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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Glial cell-derived nitric oxide (NO), and its regulat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entral nervous system pathophysiolog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ee the pro-
duction of NO in lipopolysaccharide (LPS)/interferon-gamma (IFN- )-treated C6 glioma cells
and the effect of dexamethasone on NO production and apoptosis of LPS/IFN- -treated C6
glioma cells. Methods : The apoptosis of LPS/IFN- treated C6 glioma cell was examined
with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labeling (TUNEL)
method and the production of NO in culture medium was measured. The expression of iNOS
mRNA was examined by semi-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he effect of the N-monomethyl L-arginine (NMMA) and dexamethasone on the
apoptosis and NO production was also examined. Results :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mRNA and NO production were markedly increased in LPS/IFN- -treated C6 glioma
cells. The expression of iNOS mRNA arose at 3 hours, peaked at 12 hours, and declined 24
hours after LPS/IFN- -treatment. Accumulation of NO derivatives in the culture media was
increased at least upto 48 hours after LPS/IFN- . The induction of iNOS expression and NO
production in LPS/IFN- -treated C6 cells was correlated with apoptotic cell death judged by
TUNEL staining. After treatment of NMMA, one of the NOS inhibitors, NO production and apop-
tosis were markedly decreased. Dexamehasone treatment suppressed the NO production by
concentration depenedent manner. Conclusions :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LPS/IFN- induced apoptosis of C6 cells is mediated by iNOS-derived NO and NO pro-
duction and apoptosis was suppressed by dexametha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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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polysaccharide/Interferon-gamma에 의한 C6 Glioma 세포주의

Nitric Oxide 생성 양상과 Dexamethasone의 억제효과

1980년 Furchgott와 Zawadzki에 의하여 endothelial-derived

relaxing factor (EDRF)로 처음 생체 내에서 그 존재가 알려진

일산화질소(nitric oxide 이하 NO)는 유리기 상태의 기체로 심

장과 혈관, 폐, 신장, 뇌, 췌장, 위장관 그리고 면역계 등에서 생

성되며 이들 장기의 각종 병태생리적 상황에 관여한다.1,2 NO는

L-arginine이 L-citrulline으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nitric oxide synthase (이하 NOS)라는 효소가 관여

한다.3 현재까지 3종류의 NOS가 밝혀졌는데 제 1형 NOS (neu-

ronal nitric oxide synthase, nNOS)는 신경세포에서 처음 발견

되었고, 제 2형 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는

큰포식세포에서, 그리고 제 3형인 endothelial nitric oxide syn-

thase (eNOS)는 내피세포에서 발견되었다.4 이들 3종류의 NOS

중 nNOS와 eNOS는 세포 내에 항상 존재하는 소위 constitutive

nitric oxide synthase (cNOS)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효소의 활

성에는 Ca2+이 관여하는 반면 iNOS는 Ca2+에 관계없이 작용하

며 어떠한 자극 예를 들면, 염증이나 조직의 손상 등이 있을 때

활성화된 큰포식세포에서 유도된다.4 이들 3종류의 NOS는 모두

뇌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nNOS의 경우 신경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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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eNOS는 신경조

직내의 혈관에서 발현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혈류를 조절한다.

한편 iNOS는 정상 성인의 뇌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으며 iNOS가 발현되면 단 시간 내에

