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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onoxide (CO), a reaction product of cytoprotective enzyme heme oxygenase-1 (HO-1), is a 
gaseous messenger with anti-proliferative, anti-apoptotic, and anti-inflammatory actions in many cell 
types. Here, we investigated the role of CO on the process of monocyte differentiation induced by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in human monocytic THP-1 cells. CORM-2 (tricarbonyldichlor-
oruthenium (II) dimer, Ru2Cl4 (CO)6), a CO-releasing compound, decreased a marked cell adherence 
with a slight reduction of proliferation in monocytic THP-1 cells treated with PMA. And, CORM-2 
significantly inhibited expression of differentiation markers such as CD14, CD11b plus CD18 (macro-
phage-1 antigen, Mac-1 or complement receptor 3, CR3) and phagocytosis of carboxylate-modified red 
fluorescent latex beads, in PMA-stimulated THP-1 cells. For the further experiments, differentiation of 
PMA-treated cells was enhanced after the initial 2 days stimulus by removing the PMA-containing 
media then incubating the cells in fresh media for a another 4 days. And, we observed the secre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and phagocytosis in differentiated macrophages. Treatment with CORM-2 
significantly abolished the secretion of IL-6, TNF-α and phagocytosis using fluorescence-conjugated E. 
coli (K-12 strain) bioparticles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differentiated macrophage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 inhibits the differentiation of monocytic THP-1 cells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differentiated macrophages.

Key words : CO, differentiation, phagocytosis, PMA, THP-1 cells

*Corresponding author

*Tel : +82-51-510-8093, Fax : +82-55-382-8090

*E-mail : ycpark@pusa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7 Vol. 27. No. 2. 217~224 DOI : https://doi.org/10.5352/JLS.2017.27.2.217

서   론

Carbon monoxide (CO)는 heme oxygenase-1 (HO-1)의 대

사산물의 하나로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세포와 조직의 손상

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

는 역할을 하는 HO-1의 기능의 일부로 볼 수 있다[14, 29]. 

또한, CO는 세포성장, 아폽토시스,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유

전자의 발현과 그 효소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강한 억제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22, 33]. 최근의 연구에서 

CO는 면역계에서도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보

고가 있는데, 배양중인 T세포에 CO를 유리시키는 물질인 

CORM-2의 처리는 CD3+CD28의 자극에 대한 T세포의 증식

과 IL-2 분비를 감소시켰다[23]. 그리고 CO는 혈관계에서 pla-

telet aggregation을 억제함으로써 thrombosis (혈전증)을 강

력하게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41]. 게다가, HO-1의 대사산물

이 염증 부위로의 neutrophil을 포함한 백혈구의 이동(leuko-

cyte rolling)과 부착(adhesion)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5].

단핵구(monocyte)와 대식세포(macrophage)는 면역계와 

혈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순환하는 단핵구는 염

증 신호에 반응하여 표현되는 세포막의 CD11a plus CD18로 

구성되는 복합체 LFA-1같은 adhesion molecule에 의해 내피

세포의 ICAM-1을 이용하여 부착하게 된다[12]. 부착한 단핵

구는 화학주성 분자들의 영향 하에서 subendothelial space 

안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곳에서 단핵구는 대식세포로 분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

의 정확한 기전과 관련된 인자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아직

도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인간 단핵구세포주 THP-1은 phorbol 12-myristate 13-ace-

tate (PMA), 1,25-dihydroxyvitamin D3, retinoic acid 같은 물

질의 자극으로 화학적으로 대식세포로 분화를 유도할 수 있어 

단핵구의 분화 및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2, 15, 37]. 분화한 THP-1 대식세포는 숙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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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면역질환에서 인간 대식세포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적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28, 38]. 최근의 

몇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PMA는 THP-1과 RAW264.7 같은 

단핵구/대식세포 계열의 세포주와 조직에 존재하는 대식세포

에서 HO-1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였다[17, 18]. 그러나, 

HO-1의 대사산물인 CO가 PMA 같은 자극원에 의해 유도되

는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역할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CO의 

영향을 인간 단핵구세포주 THP-1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

한 분화한 THP-1 대식세포의 활성화 과정에서 CO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재료  방법

시약

Tricarbonyldichlororuthenium(II) dimer (CORM-2, Ru2Cl4 

(CO)6), RuCl3, protease inhibitor cocktail, carboxylate-modi-

fied red fluorescent latex beads, trypan blue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HO-1, CD14, CD18, ICAM-1, β-actin에 대한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그리고 

CD11b에 대한 항체는 Abcam (Cambridge, MA,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IL-6와 TNF-α의 분비량를 측정하기 위한 en-

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s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Fluor-

escence-conjugated Escherichia coli (K-12 strain) BioParticles

은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Western blotting kit는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분화의 유도

인간 단핵구세포주 THP-1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

tomycin, 10 mM HEPES, 10% heat-inactivated FBS를 포함하

는 RPMI-1640 배양액에서 5% CO2 조건에서 37℃ incubator

에서 0.5~5×105 cells/ml 밀도로 유지하며 배양하였고, 모든 

실험에서 plating 하고 3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 사용하였다. 

