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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roteinase-activated receptor 2 (PAR2) is cleaved, and it is activated by trypsin
or mast cell tryptase. PAR2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flamm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tential of PAR2 agonists to modulate TNF- secretion from the human astro-
cytoma cell line CCF-STTG1. Methods : PAR2 expression in CCF-STTG1 was examined
using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immunocytochemistry. The poten-
tial of PAR2 agonists to modulate TNF- secretion from CCF-STTG1 was examined by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s. Results : CCF-STTG1 expresses PAR2. PAR2 agonists such
as trypsin, mast cell tryptase, and activating peptide SLIGKV-NH2 (corresponding to the PAR2
tethered ligand) directly signal CCF-STTG1 to induce the secretion of TNF- , but not in the
case of the soybean trypsin inhibitor (SBTI) or VKGILS-NH2 (control peptide). Furthermore, the
secretion of TNF-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CCF-STTG1 cells pre-treated with either 50

M PD98059 (mitogen-activated protein/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kinase (MEK)
inhibitor) or 1 M SB203580 (p38 MAPK inhibitor) 30 min before trypsin stimulation. Conclu-
sions : These results show that trypsin may induce TNF- secre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MEK and p38 MAPK via PAR2 in astrocytoma cell line CCF-STT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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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별아교세포주에서의단백분해효소활성수용체-2를

매개한 TNF- 의 분비

단백분해효소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것 외에도 신호전달 분자

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단백분해효소는 G 단백질에 부착

된 새로운 계열의 단백분해효소 활성 수용체(proteinase-activat-

ed receptor; PAR)를 절단함으로써 가능하다.1 PAR1, PAR2,

PAR3, PAR4의 4가지 타입의 단백분해효소 활성 수용체가 클

로닝되었으며, 이 수용체들은 염증과 조직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2-4 그 중 PAR2의 agonist는 트립신, 트립

타제 및 PAR2 특이적 활성펩타이드로 알려져 있다. 트립신이나

트립타제와 같은 세린 프로테아제는 PAR2의 세포외 N-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특이적 효소부위를 절단시켜 노출된 부위가 세포

막에 있는 PAR2 수용체에 결합하여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5 반

면에 세린프로테아제로 절단시켜 노출된 부위와 같은 배열로 합

성한 활성펩타이드인 SLIGKV-NH2는 효소부위를 절단시키지

않고, 세포막에 있는 PAR2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5 이 활성펩타이드는 수용체의 기능 연구에서 유용

한 약리학적 물질이다.6 PAR2 agonist는 염증을 유도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7 예를 들면, 트립신과 SLIGKV-NH2는 쥐에

서 일산화질소(nitric-oxide; NO)를 증가시켜 장염증을 유도하

고,8 혈장단백질을 혈관외로 누출시키고,9 호중구의 침윤을 일으

키고,10 각질세포로부터 IL-8의 분비를 자극한다.11 또한 트립타제

는 혈장이 혈관외로 누출되는 것과 호중구의 침윤을 유도하고,12

혈관내피세포로부터 IL-8의 분비를 자극한다.13

트립신과 유사한 많은 종류의 세린단백분해효소들은 다양한

포유동물 뇌에서 클론되었다.14-16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뇌척수액

에 비만세포 트립타제가 증가되어 있고17 중추신경계의 세포에

서 PAR2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18,19 Rat의 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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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포, C6 별아교세포종세포와 A172 사람교모세포종세포는

PAR2를 발현하고 있으며,20,21 트립신이나 PAR2 활성펩타이드

로 이 세포들을 처리하 을 때 처리된 농도에 비례하여 칼슘유

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다.20,21 따라서 내인성 세린프로

테아제-PAR2계가 중추신경계에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별아교세포는 IL-1 로 자극시 TNF- 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

카인을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2 알쯔하이머병과 다발성동맥

경화증환자의 혈장에 TNF- 의 농도가 현저히 증가되어 있으

며23 중추신경계에서 TNF- 는 희돌기세포의 세포자연사를 유

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PAR2를 발현하는 몇몇 신경세포

를 PAR2 agonist로 처리했을 때 세포내 칼슘을 유리하는 것은

이미 보고되었지만,20,21 사람별아교세포주인 CCF-STTG1에서

PAR2의 발현이나 PAR2 agonist의 향에 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별아교세포주인 CCF-STTG1이

PAR2를 발현하는지, PAR2 agonists가 CCF-STTG1을 활성화

시켜 TNF- , IL-6, IL-1 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

하는지, PAR2를 통한 TNF- 분비가 mitogen-activated pro-

tein kinase (MAPK) 경로를 경유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

보았다.