량의 NO를 만들어낸다.5 이러한 량의 NO는 산소가 있는 환

경에서 자가 산화하여 각종의 질소화합물을 형성하는데,6 이들은

결국 유리기의 형태로 조직에 작용하여 강력한 세포독성 작용을

나타낸다.7-10

세포괴사에 응하는 세포사의 한 형태로 programmed cell

death로도 알려져 있는 세포자멸사는 개체의 발생과 분화 및 기

관형성기에 관찰되는 표적인 세포사이며 각종 병리적 상황에

서 관찰된다. 중추신경계에서는 허혈과 재관류손상, 염증성 병

터, Alzheimer병 등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관찰된다. 이

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병리적 상황에서 시토카인이나 산소유리

기, 다양한 염증매개물 및 NO 등이 세포자멸사를 유도할 수 있

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신경세포의 자멸사는 주변 아교

세포의 활성화와 접한 관계가 있다.11 특히 활성화된 아교세포

로부터 분비되는 량의 NO는 직접적인 세포독성을 나타내며

세포자멸사를 초래한다. 실험적으로 쥐의 C6 glioma 세포주에

LPS, TNF- , IFN- 등을 처리하면 iNOS가 발현되며 NO가

생성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때 C6 세포의 세포사가 초래되었

으며 이들은 NO가 세포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12-14

Dexamethasone은 강력한 항염증제제로 각종 신경계 질환에

서 폭넓게 사용되는데, 항염증작용 기전의 하나로 NOS 억제작

용이 있다.15,16 실험적으로 쥐의 복강내에 LPS와 dexametha-

sone을 병합투여하면 LPS 단독 투여에 비하여 iNOS mRNA

발현이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17 별아교세포 배양 실험에

서 dexamethasone은 iNOS에 의한 NO의 생성을 억제하 다.18

또한 최근에는 dexamethasone이 neuclear factor (NF)- B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iNOS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19

그러나 이러한 dexamethasone의 iNOS 억제 효과를 통한 보호

효과와는 달리 신경세포의 허혈-저산소 손상이나 간질, 사억

제제 사용이나 저혈당 상태 등에서는 glucocorticoid가 신경손상

을 증폭시킨다는 보고도 있다.20,21 Shin 등은 쥐의 별아교세포

일차 세포배양 실험에서 저당상태에서 LPS와 IFN- 를 투여하

고 여기에 dexamethasone을 병합투여한 결과 NO 생성이 증가

하 고 이에 따른 세포손상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 다.22 이와

같이 dexamethasone의 iNOS 발현에 한 기전은 현재까지 명

확하게 규명되어있지 않으므로 임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약제의 작용기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C6 glioma 세포에 LPS와 IFN- 를 처리한

후의 iNOS에 의한 NO의 생성과 세포자멸사와의 관계를 관찰

하여 dexamethasone의 투여가 iNOS 발현 및 NO 생성과 세포

자멸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재료와 방법

재료

C6 세포주는 한국 세포주은행(Seoul, Rep. Korea)에서 구입

하 고, DMEM, FBS, Griess reagent, LPS (E. coli, 0127: B

8)는 Sigma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INF-

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로부터 구입하

고, TRIzol과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는 Gibco BRL

(Maryland, U.S.A.)로부터 구입하 다. NMMA는 Calbiochem

(La Jolla, CA, U.S.A.)사로부터 구입하 고, iNOS와 -actin

primer는 Bioneer (Taejeon, Rep. Korea)에서 합성하 다.

세포주 배양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구입한 C6 세포주를 10% heat-inac-

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를 포함한 DMEM 배지로

5% CO2 상태에서 배양하 다. 세포가 바닥 면적의 90% 가량

차도록 자라면 계 배양을 하 다.

세포자멸사 유도

키우던 배지의 배양액을 모두 제거한 후 신선한 DMEM으로

한번 씻은 후 DMEM 배지로 갈아주고,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LPS (10 g/mL)와 IFN- (10 ng/mL)을 첨가 해

주었다.

세포자멸사 검사(Terminal deoxynucleotidyl trasnferase-

mediated dUTP-biotin nick end-labeling, TUNEL)

커버 라스 위에 배양한 세포를 4% paraformaldehyde에서

30분간 고정한 후 인산염완충액(PBS)으로 3회 씻어준 후 Roche

사의 in situ cell death detection kit (Indianapolis, IN, U.S.A.)

