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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264.7 Cell에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로 유도된 염증성 매개인자들의
생산에 있어서 Corticosterone 전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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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rticosterone Pretreatment on the Production of LPS-Induced
Inflammatory Mediators in RAW 264.7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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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lucocorticoids are known to have anti-inflammatory effect. To investigate whether corticosterone pre-
treatment enhances or not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orticosterone for 24 h and then cultured without corticosteron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LPS.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LPS remarkably increased production of TNF-α, IL-6, IL-1β,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nd NO (nitric oxide). Corticosterone pretreatment significantly attenuated LPS-induced
production of TNF-α, IL-1β, and VEGF, while significantly enhanced IL-6 and NO.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r-
ticosterone pretreatment may contribute to LPS-induced inflammatory responses in macrophages via pro- and anti-inflam-
matory imbalance of inflammatory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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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시스템의 하나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ypothalamic-

pituitary-adrenal: HPA) 축의 활성화는 급성자극에 의해 유도되

며 최종산물인 glucocorticoids(GCs)의 혈중농도를 높여 대사, 에

너지 균형 및 국소적 순환 등에 대한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1) 또한 GCs는 면역억제, 항염증 및 항스트레

스 작용을 지녀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을 억제하고 장기이식 후

면역거부반응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3)

그런데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HPA 축의 만성

적 활성화는 GCs 혈중농도의 저수준 상승 상태를 나타내며 T

세포 면역반응 및 염증억제작용 등에 있어서 저하효과를 유도한

다.4,5) 스트레스 시스템의 만성적 활성화는 GCs의 생산증가의 특

징을 보이는 Cushing 증후군의 복부비만관련 대사증후군과 유

사한 증상을 나타내며,6) 낮은 수준의 염증상태와 유관한 복부비

만, 제 2형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 유발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7,8) 만성적 HPA 축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GCs의 생산은

염증성 매개인자들의 유발에 관여하지만, 또한 역으로 면역 및

염증 반응 중에서 TNF-α, IL-6, IL-1β 및 NO 등과 같은

inflammatory mediator들은 스트레스 시스템의 주요 구성물질을

활성화 시키고 HPA 축을 자극하며 cortisol 혈중농도를 증가시

켜 서로 시너지효과를 갖는다.9,10)

Endotoxemia는 그람음성균의 세포벽에 있는 독소인 endotoxin

의 혈중 농도가 증가된 상태로서 그람음성균 감염에 따른 면역활

성화 및 그에 따른 전신성 급성염증 유발의 특징을 나타낸다.11)

Endotoxemia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및 proinflammatory

cytokine 생산증가는 폐를 포함한 다양한 장기의 기능상실과 손

상을 유발하며, 비만, 인슐린저항성 및 동맥경화 등에도 관여하

여 그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및 심혈관계질환을 초래하고 사망

률을 높인다.12,13)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sepsis 상태에서는 HPA

축의 기능이 상실되어 GCs 작용에 대한 항상성 장애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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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한 병리적 기전 중의 하나이며,14) 항염증 작용을 지

니는 hydrocortisone와 같은 GCs의 치료요법이 endotoxemia 치

료목적 및 septic shock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15,16)

그런데 감염에 따른 염증성 cytokine 생산에 있어서 GCs의 노

출시간과 용량이 중요한 결정인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yth

등17)은 RAW 264.7 cell에서 corticosterone 35 ng/ml 전처리에

의해 LPS 자극으로 유도된 TNF-α, IL-6 및 NO 생산 증가가 관

찰되었고 NF-κB 활성화와 TNF-α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dexamethasone으로 12 h 동안 전처리 한 후

LPS 투여한 생쥐에서는 TNF 생산이 차단되었다고 Fantuzzi 등18)

은 보고하였다. Yeager 등19)은 사람의 endotoxemia 실험모델에

서 endotoxin 투여 전 스트레스 상태에서 관찰되는 농도 수준으

로 cortisol을 전처리 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cortisol의

낮은 농도(6.3 mg/hr/70 kg)에서는 유의성 있는 혈중 IL-6 증가

와 IL-10 감소 등을 유발하여 endotoxin에 대한 전신성 염증반

응이 증가됨을 보여주었으나, 고농도(12.6 mg/hr/70 kg)에서는 변

화가 없었다. Barber 등20)에 의하면 사람에게 endotoxin와

hydrocortisone을 동시투여 시 발열을 저하시키고 염증성 인자들

의 혈중농도가 저하되었으나 GCs 투여 후 최소한 12시간 간격

으로 endotoxin 투여한 경우는 지연성 염증효과가 나타났다.

