 세포 주기를 측정하였다. 3-HAA 처리군의

활성 T 세포는 control 처리군과 유사한 세포 주기 형태를 지

니고 있었다(Fig. 3). 이를 통해 3-HAA에 의한 활성 T 세포

Fig. 2. 3-HAA selectively induces cell death in activated T cells.

(A) CFSE-labeled PBMCs were pre-stimulated with SEA

for 48 hr prior to treatment with 100 μM 3-HAA for the

indicated incubation periods. The cells were then stained

and analyzed as in Fig.1A. (B) Cells were stained with

PE-Cy5-anti-CD3 and PE-annexin V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data represent the Annexin V

expression levels of gated CFSE
low

or CFSE
high

CD3
+

T

cells.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with PBT cells from

three individuals.

Fig. 3. 3-HAA-mediated cell death is not due to cell cycle arrest.

PBMCs were pre-stimulated with SEA for 48 hr prior to

treatment with 100 μM 3-HAA for 24 hr. The cells were

stained for incorporated BrdU and 7-AA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data represent the cell

cycle ratio of gated FSC
hi

CD3
+

T cells (activated) or

FSCloCD3+ T cells (resting), as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사멸효과는 세포주기 억제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TRAIL 및 수용체 발현 증가 유도

TRAIL의 발현 증가는 활성T 세포의 사멸효과에 중요한 현

상학적 특징이다[21,22]. 본 연구자는 3-HAA의 활성 T 세포

사멸 유도 효과가 TRAIL-유도 세포사멸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HAA 처리 시 활성 T 세포에서 TRAIL의 발현

이 24.9±2.7% 증가하였다(Fig. 4A). 또한 TRAIL의 수용체인

DR4와 DR5의 발현증가도 3-HAA가 처리 된 활성 T 세포에서

Fig. 4. 3-HAA selectively induces TRAIL/DR4/DR5 expression

on activated T cells. PBMCs were pre-stimulated with

SEA for 48 hr prior to treatment with 100 μM 3-HAA

for 24 hr. The cells were stained for TRAIL, DR4, or DR5.

The data represent the expression levels of gated

CD45RO+CD3+ T cells (activated) or CD45RO-CD3+ T

cells (resting), as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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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Effect of TRAIL blocked on the 3-HAA-mediated

activated T cell death. Pre-stimulated PBMCs were

treated with anti-TRAIL mAb before 1 hr to treatment

with 100 μM 3-HAA. After 24 hr in culture, cells were

stained for 7-AAD. The data represent the 7-AAD

positive cells gated total CD3
+

cells, as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B) Quantification of the percentage of

7-AAD positive T cells. *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treatment. The data are means±S.E.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with PBT cells from three

individuals.

26.4±3.1% 높게 나타났다(Fig. 4B). 그러나 비활성 T 세포에서

의 발현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3-HAA에 의

한 활성 T 세포의 선택적 사멸효과는 TRAIL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RAIL-유도 세포사멸 효과

3-HAA-매개 활성 T 세포 사멸현상에서 TRAIL 경로의 유

의성을 알아보았다. SEA로 자극된 배양조건에 3-HAA 처리

전 TRAIL 중화항체(anti-mouse TRAIL mAb)를 처리하여

TRAIL 수용체로의 사멸 신호전달을 차단하였다. . TRAIL 중

화항체 처리조건에서는 3-HAA에 의한 활성 T 세포의 사멸현

상이 유의성 있게(p=0.0328) 낮아졌다(Fig. 5). 이 결과를 통해

3-HAA에 의한 활성 T 세포 사멸유도 기전에 TRAIL이 부분적

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찰

트립토판 고갈에 의한 세포 내 스트레스 반응 유도와 함께

트립토판 대사체 생성은 IDO-매개 T 세포 반응 억제의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트립토판 대사체

3-HAA의 선택적 T 세포 억제 효능과 그 작용기전을 조사하였

다. 기전연구에 앞서 본 연구자는 3-HAA의 선택적 T 세포

억제 현상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in vitro 실험 조건을 확립

하였다. 인간 말초혈액세포를 CFSE로 표지한 후 세균초항원

(SEA)으로 자극하고, 72 시간 후 배양세포를 flow cytometry

로 분석하여 활성 T 세포(CFSE
low

CD25
+
CD45RO

+
)와 비활성

T 세포(CFSEhighCD25-CD45RO-)를 명확히 구별하였다(Fig. 1).

이어 본 연구자는 활성과 비활성 T 세포가 공존하는 in vitro

조건에 3-HAA을 처리하였을 때, 활성 T 세포는 사멸이 촉진

되지만 비활성 T 세포는 영향을 받지 않는 선택적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Fig. 2). 이와 같은 결과는 3-HAA가 T 세포-매개

염증질환의 치료약물개발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항-대사억제 및 칼시뉴린 저해

면역억제약물들은 초기 활성화 단계의 T 세포까지 억제대상

이 되므로 전반적 면역약화가 초래되어 감염 및 암발생 등의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된다. 그러므로 질병과 관련된 특정항원

에 과반응을 보이는 T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할 수 있다면

부작용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근, 3-HAA의 합성

유도체인 3,4-DAA를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relosis, MS)

마우스모델에 경구 투여하였을 때 자가항원-반응 Th1 세포가

Th2 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치료효과가 나타남이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신약개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4,25].

3-HAA의 강력한 면역조절 효능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 작

용기전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Fallarino

등은 Fas-비의존적 기전에 의한 cytochrom c 방출-caspase8

활성화를 3-HAA가 촉진시켜서 Th1 세포를 사멸로 유도한다

고 보고하였으며[16], PDK-1 인산화를 억제하여 TCR-

triggered NF-kB 활성화 억제 또한 하나의 기전으로 보고되었

다[26]. 본 연구자는 3-HAA에 의한 세포 내 glutathione (GSH)

고갈이 선택적 T 세포 억제의 주요 기전임을 보고하였다[17].

선행 연구보고들을 종합해보면, T 세포의 type, 활성상태 및

염증 환경의 조건에 따라 3-HAA의 주요 작용 기전은 다양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AIL-유도 세포사멸

이 3-HAA의 선택적 T 세포 억제 기전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

였다. TRAIL-유도 세포사멸은 생체 내에서 세포독성 T 세포

(CTL)의 암세포의 사멸유도기전 중의 하나이며, 일부 항암제

의 효능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자는 활성과 비활성

T 세포가 공존하는 in vitro 조건에 3-HAA를 처리하여 활성

T 세포만 TRAIL과 그의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되고(Fig. 4),

이들 상호작용을 차단하였을 때 3-HAA-매개 활성 T 세포사멸

효과가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하였다(Fig. 5). 이를 통해

TRAIL-유도 세포사멸이 3-HAA의 새로운 작용기전이며, 추

후 면역질환동물모델에서 3-HAA의 생리적 효과와의 관련성

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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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트립토판 대사체 3-hydroxyanthranilic acid의 TRAIL-유도 활성 T 세포 사멸 효과

서수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Indoleamine 2,3-dioxygenase (IDO)에 의한 트립토판 대사체의 생성은 T 세포에 강력한 억제효과를 미치지만

여전히 그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보고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트립토판 대사체 3-HAA가 선택적으로

활성 T 세포의 사멸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세포주기 억제와는 관련이 없었다. 3-HAA

처리 시 활성 T 세포에서 TRAIL과 그의 수용체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고, 이들 상호작용을 차단하였을 때

3-HAA-매개 활성 T 세포사멸 효과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본 연구를 통해 트립토판 대사체 3-HAA의 선택적 T

세포 억제 효과가 TRAIL-유도 세포사멸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