를 사용하여 정해진 염색 방법에 따라 시행하 다. 요약하면 세

포의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 0.1% TritonX-100이 함유된 0.1%

sodium citrate (pH 6.0) 용액을 2분간 처리한 후 PBS로 수세

하 다. 이어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와 fluores-

cein이 결합된 nucleotide의 혼합액으로 90분간 37℃ 항온조에

서 반응시켰다. PBS로 충분히 수세하여 반응을 종료 시킨 후

수용성 봉입액으로 봉입하고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NO 측정

NO 사과정에서 발생하는 nitrite (NO2
-)를 측정함으로써

NO의 양을 간접적으로 결정하 다. LPS와 IFN- 를 처리한 세

포 배양액 100 L와 동량의 Griess reagent를 잘 섞은 다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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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 96 well plate에서 15분간 반응 시켰다. 그 후 540 nm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재고 sodium nitrite를 표준용액으로 사

용하여 nitrite의 농도를 결정하 다.

RNA 분리

단층으로 자란 세포를 PBS로 한 번 씻은 후 지름 35 mm의

plate에 TRIzol 용액 1 mL 첨가하여 세포를 용해한 후 cell

lysate를 즉시 튜브로 옮겨 0.2 mL chloroform을 넣고 잘 섞어

준 후 3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4℃에서 15,000×g로

7분간 원심분리하여 생긴 상층액을 새 튜브로 옮긴 후 동량의

isopropyl alcochol을 첨가하여 섞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키

고 15,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하여 생긴

침전물을 75%의 알코올을 첨가하여 vortex한 후 7,5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용액을 덜어낸 후 침전물을 공기중에서 말

리고 각각의 튜브마다 30 L RNase free water를 첨가하여

녹 다. 원액을 1/100로 희석하여 260 nm 파장에서 정량을 하

다. RNA를 분리하는데 사용된 용기와 용액은 모두 0.1% 4-

diethyl pyrocarbonate를 처리하 다.

cDNA 합성

각각의 튜브에 전체 RNA의 양이 5 g, Oligo dT primer를

0.5 g되게 넣고 전체 부피가 11 L되게 첨가하여 70℃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얼음에서 2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에

10X PCR buffer 2 L, 25 mM MgCl2 2 L, 10 mM

dNTP mix 1 L, 0.1 M DTT 2 L, RNase inhibitor 1 L

(40U)를 첨가하여 42℃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여기에 reverse

transcriptase 1 L (200U)를 첨가하여 42℃에서 50분간 반응

시켰다. 그 후 75℃에서 15분간 반응시켜 반응을 종료시킨 후

얼음에서 5분간 반응시켜 cDNA를 만들었다.

iNOS RT-PCR과 전기 동

PCR에 사용된 각각의 primer 서열은 다음과 같다. 

-actin sense primer: 5′-TTG TAA CCA CCT GGG

ACG ATA TGG-3′

-actin antisense primer: 5′-GAT CTT GAT CTT CAT

GGT GCT AG-3′

iNOS sense primer: 5′-GAT CAA TAA CCT GAA GCC

CG-3′

iNOS antisense primer: 5′-GCC CTT TTT TGC TCC

ATA GG-3′

각각의 PCR 산물의 크기는 -actin은 764 bp, iNOS는 576

bp이다. 반응액의 조성은 PCR Buffer 5 L, 25 mM MgCl2

3 L, 10 mM dNTP mix 1 L, -actin sense primer (10

M) 1 L, -actin antisense primer (10 M) 1 L,

iNOS sense primer (10 M) 1 L, iNOS antisense primer

(10 M) 1 L Taq DNA polymerase (5U/ L) 0.5 L,

cDNA 2 L을 넣고 멸균된 증류수로 최종 부피가 50 L가 되

도록 하 다.

위의 반응액을 PE biosystems사의 9600모델에서 95℃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94℃에서 30초, 55℃에서 30초간, 72℃에서

1분씩 26 cycle을 수행한 후 72℃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PCR

이 끝난 후 반응액을 2%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하여 자외선

하에서 사진을 찍었다. 

반정량 분석 (Semiquantitative analysis)

ID Main (Bioneer, Taejeon, Rep. Kore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각각의 강도를 결정하여 반정량 분석하 다. 각각의 band

의 도를 측정한 후 -actin에 한 iNOS의 상 적인 값을 막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저해제 처리

NOS의 저해제인 NMMA (N-monomethyl L-arginine)를 최

종농도가 1 mM 되게 LPS/IFN- 와 함께 배지에 첨가하 다.