재료와 방법

세포배양

PAR2 agonist로 자극된 CCF-STTG1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CRL1718, Rockville, MD)에서

TNF- 의 시간에 따른 분비량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를 30시간

동안 PAR2 agonist로 처리하여 배양하 다. CCF-STTG1를 5

％ CO2, 95% 습도, 37℃ 배양기에서 100 U/mL 페니실린, 100

g/mL 스트렙토마이신과 10% FBS를 포함한 RPMI 1640 배

지(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에서 배양하 다.

트립신 (50 nM,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트립타제 (100 nM,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및 SLIGKV-NH2 (100 M, PEPTRON, Daejeon,

Korea)는 PAR2 agonist로사용하 고, VKGILS-NH2 (100 M,

PEPTRON, Daejeon, Korea)는 조펩타이드로 사용하 다.

SLIGKV-NH2 (100 M, PAR2 tethered ligand)와 VKGILS-

NH2 (100 M, control peptide)는 solid-phase 방법으로 합성

하 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제하 다.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CCF-STTG1 세포에서 PAR2 mRNA 발현을 보기 위해 역

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 다. QuickPrepTM Micro

mRNA purification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를 사용하여 거둬들인 세포로부터mRNA

를 추출하 고, mRNA 100 ng은 first-strand cDNA synthesis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

를 이용하여 37℃에서 90분 동안 역전사효소에 의해 cDNA로 전

환시켰다. cDNA 증폭은 다음의 primer set로 30 사이클(94℃

에서 1분, 60℃에서 2분, 72℃에서 1분)로 수행하 다.25 PAR2

의 forward primer sequence와 reverse primer sequence는 각

각 5′-GGCCAATCTGGCCTTGGCTGAC-3′와 5′-GGGCA-

GGAATGAAGATGGTCTGC-3′다. GAPDH의 forward

primer sequence와 reverse primer sequence는 각각 5′-CAAA-

AGGGTCATCATCTCTG-3′과 5′-CCTGCTTCACCACC-

TTCTTG-3′다. 이 primer set에 의해 생성된 PCR 생성물을

2%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하 다. PAR2의 RT-PCR 생성

물의 sequencing은 (주)바이오니아에 의뢰하여 확인하 다.

면역세포화학염색

CCF-STTG1 세포(1×105/mL)를 튜브에 거둬들여 1×

PBST (0.05% Tween 20을 포함한 PBS)로 3번 수세하고, 마

이크로원심분리기(Hanil sciences industrial Co. Ltd)를 이용하

여 600 rpm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세포현탁액의 100 L

을 라스슬라이드 위에 부착시켰다. 샘플을 꺼내 건조시킨 뒤

4% paraformaldehyde에서 1시간 고정하고, 1×PBST로 3번

수세한 후 70% 알콜에 1시간 정도 처리하 다. 1×PBST로 수

세하고 1% BSA로 30분 처리한 뒤 goat anti-human PAR2

항체(Santa Cruz Biotech. Inc., CA, USA)를 붙 다(4℃,

overnight). 1×PBST로 3번 수세하고, anti-goat-IgG-HRP

(DAKO High Wycombe, Bucks, UK)을 1시간 동안 붙여 준

뒤 DAKO LSABR�2 system (DAB) (DAKO Corporation,

Carpinteria, CA, USA)을 이용하여 발색한 다음 헤마톡실린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으로 1분간 염색

하여 400배 시야의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 다.

