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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 자가면역* 내분비·대사질환(제1형 

당뇨병, 갑상선 질환, 췌장염 등)에 효과적인 조절T세

포**(Regulatory T cell) 발굴 및 이에 대한 역할이 규명

*자가면역 : 면역세포들이 외부물질에 대해 면역반응을 

일으켜야 함에도, 자신의 조직성분에 대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거나 과민성을 유지시키는 것

**조절T세포(Regulatory T Cell) : 조절T세포는 면역 반응

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함으로써, 면역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자가면역반응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

연구내용 ‥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가 자가면역 내분

비·대사질환 억제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각

기 다른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

의 면역 억제 능력과 성인 유래 조절T세포의 다른점을 

검증

‥ 자가면역 다내분비성 증후군이 유발된 신생아 마우

스에서 조절T세포 발현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신생아 기간에서 조절T세포 조절에 의해 질병이 유도될 

수 있음을 의미.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생아 유래 조절

T세포와 성인 유래 조절T세포를 분석한 결과, 면역 활성

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에서 더 많

이 발현됨을 확인

‥ 면역 활성 억제 능력을 조사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의 면역 억제능이 성인 유래 

조절T세포의 면역 억제능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

‥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

는 성인 유래 조절T세포보다 월등히 높은 면역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성을 조절할 수 있으면 제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내분비·대사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세포 치료제 후보가 될 수 있음을 규명

그림 : 자가면역 다내분비성 증후군이 나타난 마우스에서 

성인 유래 조절T세포(A)와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 

(B)간의 기능 규명

활용사례 / 효과 ‥ 여러 가지 동물모델을 이용하

여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 면역 억제 활성이 성인 유래 

조절T세포 면역 억제활성보다 증가됨을 확인. 조절T세포

를 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성인 

유래 조절T세포 대신,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를 광범위

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

‥ 신생아 유래 조절T세포 활성을 조절하여, 기존 조절T

세포 보다 월등히 높은 면역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자가면역 내분비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

‥ 과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사이언스지(Science, IF 

31.447) 3월 2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