세포에 1, 10, 100 μM의 농도로 CORM-2를 30분 동안 먼저 

처리한 후 분화유도제 PMA (100 nM)로 분화를 유도하였다. 

실험목적에 맞게 24 혹은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를 얻어 

세포성장, 부착능 및 Western blotting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충분히 분화된 대식세포를 얻기 위하여 PMA로 2일 동안 세포

를 자극한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환하고 4일간 더 배양시켜

서 얻었다.

세포 생존율  부착능 측정

THP-1 세포를 24-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여 다양한 농도의 CORM-2와 PMA를 처리하였다. 48

시간 배양 후 부유 세포 및 0.01% trypsin-EDTA을 이용하여 

dish에 부착한 세포를 각각 수확하여 trypan blue dye ex-

clusion 방법으로 염색하여 EVETM automatic cell counter 

(NanoEntek,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의 수를 측정하여 생존과 세포성장을 분석하였다. 세포의 

부착능은 살아있는 세포의 전체 [N(t)]와 부착한 세포의 평균 

[N(a)]을 이용하여 [N(a)/N(t)] ×100으로 계산하여 세포수를 

표현하였다.

Western blotting

THP-1 세포를 60-mm dish에 2×105 cells/ml의 농도로 분주

하여 사용하였고, CORM-2 (1, 10, 100 μM)를 30분 동안 처리

한 후 100 nM PMA로 세포를 자극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에 존재하는 부유 세포와 부착한 모든 세포를 수확하여 

PBS로 세척한 후,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Nonidet P-40에 protease inhibitor cocktail를 첨가한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전체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Bicinchoninic 

acid를 이용하여 정량한 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10% SDS- 

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하고 electroblotting appara-

tus (Bio-rad, Richmond, CA)를 이용하여 PVDF membrane에 

이동시켰다. Membrane은 항체의 비특이적 부착을 막기 위하

여 5% skim milk에 1시간 동안 두었고, 그 후 적당한 일차 

항체 및 horse radish peroxide (HRP)가 부착되어 있는 이차 

항체를 반응시켰다. 부착된 면역복합체는 ECL kit를 이용하여 

반응시킨 후 LAS-3000 Luminescent Image Analyzer (Fuji-

film, Tokyo, Japan) 기기에서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다.

Phagocytosis (포식)의 분석

분화 유도한 THP-1의 포식작용은 평균 직경이 0.5 μm인 

carboxylate-modified red fluorescent latex beads (Sigma, St. 

Louis, MO, USA)와 E. coli (K-12 strain) BioParticles (Molecu-

lar Probes, Eugene, OR, USA)의 두가지를 이용하여 제조사가 

공급한 protocols에 따라 실시하였다. 배양중인 각 well에 la-

tex beads를 5 μl 첨가하고 4시간 동안 5%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킨 후 PBS로 3번 조심스럽게 세포를 씻어준 다음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리고 6일간 분화된 대식세포에서

의 포식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에 E. coli BioParticles과 

opsonizing reagent를 1:1로 섞어서 각 well에 첨가하고 2시간 

동안 5%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킨 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 씻어준 다음 LSM 510 laser-scanning con-

focal microscope (Zeiss, Göe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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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s of CORM-2 on cell proliferation and adherence. Monocytic THP-1 cells were plated at 5×104 cells per 24-well plate, 

and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ORM-2 (1, 10 or 100 μM) for 30 min and then incubated 

with 100 nM PMA for 48 hr. (A) Cells were analyzed for viability using the trypan blue dye exclusion assay (live cells, 

●; dead cells, ○). (B) Cell adherence was analyz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nd data shown represent 

relative cell adherence.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 of ± SD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nd 

**p<0.01 vs. the untreated control cells.

Cytokine (사이토카인)의 정량

분비된 사이토카인의 측정은 상품화된 capture-ELISA kit

를 사용하였고, 제조사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이 공급한 protocol에 따라 실시하였다. 이미 IL-6와 TNF- 