세포내 유리칼슘 측정

RPMI 1640 배지에 CCF-STTG1 세포(1×106/mL)를 현탁

시키고 37℃에서 1시간 동안 4 M Fura-2 AM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으로 처리하 다. Fura-2 AM으로

처리한 세포를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로 3번 수세하고, 트립신 자극에

의해 세포내에 유리된 칼슘의 형광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포(1×

106/mL)를 37℃로 조절된 quartz cuvette에 넣고 계속 교반해

주었다. 형광 비율은 PTI 형광분석기를 이용한 선택적 파장-시간

스캐닝방법으로 측정하 다(여기파장 340 nm와 380 nm, 방사

파장 5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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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카인 분비 측정

PAR2 agonist로 CCF-STTG1세포를 자극한 후 배양액에 분

비된 TNF- , IL-6 및 IL-1 을 정량하기 위해 각각의 항체(R

&D System, Minneapolis, MN, USA)와 2,2′-azio-bis (3-

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기질을 사용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수행하 다. CCF-STTG1

세포(2×105/mL)는 24 well plates에서 배양하 고 세포가 24

well plates에 붙은 후 배양배지는 혈청이 없는 배지로 바꿔 주

었다. CCF-STTG1 세포에 트립신(50 nM), 트립타제(100 nM),

또는 SLIGKV-NH2 (100 M)를 처리한 후 6, 12, 18, 24 및

30시간에 배양액을 샘플링하여 세가지 사이토카인에 해ELISA

를 수행하 다. 또한 PAR2를 매개한 TNF- 분비에 한 아

로이드- 펩타이드나 MAPK 억제제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PAR2 agonist로 처리하기 20분전에 아 로이드- 펩타이드

(100 M,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와 p38 MAP

kinase의 억제제인 SB203580 (1 M,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와 mitogen-activated protein/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kinase (MEK)의 억제제인 PD98059

(50 M,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로 CCF-STTG1

세포를 전처리 하 다. 전처리한 다음 PAR2 agonist로 자극한

후 18시간에 분비된 TNF- 를 ELISA로 정량하 다. PAR2

agonist로 아 로이드- 펩타이드의 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트립신이 아 로이드- 펩타이드를 절단하기 때문에 SLIGKV-

NH2를 사용하 고, MAPK억제제의 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는 트립신을 사용하 다. SBTI (50 M,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와 VKGILS-NH2은 조군으로 사용하 다.

통계

모든 실험은 3번 이상 반복하 으며, 실험군과 조군의 유의

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tudent's t-test를 이용하 다.

결 과

CCF-STTG1 세포에서의 PAR2 발현

CCF-STTG1 세포는 PAR2의 mRNA (A)와 단백질(B)을

발현하 다.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 사람결장샘암종 세포

인 COLO205 (lane 2)는 PAR2 mRNA 발현세포로 사용하

으며, CCF-STTG1 (lane 3)도 PAR2 mRNA를 발현하 다.

Lane 1은 100 bp DNA marker이다(Fig. 1A). PAR2에 한

특이적 primer를 이용한 RT-PCR 생성물은 2% agarose gel에

서 320 bp 밴드를 나타내었고, DNA 동량을 확인하기 위해 사

용한 GAPDH는 446 bp에서 밴드를 나타내었다(Fig. 1A). 면

역세포화학염색에서 COLO205 세포는 PAR2 단백질의 발현세

포로 사용하 으며, CCF-STTG1도 PAR2 단백질을 발현하

다(Fig. 1B).

트립신과 SLIGKV-NH2에 의한 CCF-STTG1의 칼슘유리

트립신(50 nM, Fig. 2A)과 SLIGKV-NH2 (100 M, Fig.

2B)는 CCF-STTG1의 세포내에서 칼슘유리를 일시적으로 현저

하게 유도하 다. CCF-STTG1 세포내에서 트립신 자극에 의해

유리된 칼슘은 SLIGKV-NH2 자극에 의해 유리된 칼슘보다 많

았다. 이것은 트립신과 SLIGKV-NH2가 CCF-STTG1에서

PAR2를 통해 세포내 칼슘유리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2 agonist에 의한 TNF- , IL-6 및 IL-1 의 분비

CCF-STTG1에 트립신을 처리한 후 12시간째에 TNF- 의

분비가 현저하게 증가하 고, 18시간째에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이 지난 뒤부터는 TNF- 의 분비가 감소하 다(Fig. 3A). 반

면에 트립신은 CCF-STTG1에서 IL-6와 IL-1 의 분비를 유도

하지 않았다(Fig. 3B, C).

