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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Brain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might be detectable in several
pathologic conditions, and it is though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pathophysiology.
Tumor necrosis factor (TNF)- and interleukin (IL)-1 are believed to be essential factors of
iNOS induction of the brain. Methods : After intrahippocampal stereotaxic injection of lipopoly-
saccharide (LPS), the rat brains were removed at 6, 12 and 24 h. The rat brain tissues were
examined to clarify the expression patterns of TNF- , IL-1 and iNOS. Results : The inflam-
matory cells which were stained with anti-TNF- antibody, appeared in 6 h and increased
for 24 h after LPS injection. The iNOS positive cells appeared after 12 h of LPS injection. A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evealed that the TNF- and IL-1 mRNA arose at 1 h, peaked at 6 h and then declined
until 48 h after LPS injection. The iNOS mRNA arose after 6 h, peaked at 12 h, and declined
until 48 h after LPS injection. Conclusions : We conclude that the induction of inflammatory
events by intrahippocampal injection of LPS activates TNF- and IL-1 secretion, and this
is followed by an induction of iNOS expression. TNF- and IL-1 seem to be related with
iNOS expression in brain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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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해마의 Lipopolysaccharide 국소주입에 의한 Tumor Necrosis Factor- ,

Interleukin-1 및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의 발현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의 병적인 상황, 예를 들면 뇌허혈상태,

뇌염이나 뇌막염, 다발성 경화증, Alzheimer병, 파킨슨병, 실험

적 알레르기성 뇌척수염(experimental allergic encephalo-

myelitis) 등에서 iNOS가 발현된다.1-6 또한 전신적인 염증, 예

를 들면 lipopolysaccharide (LPS) 혈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이 있을 때에도 중추신경계에서 iNOS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

다.7 상기한 각종의 병적인 상황에서 중추신경계는 염증반응과

아교세포의 활성화나 아교세포증식을 동반하는데, 이들 세포의

활성과 중추신경계 손상의 관계에 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시

되고 있다. 

최근 Alzheimer병 환자의 조직에서 별아교세포 증식증과 미세

아교세포 활성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세포에서 분비되는 시토카인

이 이 질환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lzheimer

병 환자의 혈액에서 Interleukin (IL)-1, IL-6 등의 시토카인이

증가되었다.8 그리고 실험적으로 유발된 뇌허혈성 병변에서 IL-

1이나 tumor necrosis factor (TNF)- 등과 같은 시토카인과
9,10 iNOS의 발현이 증가된다.11,12

이상의 연구 결과로 염증반응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병변에

서 시토카인이 분비되고 iNOS가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호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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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토카인과 NO 생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면역이나 염증

반응에 작용하는 세포에서 TNF- , Interferon (IFN)- , IL-

6, IL-2 및 IL-1 등 여러 종류의 시토카인이 분비되는데, 이

들 중 일부 혹은 전부가 iNOS 발현을 유도하여 량의 NO를

생성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별아교세포, 미세아교세포 혹

은 식세포의 배양실험에서 배양액에 LPS나 TNF- , IL-1 ,

IFN- 등을 단독 혹은 병합 투여하여 iNOS의 발현을 유도하

다는 보고가 있다.13,14 또한 생체내에 이들 사이토카인을 주입

할 경우 iNOS 발현을 유도하 다는 보고도 있다.15

본 연구는 시토카인 분비와 iNOS에 의한 NO 생성이 염증반

응을 동반하는 중추신경계 병변에서 중요한 병리기전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쥐를 실험동물로

사용하여 뇌 해마에 LPS를 정위주사한 다음 시간 간격에 따

라 조직을 채취하여 염증성 시토카인 중 가장 표적인 TNF-

와 IL-1 mRNA 발현 유무와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를 iNOS 발현과 비교하여 시토카인의 분비가 iNOS 발현을 유

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실험동물은 체중 200-250 gm의 Sprague-Dawley 종 수컷

흰쥐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골라 실험에 이용하 으며, 빛과 온도 및 사료 공급은 표준화된

조건 로 사육하 다. 

Lipopolysaccharide는 Escherichia coli 026:B6 lipopolysac-

charide (Sigma, St. Rouis, MO, U.S.A.)를 사용하 다. TRI-

zol과 SuperScriptTM Preamplification System은 GIBCO BRL

(Rockville, MO, U.S.A.)로부터 구입하 고, QiashredderTM은

Qiagen (Valentia, CA, U.S.A.)에서 AmpliTaq Gold는 PE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로부터 구입하 다. 