α에 대한 특이 항체가 붙어 있는 ELISA plate의 각 well에 

세포로부터 얻은 상층액을 첨가하고 2시간 상온에서 반응시

킨다. 각 well을 washing 용액으로 씻어준 다음 IL-6와 TNF-α

에 대한 HRP가 부착된 2차 항체를 첨가하여 1시간 반응시킨

다. 씻어준 후, hydrogen peroxide와 tetramethylbenzidine의 

1:1로 비율로 만든 substrate 용액을 각 well에 첨가하고 2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다. Stop 용액으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

실험은 적어도 세 번 반복하였으며, 결과는 means ± stand-

ard deviations (SD)로 표현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one 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결   과

PMA로 분화 유도한 단핵구세포 THP-1의 부착능에서 

CO의 효과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 과정의 지표로 가장 먼저 나타

나는 현상은 세포의 부착능의 증가와 더불어 세포 모양의 형

태학적 변화이다. 우선적으로 PMA로 THP-1 세포의 분화 유

도과정에서 세포의 부착능 및 형태학적 변화에 CO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배양중인 THP-1 세포에 다양한 농도(1, 

10, 100 μM)의 CO를 유리시키는 물질인 CORM-2를 30분 동안 

전처리 후 100 nM PMA로 48시간 동안 분화를 유도하였다. 

CORM-2는 고농도에서도 세포의 viability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증식에는 약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나(Fig. 1A), 부착능

에는 농도의존적으로 큰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B). 부착된 

세포는 납작하며 amoeboid 형태같은 대식세포와 유사한 모습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극한 THP-1 세포의 막표면 분화인자의 발 에서 CO의 

효과

다음으로,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막표면 

단백질의 변화에서 CO의 역할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농도(1, 

10, 100 μM)의 CORM-2를 30분 동안 전처리 후 100 nM PMA

로 THP-1 세포의 분화를 자극하였다. 분화 과정 초기의 막표

면 분화인자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PMA로 자극하고 24시간 

후에 부유 세포와 부착한 모든 세포를 수확하여 단백질을 얻

고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PMA로 자극한 

THP-1 세포에서 CD14, CD11b, CD18 및 ICAM-1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CORM-2를 전처리한 세포에서는 

CD14, CD11b 및 CD18의 발현이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CD14와 포식 기능을 

담당하는 macrophage-1 antigen (Mac-1) 혹은 complement 

receptor 3 (CR3)의 구성성분인 CD11b와 CD18의 발현의 감소

는 CO가 PMA에 의한 THP-1 세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극한 THP-1 세포의 latex beads의 uptake 과정에서 

CO의 효과

포식 기능은 대식세포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PMA 자극에 의해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 동안 CO에 

의한 phagocytic activity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CORM-2를 30

분 동안 전처리 후 100 nM PMA로 THP-1 세포의 분화를 자극

하였다. 48시간 후, 배양중인 세포에 carboxylate-modified red 

fluorescent latex beads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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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ORM-2 on the expression of macrophage dif-

ferentiation markers. THP-1 cells were treated with 100 

nM PMA for 24 hr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CORM- 

2, as indicated. Whole cell lysate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using specific antibodies against CD14, 

CD11b, CD18, and ICAM-1. β-actin was used as an in-

ternal control to monitor equal protein loading.

Fig. 3. Effect of CORM-2 on the phagocytosis of 

latex beads. THP-1 cells treated with CORM-2 

and/or PMA were challenged with carboxylate- 

modified polystyrene latex beads. Cells were 

washed three times with PBS, and the efficiency 

of bead uptake was analyzed by fluorescence 

microscope.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Fig. 3). PMA 자극에 의해 THP-1 

세포는 형태학적으로는 대식세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CORM-2가 처리된 세포는 농도의존적으로 fluorescence in-

tensity가 현저히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부착한 

세포와 부착하지 않은 세포 모두를 수거하여 fluorescence in-

tensity를 flow cytometry로 측정한 결과, control 세포는 2.7%, 

PMA 단독 처리한 세포는 48.0%에 비해 CORM-2를 1, 10, 100 

μM 처리한 세포에서는 각각 43.2%, 39%, 21.2%로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P-1 세포로부터 분화 유도된 식세포의 LPS 자극에 