GCs는 endotoxin과 같은 여러 감염성 자극뿐만 아니라 정신

적 스트레스와 같은 비감염성 자극에 의해서도 혈중농도가 증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노출에 의한

혈중 cortisol 농도 상승은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나 감염에 따른 endotoxin 노출로 인한 IL-6를 비롯한 염증반응

을 더욱 더 유도하는 높은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21,22) 그러

나 여러 원인에 의해 GCs 혈중농도가 저수준으로 상승된 후

endotoxin 노출 시 농도 및 시간에 따라 좌우되는 염증반응 유

도 가능성을 지니나 그 효과 및 그 기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RAW 264.7 cell에서 endotoxin으로 유도되

는 염증성 매개인자들인 TNF-α, IL-6, IL-1β, VEGF 및 NO 등

의 생산에 있어서 corticosterone 전처리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방법

재료 및 시약

RAW 264.7 cell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구매를

했으며, corticosterone(Sigma, St. Louis, MO)은 in vitro 실험

을 위해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서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penicillin 100 U/ml,

streptomycin 100 μg/ml(Invitrogen) 및 antimycotic Amphotericin

B(Invitrogen)를 함유한 DMEM 배지(Invitrogen, Carlsbad, CA)

에 RAW 264.7 cell(1 × 106 cells/well)을 각각 24 well plate에

분주하고, corticosterone 50, 100, and 200 ng/ml 농도별로 24 h

전처리 한 후 신선한 배지로 교체한 다음 LPS 10 μg/ml로 자극

을 주어 6 h 및 24 h 동안 5% CO2 incubator에서 37oC로 배양

하였으며 그 후 세포배양액을 채취하여 cytokine, VEGF 및 NO

측정을 위해 −70oC에 보관하였다.

Cytokine의 측정

RAW 264.7 cell의 보관된 세포배양액 중 TNF-α, IL-6 및 IL-

1β 등 cytokine의 농도측정은 cytokine monoclonal antobodies

(BD Biosciences Pharmingen, U.S.A.)를 이용하여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ELISA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Co., Ltd., U.S.A.)

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결과는 ml당

picogram 단위에서 정량하였으며 최저농도의 한계는 5 pg/ml 이

상으로 하였다.

VEGF 측정

RAW 264.7 cell 로부터 얻어진 세포배양액 중 VEGF 농도 측

정은 VEGF monoclonal antobodies(BD Biosciences Pharmingen,

U.S.A.)를 이용하여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manufacturer’s instruction에 따라

ELISA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Co., Ltd., U.S.A.)

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결과는 ml당

picogram 단위에서 정량을 하였으며 최저농도의 한계는 5 pg/ml

이상으로 하였다.

NO 측정

RAW 264.7 cell로부터 얻어진 세포배양액 중 NO 농도 측정

은 96-well plate에 시료 100 μl에 Griess reagent 100 μl를 가한

후 10분에 ELISA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모든 자료는 means±standard error(S.E.)로 나타냈으며, 유의

성 검사는 students’ t-test로 행하였다.

실험결과 및 고찰

RAW 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된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산에 있어서 corticosterone 전처리 효과

GCs은 급성자극 시 항염증효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육체적 또

는 정신적 만성스트레스에 따른 HPA 축 활성화 및 혈중 GC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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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승은 염증 및 인슐린저항성은 물론 복부비만, 고지

혈증, 인슐린 저항성 및 제 2형 당뇨병 등 염증관련 대사질환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지닌다.6-8) TNF-α, IL-6, IL-1β, plastanoids

및 NO 등 염증성 매개인자들은 HPA 축의 활성화 유발관련 염

증성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9) 그런데 몇몇 연구들17-20)에

의하면, GCs은 노출 시간 및 농도 의존적으로 염증유도효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Cs가 농도 및 시간에 따

라 endotoxin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반응이 좌우될 것임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macrophage에서 GCs의 전처리가 시간 및 농도에

따라 LPS에 의해 유도된 proinflammatory cytokine 생산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RAW 264.7 cell에

각각 corticosterone를 50, 100 및 200 ng/ml의 농도별로 24 h

동안 전처리 한 후 신선한 배지로 교체한 다음 LPS 10 μg/ml로

자극을 주어 6 h 및 24 h 동안 배양하였으며 세포배양액 중

proinflammatory cytokine 농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6 h 동안 LPS 자극으로 RAW 264.7 cell의 TNF-α 및 IL-6 생산