실험방법

해마 국소의 정위주사법

실험동물은 10% chloral hydrate 400 mg/kg를 복강 내 주

사하여 마취시킨 후 두정부를 1 cm 정도로 절개하여 두개골을

노출시키고 뇌정위고정장치(stereotaxic instrument, Stoelting,

Wood Dale, Illinois, U.S.A.)에 고정시켰다. Paxinos 등16의 뇌

지도에 따라 우측 해마 부위(bregma기준: 꼬리쪽 4.0 mm, 오

른쪽 바깥쪽 2.0 mm, 배쪽 3.0 mm)의 두개골에 2.0 mm 크기

의 창을 만들었다. LPS 10 g을 10 L의 생리식염수에 완전

히 녹여 10 L Hamilton 주사기를 사용하여 1분에 1 L씩

10분간 서서히 우측 해마에 주입하 다. 조군은 동량의 생리

식염수를 같은 위치에 주사하 다. 실험동물은 해마 정위 주사

후 1, 6, 12, 24 및 48시간 후 도살하여 뇌조직을 채취하 다.

TNF- 와 IL-1 단독 투여 후에도 iNOS의 발현이 유도되는지

보기 위해 LPS 주입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1, 6, 12 및 24

시간 후 뇌조직을 채취하 다. 각각의 실험군과 조군은 세 마

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사용하 다. 

광학현미경검사

각각의 실험군과 조군은 두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사용하

다. 실험동물은 마취 후 복부를 정중선을 따라 절개한 뒤 심장

을 노출시켜 심장 내로 200 mL의 0.9% 생리식염수를 관류시킨

후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관류고정하여 충분하게 고

정시킨 뇌를 적출하 다. 해마 국소의 정위주사부위를 중심으로

전후 3 mm 두께로 절제한 뇌조직을 파라핀에 포매하여 hema-

toxylin-eosin 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면역조직화학검사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조직에 하여 면역

조직화학 검사를 하 다. TNF- , IL-1 , iNOS를 발현하는 세

포를 보기 위해 각각의 세포 표지자와 이중 염색을 시행하 다.

TNF- (Serotec, Raleigh, NC, U.S.A., polyclonal, 1:50),

IL-1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polyclonal, 1:200), iNOS-FITC (BD Transduction Labora-

tories, San Diego, CA U.S.A., monoclonal, 1:300)를 일차 항

체로 사용하 다. 미세아교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 신경세포,

별아교세포 표지자로 각각 ED-1 (Serotec, Ralegh, NC U.S.A.,

monoclonal, 1:150), 항 희소돌기아교세포 항체(oligodendro-

cyte mAb, Chemicon, Temecula, CA, U.S.A., monoclonal,

1:10,000), neurofilament (Chemicon, Temecula, CA U.S.A.,

monoclonal, 1:400), GFAP (AlexFluor 594 conjugated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Molecular Probe, Leiden, Nether-

land, monoclonal, 1:100)를 일차 항체로 사용하 다. 조직 파

라핀 절편에서 파라핀을 제거하기 위해 xylene 처리를 한 후 에

탄올 농도를 올리면서 탈수하 다. 탈수된 조직 슬라이드를 tris

buffered saline (TBS, pH 7.4)에 수세한 후, sodium citrate

buffer (pH 6.0)로 10분간 끓인 다음 이차 증류수로 수세하

다. 조직 슬라이드를 normal goat serum이 함유된 blocking 용

액에 40분간 실온상태에서 둔 다음, 일차 항체(TNF- , IL-1 ,

iNOS-FITC labeled)를 처리하고 1시간 동안 다시 실온에 두었

다. TBS로 10분간 수세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TNF- ,

IL-1 를 반응시킨 슬라이드만 goat anti-rabbit AlexFluor 488

이차 항체(Molecular Probe, Leiden, Netherlands)를 처리하

여 40분간 실온에 두었다. TBS로 수세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후,

각각의 세포 표지자를 이중 염색하기 위해서 0.1% 소혈청알부

민(bovine serum albumin)을 포함하고 있는 TBS로 희석한

oligodendrocyte mAb, neurofilament, ED-1, GFAP 항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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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TBS로 수세하 다. 그 다음에

형광 이차 항체로 goat anti-mouse AlexFluor 568을 처리한

후 실온에서 40분간 반응시켜 이중 염색을 종료하 다. 