Dexamethasone 처리

Dexamethasone을 증류수로 1, 10, 100, 200 M 농도로 희

석하여 LPS, IFN- 와 함께 배지에 첨가한 후 24시간동안 세

포를 배양한 후 NO의 생성량과 TUNEL검사를 하 다.

결 과

세포자멸사 소견

C6 glioma 배양 배지에 LPS와 IFN- 를 처리한 후 24시간

후의 세포자멸사 양상을 TUNEL 방법으로 관찰하 다. TUN-

EL 검사 결과 LPS와 IFN- 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는 양

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자멸사가 일어난 세포가 없었으나(Fig.

1A), LPS/IFN- 처리군에서는 조군에 비해서 많은 수의

양성 세포수가 나타났다(Fig. 1B). 이러한 세포자멸사가 NO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NO 생성효소인 nitric oxide

synthase (NOS)의 저해제인 NMMA를 LPS와 IFN- 과 함

께 처리하 을 때 24시간 후 양성 세포가 관찰되었으나 LPS/

IFN- 만 처리한 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 다(Fig.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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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의 생성 양상

C6 glioma에 LPS와 IFN- 를 처리했을때 나타나는 세포자

멸사가 NO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NO의 생성량을 관찰하 다(Fig. 2). LPS와 IFN- 처리 후 6

시간 부터 NO가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24시간 와 48시간 에

는 6시간 보다 5배에서 6배 많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NOS의

억제제인 NMMA를 처리하 을 때 24시간 와 48시간 에서

약 40배 정도 NO 생성이 감소하 다.

iNOS의 발현양상

C6 glioma 세포배양에 LPS와 IFN- 를 처리했을 때 량의

NO가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NO의 생성 변화가 iNOS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LPS와 IFN- 처리 후의 시간에 따

른 iNOS의 mRNA 발현 변화를 관찰하 다(Fig. 3). LPS와

IFN- 처리후 3시간 부터 iNOS mRNA가 발현이 되기 시작

했으며 12시간 에 가장 많이 발현된 후 점차 감소되어 48시간

에는 발현이 되지 않았다.

Dexamethasone 처리 후의 NO의 생성 양상과 TUNEL 검사

1 M에서 200 M 농도의 dexamethasone을 LPS, IFN-

와 함께 처리하 을 때 NO의 생성량은 dexamethasone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Fig. 4). 그리고 TUNEL 검사를 한

결과 200 M의 dexamethasone을 처리하 을 때 세포자멸사

를 보이는 세포수가 현저히 감소하 다.

고 찰

중추신경계에서 iNOS를 유도하는 실험으로 실험동물의 뇌

조직내에 직접 LPS나 시토카인을 주입하는 방법과 체외 세포

배양을 통하여 LPS나 시토카인을 투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

되었으며, 그 결과 iNOS는 주로 아교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활성화된 아교세포에서 분비된 NO가 신

C D

A B

Fig. 1. DNA breaks are detected by using the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labeling (TUNEL)
method. (A) Non-treated C6 cells, (B) C6 cells stimulated with Lipopolysaccharides/Interferon- for 24 hours without N-monomethyl L-argi-
nine (NMMA). (C) C6 cells stimulated with LPS/IFN- for 24 horus with NMMA. (D) C6 cells stimulated with LPS/IFN- for 24 hours with
dexamethasone.



 410 신종헌∙강구성∙김지연 외 4인

경세포와 아교세포의 세포자멸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별아교세포인 C6 glioma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서 lipopolysaccharide (LPS)/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 )/interferon-gamma (IFN- )를 처리하 을 때 C6

세포가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iNOS에 의해

생성된 NO가 자가세포자멸사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LPS와 IFN- 에 의해 활성화된 C6 세포가 NO를

생성할 때 합성 glucocorticoid인 dexamethasone을 처리하여

NO의 생성 억제효과와 세포자멸사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 알

아보았다.