이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나, corticosterone 전처리는 농도의

존적으로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 생산만을 유의성 있게 억

제시켰다(Fig. 1A and 2A). 또한 본 연구에서 24 h 동안 LPS 자

극 시 IL-6 및 IL-1β 생산은 현저히 상승했으나, LPS에 의해 유

도된 IL-1β는 corticosterone 전처리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유

의성 있게 억제되었다(Fig. 3B). 그런데 본 연구는 RAW 264.7

cell에서 corticosterone 전처리가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

IL-6 및 IL-1β의 생산에 있어서 TNF-α 및 IL-1β는 농도의존적

으로 억제하였으나 IL-6는 6 h LPS 자극이 아닌 24 h LPS 자극

의 경우에서 저농도 corticosterone 50 및 100 ng/ml 전처리에

의해 오히려 상승됨이 관찰되었다(Fig. 2B). 따라서 TNF-α 및

IL-1β는 proinflammatory cytokine으로 염증반응 및 지방세포의

인슐린저항성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23,24)

본 연구결과에서 corticosterone 전처리가 LPS에 의해 유도되는

RAW 264.7 cell의 TNF-α 및 IL-1β 생산을 억제함을 보여줌으

Fig. 1 − Effect of corticosterone pretreatment on the LPS-induced

production of TNF-α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orticosterone for 24 h and then cultured with refreshed

medium for 6 h (A) or 24 h (B)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LPS. Concentration of cytokines was measured using

ELISA.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negative control. #

(p<0.05) and ##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LPS positive controls.

Fig. 2 − Effect of corticosterone pretreatment on the LPS-induced

production of IL-6 in RAW 264.7 cel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Other legends and methods are the same

as in Fig. 1.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negative control.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LPS positiv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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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GCs 전처리가 항염증효과 및 HPA 축 활성도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에게 GCs 전처리 후 최소한 12

시간 간격으로 endotoxin 투여한 경우 지발성 염증효과가

나타났다는 Barber 등20)에 의하면, 본 연구결과가 보여준

corticosterone 고농도가 아닌 저농도의 전처리 시 LPS 6 h보다

는 24 h 자극으로 유도된 IL-6의 생산을 더욱 유의성 있게 증가

시킨 것으로 보아 corticosterone 저농도에서 endotoxin의 IL-6

생산 증가를 통하여 지발성 염증반응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구나 GCs는 상피세포에 있는 IL-6 수용체와의 친화력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25) corticosterone 전처리 시 IL-6 수용체와의 친

화력 증가에 따른 IL-6 염증유발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IL-6는 면역계를 자극하여 염증관련 만성질환 유발하는 주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및 암

에 있어서도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고,26,27) 지방조직 및 간의 인

슐린저항성 유발에 관여한다.28) IL-6는 endotoxemia, 조직손상,

염증성 면역반응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있어서 의해

그 혈중농도가 증가되며,29) GCs호르몬과 상호작용을 하여 CRP

를 유도하여 그로 인한 동맥경화 유발에 관여한다.30) 또한 IL-6

는 HPA 축을 자극하며 cortisol 혈중농도 증가를 유발하는데 관

여함으로써 낮은 농도의 GCs 전처리는 endotoxin에서 염증반응

의 악순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31)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

스에 의한 HPA 축의 만성적 활성화로 유도된 혈중 GCs 농도의

저수준 상승상태는 endotoxin 노출 시 유도된 macrophage의 IL-

6 생산을 더욱 증가시켜 그에 따른 염증관련 만성질환에 대한 위

험성을 높일 것이다.

RAW 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억제된 VEGF 생산에 미

치는 corticosterone 전처리 효과

VEGF는 내피세포, 염증성 면역세포 및 신경세포 등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angiogenic factor로서 작용하여 상처치유 복구시스

템을 활발하게 하며,32) 신경보호 및 신경기능향상 작용을 갖는

다.33) 그러나 과잉의 VEGF는 혈관내피세포의 투과성을 증가시

켜34) 염증과 혈액응집에 기여하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염증성 장

Fig. 3 − Effect of corticosterone pretreatment on the LPS-induced

production of IL-1β in RAW 264.7 cel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Other legends and methods are

the same as in Fig. 1.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negative control. # (p<0.05) and ##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LPS

positive controls.