TNF- , IL-1 및 iNOS mRNA 측정을 위한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뇌조직 절제 및 전체 RNA 분리

뇌조직은 해마 국소의 정위주사 부위를 중심으로 사방 3 mm

정도의 두께로 절제한 후 곧 바로 액체질소에 보관하 다.

RNA를 분리하는 데 사용된 용액은 모두 0.1% 4-diethyl

pyrocarbonate가 처리된 증류수를 사용하 다. 액체질소에 보관

된 각각의 시료를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마쇄한 후 TRI-

zol 용액 1 mL를 첨가하여 녹이고, Qiashredder tube에 담아

서 15,000×g에서 3분간 원심분리하여 생긴 세포 추출액에 0.2

mL의 클로로포름을 첨가한 후 3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리고 15,000×g에서 7분간 원심분리하여 생긴 상청액 500 L

를 새 튜브로 옮긴 후 450 L의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첨가하여

섞어준 다음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15,000×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하여 생긴 침전물에 75%의 알코올

을 첨가하여 vortex한 후 7,5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 다.

그리고 침전물을 공기중에서 말린 후 각각의 튜브마다 30 L

의 RNase free water를 첨가하여 녹인 다음 원액을 1/100로

희석하여 260 nm 파장에서 정량하 다. 

First strand cDNA synthesis

각각의 튜브에 전체 RNA의 양이 5 g, Oligo dT primer를

0.5 g 되게 넣고 전체 부피가 11 L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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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T를 2 L, RNase inhibitor 1 L (40U)

를 첨가하여 42℃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여기에 reverse tran-

scriptase 1 L (200U)를 첨가하여 42℃에서 50분간 반응시

켰다. 그 후 75℃에서 15분간 반응시켜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얼음에서 5분간 반응시켜 first strand cDNA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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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1 sense primer: 5 -CCA GGA TGA GGA CCC

AAG CA-3

IL-1 antisense primer: 5 -TCC CGA CCA TTG CTG

TTT CC-3

TNF- sense primer: 5 -TTG CCA CTT CAT ACC

AGG AGA A-3

TNF- antisense primer: 5 -TCA CAG AGC AAT

GAC TCC AA-3

각각의 PCR 산물의 크기는 -actin은 764 bp, iNOS는 576

bp, IL-1 는 515 bp, TNF- 는 226 bp이다. PCR 반응액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1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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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li-

fication sense primer (10 M) 1 L, amplification anti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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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cDNA (first strand reaction으로부터 얻음) 2 L, Auto-

claved, 증류수 32.5 L. 

위의 반응액을 95℃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94℃에서 30초,

55℃에서 30초, 72℃에서 1분씩 30 cycle을 수행한 후 72℃에

서 5분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2%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하

여 자외선 하에서 사진을 찍었다. 

반정량 분석(Semiquantitative analysis)

ID Main (Bioneer, Daejeon, Kore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시료당 2-3개의 강도를 결정하여 평균값으로 준정량 분

석하 다. 

결 과

광학현미경 소견

쥐 해마 국소에 생리식염수를 정위주사한 조군은 주사 부위

조직 내 경한 출혈과 부종이 있었으나, 주사 후 1시간에서 48시

간까지 관찰한 결과 염증세포의 침윤은 없었다. 

LPS를 주사한 실험군에서도 1시간 후 주사부위 주위로 미세

혈관의 울혈과 세포간질의 부종이 있었으나 염증세포 침윤은 관

찰되지 않았다. 6시간 후에는 해마에 경한 염증세포 침윤이 관

찰되었다. 12시간 및 24시간 후에는 다수의 염증세포가 해마와

주위 뇌조직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호중구 으며 식

세포도 관찰되었다(Fig. 1). 이때 조직의 부종도 현저하 다.

이러한 염증 소견은 48시간 후에는 감소하 다.