트립신, 트립타제 및 활성펩타이드 등의 PAR2 agonist로 처

리하 을 때 TNF- 의 분비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특히 트

립신 처리군은 조군의 약 6배 정도 증가하 다. 반면에 트립신

억제제인 SBTI (50 M)와 조펩타이드인 VKGILS-NH2

(100 M)를 처리하 을 때는 TNF- 의 분비가 배양액만으로

PAR2 320 bp

GAPDH 446 bp

A

B

Fig. 1. Expression of PAR2 in CCF-STTG1. (A) Detection of PAR2
mRNA using RT-PCR. Total mRNA was amplified by RT-PCR with
specific primers for human PAR2. Lane 1, a 100 bp DNA marker;
lane 2, COLO205 (PAR2 mRNA-positive cells); lane 3, CCF-STTG1.
PCR using housekeeping gene GAPDH was carried out in parallel
to confirm equivalency of cDNA preparation. CCF-STTG1 expressed
PAR2 mRNA. (B) Immunocytochemistry of PAR2 protein. Goat anti-
human PAR2 antibody and anti-goat IgG-HRP were used. Left,
COLO205 (PAR2 protein-positive cells); right, CCF-STTG1. CCF-
STTG1 expressed PAR2 protein. Original magnificatio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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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 을때보다많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Fig. 4).

SLIGKV-NH2 (100 M)나 아 로이드- 펩타이드(100

M)를 단독으로 처리하 을 때 TNF- 의 분비는 현저히 증

가되었다. SLIGKV-NH2 (100 M)와 아 로이드- 펩타이

드(100 M)를 동시에 처리하 을 때는 단독으로 처리하 을

때보다 TNF- 의 분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런 소견은

PAR2 agonist가 PAR2를 활성화하여 CCF-STTG1으로 부터

TNF- 의 분비를 유도하고, 아 로이드- 펩타이드도 비슷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Fig. 5).

600

500

400

300

200

100

0 6 12 18 24 30

Fig. 3. Time-course of TNF- secretion from CCF-STTG1. Cells
(2×105 cells/mL) were incubated with 50 nM trypsin for 30 h.
TNF- (A), IL-6(B) and IL-1 (C) in the supernatant was measured
by ELISA; no trypsin treatment (black bar, control), trypsin treatment
(hatched bar). Trypsin significantly induced secretion of TNF-
but not IL-6 and IL-1 from CCF-STTG1, which represented a peak
18 h after trypsin addition. *p<0.05 compared with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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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2-mediated Ca2+ mobilization in CCF-STTG1. Fura-2 AM dye was loaded into the cells (1×106 cells/mL) to measure the intra-
cellular Ca2+ concentration by the fluorescence ratio (F340 nm/F380 nm) using a PTI fluorometer. CCF-STTG1 cells were stimulated by
50 nM trypsin (A) and 100 M SLIGKV-NH2 (B). Trypsin and SLIGKV-NH2 induced Ca2+ mobilization by PA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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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신 자극에 의한 CCF-STTG1으로 부터 TNF- 분비에

한 신호전달경로

트립신으로 처리하 을 때 TNF- 의 분비가 조군에 비해 약

6배 정도 증가하 다(Table 1). MEK 억제제인 PD98059 또는

p38 MAP kinase 억제제인 SB203580로 전처리 후 트립신으로

자극하면 TNF- 분비가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며, SB203580로

처리할 때 보다 PD98059로 처리할 때가 더 많이 TNF- 분비

가 감소하 다(Table 1). 이런 소견은 트립신이 MEK와 p38

MAP kinase cascade를 경유하여 TNF- 의 분비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찰

최근 보고에 의하면 Rat의 별아교세포, C6 별아교세포종세포

와 A172 사람교모세포종세포는 PAR2를 발현하고, 이 세포에

서 PAR2 agonist에 의해 용량의존적으로 세포내 칼슘유리가

증가되었다.20,21 본 연구에서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과 면역

세포화학염색으로 별아교세포주인 CCF-STTG1에서 PAR2가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PAR2 agonist가 세포내 칼슘농