Fig. 4 − Effect of corticosterone pretreatment on the LPS-induced

production of VEGF in RAW 264.7 cel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Other legends and methods are

the same as in Fig. 1.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negative control.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LPS positiv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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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동맥경화 및 암 등에서 병리적 중개자 역할을 한다.35) VEGF

는 sepsis의 사망률과 유병율에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한다.36)

GCs는 VEGF의 발현 억제작용을 가지며,37) 혈중 cortisol이 높

은 경향이 있는 우울증 환자에서 낮은 VEGF 혈중농도가 관찰

되었다.38) 본 연구에서는 RAW 264.7 cell에 corticosterone를

50, 100 및 200 ng/ml의 농도별로 24 h 전처리 한 후 신선한 배

지로 교체한 다음 LPS 10 μg/ml로 자극한 후 6 h 및 24 h 동안

더 배양하였으며 그 후 세포배양액을 채취하여 VEGF 농도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RAW 264.7 cell에서 24 h 세포배양 시 LPS

는 VEGF 생산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으며 corticosterone 전

처리는 LPS에 의해 증가된 VEGF 생산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

시켰다(Fig. 4B). 따라서 corticosterone 전처리는 endotoxin에

의해 증가된 macrophage의 VEGF 생산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

하여 LPS에 의한 증가된 혈관투과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저하시

킬 것이다.

RAW 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증가된 NO 생산에 있어

서 corticosterone 전처리 효과

염증성 cytokine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자극에 의해 NO

생산 및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활성 등의 증가는 염증

및 인슐린저항성과 유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Fantuzzi 등18)

은 생쥐에서 GCs가 endotoxin에 대한 NO 생산증가 등을 통해

염증반응의 증가를 유도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반대로,

Radomski 등40)은 GCs가 vascular endothelial cell에서 NO를

합성하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를 억제하였다고 하였

다. 이는 세포종류나 실험조건에 따라 NO 생성에 미치는 GCs

의 효과가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RAW

264.7 cell에서 corticosterone를 농도별로 24 h 전처리 한 후 신

선한 배지로 갈아준 다음 LPS 10 μg/ml로 6 h 및 24 h 동안 자

극을 주었으며 Griess 시약을 사용하여 그 세포배양액 중 NO농

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RAW 264.7 cell에서 LPS는 NO

생산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고, LPS 처리 후 24 h 배양 시 LPS

에 의해 유도된 NO 생산은 corticosterone 50 및 100 ng/ml 전

처리에서 변화가 없었으나 corticosterone 200 ng/ml 전처리 시

유의성 있게 증가됨을 보여주었다(Fig. 5B). 이는 RAW 264.7

cell에 corticosterone 전처리 시 NO 생산증가를 가져왔다는

Smyth 등17)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macrophage에서 corticosterone 전처리는 endotoxin으로 유도된

NO 생산을 농도의존적으로 증가시켜 염증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RAW 264.7 cell에서 corticosterone 전처리가 6 h

및 24 h 동안 LPS 자극으로 유도되는 염증성 매개인자들의 생

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RAW

264.7 cell에서 6 h 배양에서 LPS는 TNF-α 및 IL-6 생산을 유

의성 있게 유도하였으나 corticosterone 전처리에 의해 TNF-α

생산이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24 h 배양에 있

어서는 LPS는 IL-6, IL-1β, VEGF 및 NO 생산을 현저히 증가

시켰으나 corticosterone 전처리에 의해 IL-1β 및 VEGF 생산은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저하되었으나 LPS에 의해 유도된

NO 생산은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그런데 LPS

에 의해 증가된 IL-6 생산은 고농도 corticosterone 200 ng/ml보

다 낮은 농도인 50 및 100 ng/ml에서 더욱 증가되었다. 결론적

으로 corticosterone 전처리는 RAW 264.7 cell에서 LPS로 유도

되는 TNF-α, IL-1β 및 VEGF 생산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나

Fig. 5 − Effect of corticosterone pretreatment on the LPS-induced

production of NO in RAW 264.7 cells. The concentrations

of NO in the supernatants obtained in RAW 264.7 cells

harvested from the culture were assayed by adding 100 μl

of freshly prepared Griess reagent to 100 μl of the sample,

and then reading the absorbance at 540 nm after 10 minutes

using ELISA.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Other

legends and methods are the same as in Fig. 1. * (p<0.05)

and **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negative control. ##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LPS positiv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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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로 유도되는 IL-6 및 NO 생산을 더욱 증가시켜 그에 따른

염증성 및 항염증성 불균형을 통하여 endotoxin에 의해 유도된

염증반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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