면역조직화학검사 소견

LPS를 해마에 정위주사한 실험군은 ED-1 면역염색에서 6시

′

′

′

′

′

′

′

′

′

′

′

′

′

′

′

′



 160 오훈규∙강구성∙김지연 외 4인

간 후부터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의 수가 다소 증가하 으

며, 24시간 후에 가장 많은 수의 양성세포가 관찰되었다. 염증

세포의 침윤이 뚜렷하지 않은 초기 1시간과 6시간 군에서는 조

직내 미세아교세포가 주로 ED-1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12

시간 및 24시간 군의 경우는 식세포와 미세아교세포 모두 양

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때 관찰된 미세아교세포는 조군

에 비하여 세포의 크기가 증가한 활성화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GFAP와 희소돌기아교세포 면역염색에서는 ED-1에 비하여 실

험군에서 뚜렷한 수적 증가나 모양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IL-1 면역염색에서 조군은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군에서도 LPS 주사 1시간 후에는 IL-1

면역염색에 양성인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6시간 후에

는 해마에 침윤한 염증세포와 미세아교세포에서 양성 반응이 있

었으며, 신경세포에서도 양성 반응이 있었다. 이와 같은 IL-1

면역염색에 양성인 세포는 염증세포의 침윤이 뚜렷한 LPS 투여

12시간 및 24시간 후에 더욱 증가하 다. 이때 양성 반응을 나

타내는 세포는 주로 호중구와 식세포 등 염증세포와 미세아교

세포 으며, 일부 혈관내피세포와 신경세포에서도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IL-1 단백은 LPS 주입 12-24시간 후에 ED-1

양성 세포에 발현되었다(Fig. 2A). TNF- 는 IL-1 와 같은

면역염색 결과를 보 다.

iNOS 면역염색에서 조군은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군은 LPS 주사 6시간까지 iNOS 면역염

색에 양성인 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12시간 후에는 조직내의

미세아교세포와 염증세포에서 양성 반응이 있었으며, LPS 투여

24시간 후에 양성 세포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 다(Fig. 2B).

iNOS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는 미세아교세포와 식세포

등이었고, 혈관내피세포도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Fig. 2C).

RT-PCR을 이용한 TNF- , IL-1 및 iNOS mRNA 발현: 반

정량 분석

모든 실험군과 조군에서 -actin mRNA는 고르게 발현되

었다. 조군은 TNF- , IL-1 및 iNOS mRNA가 거의 발현

되지 않았다. LPS를 해마에 주사한 실험군은 1시간 후부터

TNF- 와 IL-1 mRNA 발현이 증가되어 48시간까지 지속되

었다(Fig. 3A, B). 한편 iNOS mRNA는 주사 6시간 후부터

발현이 시작되었고 48시간까지 지속되었다(Fig. 3C). 이들을

C D

A B

Fig. 1. Photomicrographs illustrating the lesion site following intrahippocampal stereotaxic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s (LPS).
The inflammation accompanied by an infiltration of neutrophils and macrophages increased in number and marked interstitial
edema, after 24 h following the injection of LPS. (B, C, D: higher magnification of the boxed lesion sites in (A)).

D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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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ain (Bioneer, Daejeon, Kore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

정량분석(semi-quantitative analysis)을 한 결과, TNF- 와

IL-1 mRNA는 LPS 주사 1시간 후부터 mRNA 발현이 시

작되었고 6시간 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iNOS mRNA는 LPS 주사 6시

간 후부터 발현이 시작되었고 12시간 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

며, 그 후 점차 감소하 다(Fig. 3D). TNF- 와 IL-1 를 각각

단독 투여 한 경우에도 iNOS mRNA의 발현이 유도되었으며,

TNF- 혹은 IL-1 투여 6시간 후에 iNOS mRNA 발현이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부터 감소하 다(Fig. 4). 

C

B

A

Fig. 2. (A) Photomicrographs illustrating the response over time of interleukin (IL)-1 positive cells around the lesion site following
intrahippocampal stereotaxic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s (LPS). 12 h after LPS injection, several microglia reveal IL-1 positive
reaction. (B, C) Photomicrographs of immunostaining using anti-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tibody around the lesion site
following intrahippocampal stereotaxic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s (LPS). 12 h after LPS injection, several microglia and neurons
are positive for anti-iNOS antibody. Left pannel illustrates cell markers stained in red color, and right pannel illustrates cytokines stained
in green color.