C6 세포에 LPS/IFN- 를 처리한 후 24시간 에 세포자멸사

가 일어남을 TUNEL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포자멸사

가 NO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LPS/IFN-

를 처리한 후 시간 별로 NO의 생성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NO의 생성이 증가하 다. 그리고 NOS 저해제

인 NMMA를 처리했을 때 세포자멸사와 NO의 생성량이 감소

하 다. 특히 24시간 와 48시간 에 NO가 많이 생성되었는데

이것은 TUNEL 결과와 비교했을 때 24시간 에 생성된 NO에

의해서 세포자멸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Suk 등24의 결과와 일치한다. LPS/IFN- 를 처리한 후 C6 세

포에서 iNOS의 mRNA 발현양상을 시간 별로 관찰한 결과 3

시간 부터 iNOS가 발현되기 시작했으며 12시간 에 가장 많

이 발현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NO의 생성양상과 비교해 볼 때

12시간 에 만들어진 iNOS의 mRNA에 의해 만들어진 iNOS

단백이 NO를 생성하는데 약 12시간이 소요되며 그 결과 NO는

24시간 에 가장 많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C6 세

포에 LPS/IFN- 를 처리했을 때 iNOS에 의해 생성된 NO가

세포자멸사를 유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NO의 생성을 저해하는데 dexamethasone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1에서 200 M의 농도로 dexametha-

sone을 처리하 을 때 dexamethaso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NO의 생성량이 감소하 다. 200 M의 농도에서 dexam-

ethasone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NO의 생성이 4배정도 감소

하 는데 이 결과는 Shin 등21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dex-

amethasone를 처리하 을 때 세포자멸사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dexamethasone에 의해 NO의 생성

량이 감소하고, NO의 감소가 세포자멸사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 An effect of dexamethasone on NO2
- accumulation in C6

cells treated with Lipopolysaccharides/Interfer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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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i-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alysi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mRNA levels in response to Lipopolysaccharides/Interferon- in
C6 cells. Agarose gel electrophoresis (upper panel) and densito-
metric analysis (lower panel). -actin was taken as an internal stan-
dard in the RT-PC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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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umulation of NO2
- in the culture media in C6 cells treat-

ed with Lipopolysaccharides/Interferon- with or without N-mono-
methyl L-arginine (N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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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C6 glioma 세포배양 실험에서 저당상

태를 유지하고 LPS와 IFN- 를 투여한 경우 dexamethasone

을 첨가하면 NO 생성이 많아지고 더하여 세포손상이 증가한다

는 Shin 등22의 성적과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실험은

Shin 등의 실험과 달리 저당상태를 저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포배양을 하 다. 그러므로 본 실험과 Shin 등의 실험결과로 보

아 dexamethasone의 NO생성 및 세포손상 관련 작용은 세포

사와 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혈관평활근세

포에서는 dexamethasone이 NF- B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서

iNOS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한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

며20 이는 별아교세포에서도 dexamethasone이 NF- B의 활성

에 관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하며 dexamethasone의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기

전에 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 iNOS에 의해 생성된 NO가 세포자멸사를 유

도하며, dexamethasone의 처리로 iNOS의 발현을 저해하고 NO

의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세포자멸사를 억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별아교세포의 활성은 량의 NO 생성과 직결되며 이는

중추신경계 세포의 자멸사에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Dawson TM, Snyder SH. Gases as biological messengers: nitric oxide

and carbon monoxide in the brain. J Neurosci 1994; 14: 5147-59.

2. Murad F. Nitric oxide signalling: would you believe that a simple free

radical could be a second messenger, autacoid, paracrine substance,

neurotransmitter, and hormone? Recent Prog Horm Res 1998; 53:

43-59.

3. Knowles RG, Moncada S. Nitric oxide synthase in mammals. Biochem

J 1994; 298: 249-58.

4. Dawson TM, Zhang J, Dawson VL, Snyder SH. Nitric oxide: cellu-

lar regulation and neuronal injury. Prog Brain Res 1994; 103: 365-9.