의한 inflammatory cytokines 분비에서 CO의 효과

PMA 처리 후 6일 동안 분화가 유도된 대식세포에 LPS 자

극에 의해 inflammatory cytokines인 IL-6와 TNF-α의 분비에 

미치는 CO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식세포에 CORM-2와 

CORM-2의 positive control로 사용되는 RuCl3를 30분 동안 

전처리 후 100 ng/ml LPS로 자극하여 24시간 동안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상층액을 수거하여 IL-6와 TNF-α의 분비된 

양을 ELIS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CORM-2는 LPS 자극에 의한 대식세포의 inflam-

matory cytokines의 분비를 현저히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THP-1 세포로부터 분화 유도된 식세포의 LPS 자극에 

의한 phagocytosis 과정에서 CO의 효과

다음으로, 충분히 분화가 유도된 대식세포의 phagocytic 

activity에 있어서 CO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제조사가 공급한 

protocol에 따라 분화된 대식세포에 E. coli (K-12 strain) Bio 

Particles와 opsonizing reagent를 포함한 용액을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대식세포에 CORM- 

2를 전처리 하고 100 ng/ml LPS로 자극하여 laser-scanning 

confocal microscope를 사용하여 세포를 관찰하였다. Fig.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CORM-2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농도의존적

으로 E. coli의 fluorescence intensity의 현저한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CORM-2가 대식세포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미생물을 포함한 외부 물질에 대한 phagocytic activity를 현저

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찰

항산화 효소로 알려진 HO는 다양한 산화적 스트레스(oxi-

dative stress) 환경에 의해 유도되고[6, 11, 35], 인체의 생리적

인 기능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조절자로 역할

을 한다[13, 26]. HO-1의 발현은 일차적으로 전사단계에서 조

절되며 전사인자 Nrf2에 의해 이루어지고, JNK, ERK 및 p38 

이 포함되어 있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에 의해서도 HO-1의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1, 42]. HO-1은 heme을 분해하여 biliver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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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ffect of CORM-2 on the secre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by macrophages. Differentiated THP-1 cells were treated with 

LPS (100 ng/ml)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CORM-2 or RuCl3, as indicated. The amount of IL-6 (A) and TNF-α (B) 

secreted by macrophages was measured with an ELISA after 24 hr of incubation.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 

of ± SDs of three experiments. *p<0.05 and **p<0.01 vs. the untreated macrophages.

A B

Fig. 5. Effect of CORM-2 on the phagocytosis of E. coli by macrophages. latex beads. Differentiated THP-1 cells treated with CORM-2 

were challenged with E. coli (K-12 strain) BioParticles. Cells were washed three times with PBS, and the efficiency of E. 

coli BioParticles uptake was analyzed by confocal microscope. (A) Relative fluorescence intensity was determined from the 

numbers of green cells per 25 cells in a randomly selected area. (B) Fluorescence image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 of ± SDs of two experiments. *p<0.05 and **p<0.01 vs. the untreated macrophages.

ferrous iron 및 CO의 대사산물을 생산한다. Biliverdin은 bili-

verdin reductase에 의해 강력한 항산화 인자로 알려져 있는 

bilirubin으로 뒤이어 전환되고, 이는 HO-1의 세포내 redox 

(reduction-oxidation) 균형을 유지하는 항산화 인자로서의 역

할에 크게 기여한다[36]. 다른 대사산물인 CO는 세포내 그리

고 세포간의 신호전달물질로서 세포와 조직의 성장, 항상성 

유지 및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7, 9, 16].

CO는 세포내 cyclic GMP (cGMP)의 생성을 강력하게 증가

시키는 nitric oxide (NO)와는 달리 soluble guanylate cyclase 

(sGC)를 약하게 활성화시킨다[27]. 생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CO는 p38 MAPK를 활성화시켜 IL-10 합성을 유도하고, 반대

로 IL-1β, TNF-α, MIP-1β 같은 inflammatory cytokines의 생

산을 억제한다[21]. 또한 CO는 mitochondria로부터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방출을 자극하여 NF-kB을 활성화시

키며[8], 상반된 결과로 CO는 NADPH oxidase를 불활성화하

여 ROS의 생산을 억제시킨다는 보고도 있다[19, 34]. 그러므로 

CO의 생성뿐만 아니라 그 활성은 작용하는 세포내 타깃이 

다른 신호전달물질과 교차하는 점과 연구의 대상과 실험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이 CO의 이용 및 치료

적 접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단핵구의 분화과정과 활성화는 인체의 항상성과 방어 측면

에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상세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단핵구 THP-1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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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를 PMA로 분