ED1 IL-1

ED1 iNOS

NF 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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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일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유리기 상태의 기체로, 심장

과 혈관, 폐, 신장, 뇌, 췌장, 위장관, 면역계 등에서 생성되며 이

들 장기의 각종 병태생리적 상황에 관여한다.17,18 NO는 1980년

Furchgott와 Zawadzki에 의하여 endothelial-derived relaxing

factor (EDRF)로 처음 생체 내에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NO는

L-arginine이 L-citrulline으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nitric oxide synthase (NOS)라는 효소가 관여한다.19

현재까지 세 종류의 NOS가 밝혀졌는데, nNOS와 eNOS는 세

포내에 항상 존재하는 소위 constitutive NOS (cNOS)로 알려

져 있으며 이들 효소의 활성에는 Ca2+이 관여하는 반면, iNOS

는 Ca2+에 관계없이 작용하며 어떠한 자극, 예를 들면 염증이나

조직의 손상 등이 있을 때 활성화된 식세포에서 유도된다.17 상

기한 세 종류의 NOS는 모두 뇌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nNOS의 경우 신경세포에 존재하며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

하고 있다. nNOS는 소뇌와 뇌피질 및 시상하부 등에서 그

존재가 입증되었으며 자율신경계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20 또한

eNOS는 신경조직내의 혈관에서 발현되고 혈관 확장작용이 있

으며 뇌혈류를 조절한다. 한편 iNOS는 정상 성인의 뇌에서는 발

현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다. iNOS가

발현되면 단시간 내에 량의 NO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nNOS

가 만들어내는 NO의 약 100배에서 1,000배에 달하는 양이다.

cNOS인 nNOS나 eNOS가 만드는 NO가 신경전달 물질로 작

용하거나 혈관확장작용 등을 하는 것에 비하여, iNOS가 만드는

량의 NO는 매우 강력한 세포독성 물질로 작용한다.20-23

지금까지 뇌 염증반응과 관계되어 iNOS의 발현을 유도한 실

험은 주로 별아교세포의 배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포배

양 실험에 의하면 LPS와 IFN- , TNF- , 그리고 IL-1 등

여러 종류의 시토카인에 의하여 iNOS의 발현이 유도되었다.24-26

또한 생체 내 실험을 통해서도 해마의 손상이나 LPS 혹은 시토

카인에 의하여 iNOS의 발현이 유도되었다는 보고들도 있다.15,27

뇌 국소의 염증 실험모델을 만들 때 해마에 LPS 단독 주사할 경

우 iNOS의 발현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LPS와 IFN- 를 같이

주사할 경우 iNOS의 발현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15 그러

나 Garcion 등28은 LPS 단독 투여로도 iNOS의 발현을 관찰하

다고 보고하는 등 실험방법이나 그 결과가 발표자마다 다르다.

한편 Kitamura 등15은 시토카인과 iNOS 발현의 관계에 하

여 iNOS의 유도에 IL-1 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뇌손상이나 뇌허혈 실험모델에서는 TNF- 를 억제하거

나 차단할 경우 조직 손상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뇌손상이

Fig. 3.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duction of tumor necrosis
factor (TNF)- (A), interleukin (IL)-1 (B),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 mRNA following intrahippocampal stereotaxic
injection of lipopolysaccharide (LPS). A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RT-PCR revealed that the TNF- and IL-1 mRNA arose at 1 h,
peaked at 6 h, and declined to 48 h after LPS injection (A, B), the
iNOS mRNA arose at 6 h, peaked at 12 h, and declined to 48 h
after LPS injection (C). (D) Expression of TNF- , IL-1 , and iNOS
shown by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mRNA following intrahip-
pocampal stereotaxic injection of vehicle (C) and LPS. C, normal
saline injection; T, LP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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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duct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mRNA following intrahippocampal stereo-
taxic injection of tumor necrosis factor (TNF)- (A) and interleukin
(IL)-1 (B) which not combined with lipopolysaccharides (LPS). (C)
The iNOS mRNA was induced and peaked at 6 h, and declined
to 24 h after IL-1 and TNF- single injection. C, normal saline
injection; T, LP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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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혈에 의해 초래되는 뇌손상에 TNF- 의 역할이 중요하

다.29 뇌손상이나 허혈에서도 염증 반응이 동반된다는 점을 생각

하면, 본 연구와 같은 뇌실질의 염증성 실험모델에서 TNF-

등 시토카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뇌 실질 국소의 염증 실험모델을 만들고, iNOS

와 표적인 전염증성 시토카인 TNF- 와 IL-1 의 발현 양상

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Sprague-

Dawley 종 흰쥐를 이용하여 뇌 해마의 일정 부위에 소량의 LPS

(10 g)를 정위주사하 으며 RT-PCR과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하 다. 그리고 TNF- 와 IL-1 가 iNOS 발현에 관여하는지,

iNOS를 발현하는 세포의 종류와 분포는 어떠한지 등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관찰하 다. 