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형광분석기로 측정하여 확인하 다. 또한

CCF-STTG1에서 트립신, 트립타아제 또는 활성펩타이드를 처

리했을 때, TNF- 의 분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ELISA

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TNF- 의 분비량은 배양액만으로 처리

하 을 때보다 트립신 억제제(SBTI)나 조펩타이드(VKGILS-

NH2)로 전처리한 경우에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이와 같이 SBTI나 VKGILS-NH2로 처리하 을 때 약간의

TNF- 가 분비된 것은 SBTI 50 M가 TNF- 의 분비를 완전

히 억제하지 못하는 농도이고 VKGILS-NH2에 반응하는 수용

체가 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BTI

의 50 M은 트립신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농도

이고 VKGILS-NH2는 PAR2 연구에 적절한 조펩타이드(불

활성펩타이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CF-STTG1에 발현하고 있는 PAR2가 활성화되어

TNF- 가 분비 될 때 알츠하이머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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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myloid- peptide on SLIGKV-NH2-induced TNF-
secretion from CCF-STTG1. TNF- in the supernatant was measured
by ELISA. Amyloid- peptide significantly increased SLIGKV-NH2-
induced TNF- secretion from CCF-STTG1. Statistically **p<0.01
significance compared with control value and *p<0.05 significance
compared with SLIGKV-NH2 value.

Fig. 4. PAR2 agonist-induced TNF- secretion from CCF-STTG1.
CCF-STTG1 cells were incubated with PAR2 agonists for 18 h, and
TNF- in the supernatant was measured by ELISA. PAR2 agonists
significantly induced TNF- secretion but not SBTI and VKGILS-
NH2. The values shown are mean±SEM of data from three sep-
arate exp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value. 

CCF-STTG1 cells were incubated in the presence of 1 M SB203580
(p38 MAPK inhibitor) or 50 M PD98059 (MEK inhibitor) for 20 min fol-
lowed by 50 nM trypsin for a further 18 h, and TNF- in the supernatant
was measured by ELISA. Trypsin-induced TNF- secretion was inhibit-
ed by PD98059 or SB203580 pretreatment in CCF-STTG1 cells. The
values shown are mean±SEM of data from three separate exp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value and **p<0.05 compared with
trypsin-treated value.

TNF- (pg/mL)

Control 69.3±10.5
Trypsin (50 nM) 432.7±68.4*
PD98059 (50 M)+Trypsin 89.5±11.7**
SB203580 (1 M)+Trypsin 282.6±39.3**

Table 1. The effect of MAPK inhibitors on trypsin-induced TNF-
se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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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펩타이드도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내독소에 의해 자극된 별아교세포26와 ICAM-1에 의해

자극된 별아교세포에서27 ERK와 p38 MAPK가 TNF- 의 분

비를 조절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IL-1 에 의해 활성화된

사람별아교세포에서 p38 MAPK가 TNF- 생성을 조절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22 비록 세포외 자극은 다르지만 별아교세포에

서 MAPK들의 활성화에 의한 TNF- 생성조절에 한 이러한

보고들은 트립신에 의해 자극된 별아교세포주인 CCF-STTG1

에서 관찰된 소견과 유사하 다. 한편 세포는 다르지만 같은 자

극원을 사용하 을 때도 MAPK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면, 평활근세포를 PAR2 agonist로 자극하 을때

JNK는 활성화되지 않고, ERK는 강하게, p38 MAPK는 약하게

활성화되었다.28 NCTC 2544 각질세포에서는 트립신과 SLIGKV-

NH2가 시간 의존적으로 JNK와 p38 MAPK의 활성도를 증가

시켰다.29 본 연구에서 트립신에 의해 자극된 CCF-STTG1에서

MAPK의 활성화로 TNF- 가 분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

다. MEK의 억제제인 PD98059나 p38 MAPK의 억제제인

SB203580을 전처리하 을 때 트립신에 의해 유도되는 TNF-

의 분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트립신에 의해 자

극된 CCF-STTG1 세포에서 TNF- 의 분비에 MEK와 p38

MAPK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PAR2 agonist가 별아교세포주인 CCF-STTG1

에서 세포내 칼슘유리를 유도하고 MEK와 p38 MAPK 경로를

경유하여 TNF- 의 생성과 분비를 유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별아교세포에 발현하고 있는 PAR2와 신경계에 존재할 수 있는

PAR2 agonist인 트립타아제 또는 트립신은 신경계 염증반응에

서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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