화를 유도하면 그 과정에 HO-1의 발현이 증가됨이 밝혀졌다

[17, 18]. 그러나, 생성된 HO-1이 단핵구의 분화과정에 필수적

인지 혹은 활성화에 관여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선행 연

구결과에서, HO-1의 강한 유도 물질로 알려진 cobalt proto-

porphyrin (CoPP)은 THP-1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였다[32]. 그 

기전은 CoPP가 세포내 항산화 인자인 redox facror-1의 세포

질내 양을 감소시키고, 이는 NADPH oxidase 활성의 증가에 

따른 세포내 redox status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HO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로 사용되는 iron chela-

tor desferrioxamine (DFO)이 THP-1 세포를 대식세포로 분화

를 유도한다는 보고도 있다[30]. 그러므로, 단핵구의 대식세포

로의 분화와 활성화에서 HO- 1과 그 대사산물의 역할을 규명

하는 것은 염증을 포함한 선천면역의 분자기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과정에는 많은 막표면 단백질

의 변화가 수반되는데 그 중 CD14은 대식세포에 주로 발현되

며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는 LPS

와 lipoteichoic acid 등의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

terns (PAMPs)를 인식하여 TLR-4, MD-2에 신호를 전달하여 

대식세포 활성화의 개시 신호를 전달한다[10, 24]. 대식세포의 

주요 기능인 포식 기능에 관여하는 인자로 complement re-

ceptor (보체 수용체)라고 불리는 막단백질 CR1, CR3, CR4 

등이 있고, 이들은 미생물, 죽은 세포 및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1, 25]. CR3는 CD11b와 CD18로 CR4는 CD11c와 

CD18의 복합체로 구성되며 포식 기능의 측면에서는 유사하

며[3, 4, 20], CR3는 Ab-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 

(ADCC)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39, 40].

CO-releasing compound인 CORM-2는 PMA로 분화를 자

극한 THP-1 세포의 성장과 세포 부착능의 약한 감소를 보였

고, 막표면 분화 인자인 CD14, CD11b 및 CD18의 발현을 현저

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luorescence-con-

jugated latex beads를 이용한 포식작용의 실험에서, CORM-2

는 PMA 단독으로 처리한 세포에 비해 포식작용이 현저히 감

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CO의 영향을 

더 알아보기 위하여, 배양중인 THP-1 세포를 PMA로 2일 동안 

자극한 후 이어 4일간 배양을 하면서 완전히 분화된 대식세포

를 만들었다. 분화된 대식세포에서 CORM-2는 LPS로 자극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inflammatory cytokines인 IL-6와 TNF-

α의 분비를 감소시켰다. 게다가, 대식세포에 fluorescence- 

conjugated E. coli K-12 bioparticles를 이용하여 포식작용을 

측정한 결과 CORM-2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E. coli의 포식작용

이 현저이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CORM-2가 분화에 필수적인 막단백질의 발현을 저해함

으로써 단핵구의 분화과정을 억제하고, 분화된 대식세포의 in-

flammatory cytokines의 분비와 포식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활

성화 과정도 억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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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단핵구세포주 THP-1의 식세포로의 분화  활성화에서 CO의 억제 효과

김다솔1․이미선1․김한솔2․이혜윤2․김오윤2․강 린2․손동 1․김 회3․박 철1*

(1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교실, 2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3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Carbon monoxide (CO)는 세포 보호의 기능을 가지는 항산화 효소인 heme oxygenase-1 (HO-1)의 대사산물로 

세포성장, 아폽토시스, 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O가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 및 그 활성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간 단핵구세포주 THP-1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CO-releasing compound인 CORM-2는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로 자극한 THP-1 세포에서 viability와 증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부착능의 뚜렷한 감소

를 보였다. 그리고, CORM-2는 대식세포의 막표면 분화 인자인 CD14, CD11b 및 CD18의 발현과 latex beads를 

이용한 포식 기능을 현저히 억제하였다. 다음으로, 배양중인 THP-1 세포를 PMA로 6일 동안 대식세포로 분화시

킨 후 inflammatory cytokines의 분비와 포식 기능을 조사하였다. CORM-2의 처리는 lipopolysaccaride (LPS)로 

자극한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IL-6와 TNF-α의 분비를 감소시켰다. 또한, 분화된 대식세포에 E. coli (K-12 

strain) bioparticles를 이용하여 포식 기능을 측정한 결과 CORM-2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CO는 항원 인식과 포식 기능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단핵구의 

분화과정을 억제하였고, 분화된 대식세포의 inflammatory cytokines의 분비 및 포식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활성화 

과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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