IL-1 와 TNF- 및 iNOS mRNA RT-PCR을 하고 반정량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TNF- 와 IL-1 mRNA는 LPS를

주사한 1시간 후부터 발현되었고 6시간 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

으며 그 후 48시간까지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iNOS mRNA

는 LPS 주사 6시간 후에 발현되기 시작하 고 12시간 후에 최

고치를 나타내었으며 그 후 점차 감소하 다. 

이상의 성적으로 보아 LPS 단독 투여로 해마 국소에 염증이

유발되며, 그리고 iNOS의 발현도 유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에서 TNF- 와 IL-1 등 전염증성 시토카인이

iNOS가 발현되기 전 분비되며, 이들의 mRNA 발현이 최고치

에 달할 때 iNOS 발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TNF- 와 IL-1 , 그리고 iNOS mRNA 발현의 시간차는

TNF- 와 IL-1 가 iNOS 발현을 유도하거나 이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iNOS는 TNF- 와

IL-1 를 각각 단독 투여한 후 6시간 후부터 발현되고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24시간까지 점차 감소하 다. 이는 TNF-

와 IL-1 가 iNOS 발현을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학현미경 성적을 요약하면 TNF- 와 iNOS 단백은 mRNA

가 발현되고 약 5-6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현되었다. 또한 TNF-

는 염증 초기에 LPS 주사 부위의 신경세포와 내피세포 등에

서 발현되고, 이어 염증세포와 미세아교세포에서 발현되었다.

iNOS는 주로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에서 발현되며, 혈관내피세

포와 염증세포에서도 발현되었다. 그러나 별아교세포나 신경세

포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본 실험의 성적은 LPS나 각종 시토카인에 의하여 별아교세

포에서 iNOS 발현을 관찰하 다는 세포배양실험의 결과와24-26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뇌 국소 염증을 만든 보

고들과15,28 일치한다. 이는 생체 외 실험이 생체 내 실험과 상당

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실험

에서는 LPS 투여 초기에 신경세포에서 TNF- 단백의 발현을

관찰하 다. Liu 등30은 쥐의 중 뇌동맥을 결찰한 후 TNF-

mRNA와 단백의 발현을 관찰하 다. 이때 TNF- mRNA는

허혈 초기인 1시간 후부터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5일 후까지 지

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TNF- 단백의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허혈 후 염증세포의 침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초기에는 신경

세포에서 TNF- 가 발현되었고 그 후 염증세포에서 발현되었

다고 하 다. 이러한 성적은 본 실험의 성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뇌 실질의 LPS 투여나 허혈 등의 손상이 있을 때 손상 초기에

TNF- 가 발현되며 여기에는 손상부위 신경세포가 관여할 것

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의 성적을 요약하면, 해마 국소에 LPS 단독 투여를

하여 뇌 국소 염증성 병변의 실험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이때

TNF- , IL-1 , 그리고 iNOS mRNA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mRNA 발현 양상은 LPS 투여 1시간 후에 TNF- 와

IL-1 mRNA 발현이 시작되어 6시간 후에 최고치에 달하

다. 그러나 iNOS mRNA는 6시간 후에 발현이 시작되어 12시

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TNF- 와 IL-1 가 iNOS 발

현을 유도하는 데 관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볼

수 있다. TNF- 단백은 LPS 투여 초기 미세아교세포와 신경

세포에서 발현된다. 그 후 조직에 침윤한 염증세포에서 발현되

며, iNOS는 조직내의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에서 주로 발현되

고 그외 염증세포와 식세포 등에서도 발현되었다. 그러나 신

경세포나 별아교세포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뇌

국소의 염증에서 iNOS를 발현하여 NO를 량 생성하는 것은

주로 미세아교세포의 활동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본 실험의 결과로, 여러 종류의 뇌 국소 염증성

병변을 나타내는 신경계 질환의 치료적 측면에서 시토카인의 생

성을 억제하거나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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