5. Kuo PC, Abe KY. Cytokine-mediated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isolated rat hepatocytes is dependent on cytochrome P-450III activ-

ity. FEBS Lett 1995; 360: 10-4.

6. Zhao ML, Liu JSH, He D, Dickson DW, Lee SC.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expression is selectively induced in astrocytes isolated from

adult human brain. Brain Res 1998; 813: 402-5.

7. Conner EM, Grisham MB. Inflammation, free radicals, and antioxi-

dants. Nutrition 1996; 12: 274-7.

8. Yun HY, Dawson VL, Dawson TM, et al. Nitric oxide in health and

disease of the nervous system. Mol Psychiatry 1997; 2: 300-10.

9. Gentikoni SN, Mazzone M, Portale G, Carbone L. Nitric Oxide; A

general review about the different roles of this innocent radical.

Minerva Med 2001; 92: 167-71.

10. Shinoda J, Whittle IR. Nitric oxide and glioma: a target for novel ther-

apy? Br J Neurosurg 2001; 15: 213-20.

11. Skaper SD, Facci L, Leon A. Inflammatory mediater stimulation of

astrocytes and meningeal fibroblasts induces neuronal degenera-

tion via the nitridergic pathway. J Neurochem 1995; 64: 266-76.

12. Wen YZ, Masaki T, Yasuo K, et al. Expression of citrulline-nitric oxide

cycle in lipopolysaccharide and cytokine-stimulated rat astroglioma

C6 cells. Brain Res 1999; 849: 78-84.

13. Syapin PJ, Militante JD, Garrett DK, Ren L. Cytokine-induced iNOS

expression in C6 glial cells: Transcriptional inhibition by ethanol. J

Phamacol Exp Ther 2001; 298: 744-52.

14. Kim HC, Kim YS, Kim SY, Suk KH. The plant flavonoid wogonin

suppresses death of activated C6 rat glial cells by inhibiting nitric

oxide production. Neurosci Lett 2001; 309: 67-71.

15. Di Rosa M, Radomski M, Carnuccio, Moncads S. Glucocorticoids

inhibit the induction of nitirc oxide synthase in macrophages. Biochem

Biophys Res Commun 1990; 15: 1246-52.

16. Randomski MW, Palmer RMH, Moncadda S. Glucocorticoids inhib-

it the expression of an inducible, but not the constitutive, nitric oxide

synthase in vascular endothelia cells. Proc Natl Acad Sci USA 1990;

87: 10043-7. 

17. Suzuki E, Shintani F, Nakaki T, et al. Dexamethasone and nitric oxide

synthase gene expression in brain. J Psychiatry Neurosci 1997; 22:

105-10.

18. Lavista Llanos S, Roldan A. Effect of dexamethasone on nitric ocide

(NO) production by cultured astrocytes. Biocell 1999; 23: 29-35.

19. Mihoko M, Hirobumi K, Manabu S, Nobuyuki B, Yoshiyuki H. Dex-

amethasone suppresses iNOS gene expression by inhibiting NF- B

in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Life Sci 2001; 69: 1067-77.

20. Tombaugh GC, Sapolsky RM. Mechanistic distinctions between

excitotoxic and acidotic hippocampal damage in an in vitro model

of ischemia. J Cereb Blood Flow Metab 1990; 10: 527-35.

21. Morse JK, Davis JN. Regulation of ischemic hippocampal damage

in the gerbil: adrenalectomy alters the rate of CA1 cell disappearance.

Exp Neurol 1990; 110: 86-92.

22. Shin CY, Choi JW, Jang ES, et al. Glucocorticoids exacerbate perox-

ynitrite mediated potentiaion of glucose deprivation-induced death

of rat primary astrocytes. Brain Res 2001; 27: 163-71.

23. Lee PG, Lee JS, Kim SS, et al. NO as an autocrine mediator in the apop-

tosis of activated microglial cells: correlation between activation and

apoptosis of microglial cells. Brain Res 2001; 892: 380-5.

24. Suk KH, Lee JS, Hur JY, et al. Activation-induced cell death of rat

astrocytes. Brain Res 2001; 900: 3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