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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배양된 비용상피세포에서 ERK를 통한 TNF-α에 의한  

MUC5AC gene의 발현 

 

사람의 정상기도에서 점액의 양은 생성과 제거의 균형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 때 점액과분비 등의 임상적인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만성부비동염에서는 점액분비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되어 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첫째, 만성부비동염환자의 비용조직에서 MUC5AC의 발현부위를 확인하고  

두번째, 배양된 정상 사람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에 의한 MUC5AC 유전자의 발현여부와, 

이에 ERK가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비용조직의 배세포에서 MUC5AC과 

활성화된 ERK가 동시에 발현하는지 면역조직화학법으로 확인하여 보았다. 정상 사람 

비용상피세포를 게대배양하여, 배양된 Passage-2 비용상피세포에 10 ng/ml 의 TNF-α를 

처치하였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하여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알아보았다. 

Western blotting 으로 ERK 의 관계여부를 알아보았으며, ERK의 특이 억제제인 

PD98059를 이용한 inhibitor study를 시행하였다. MUC5AC 항체와 인산화특이ERK 항체를 

이용하여 비용조직에서 면역조직화학법을 시행하였다. MUC5AC는 대부분의 사람 

비용상피의 배세포에서 발현되었다. 배양된 사람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 는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ERK는 TNF-α 의 MUC5AC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면역조직화학법상, 사람 비용조직의 배세포에서 MUC5AC와 ERK가 같이 

발현되었다. 배양된 사람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로 자극했을 때 ERK의 활성화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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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5AC 점액의 생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ERK, MUC5AC, 비용,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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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된 비용상피세포에서 ERK를 통한 TNF-α에 의한  

MUC5AC gene의 발현 

 

 

<지도 교수 윤주헌>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진 영 

 

I. 서론 

 

정상 상태에서 점액은 방어 기능을 하지만, 천식, 만성기관지염, 부비동염 혹은 비염 

등과 같은 염증성 호흡기 질환에서는 점액의 분비가 과다해져서 증상이 유발된다. 

점액의 분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토카인이나 혹은 염증성 매개물질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점액유전자에 의해 그 분비가 조절된다. (R) 

점액소들은 호흡기 점액의 중요한 물질이다. 현재까지, 19개의 점액유전자가 알려져 

있다. 이들 중, MUC2, MUC5AC, MUC5B, MUC7, MUC8 등은 사람의 호흡기도에서 분비되는 

점액소로 알려져 있다.1  MUC5AC 와 MUC5B 는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점액유전자로서, 점액 중에서도 양이 많아 주요점액으로 알려져 있다.2 MUC5AC 는 

호흡기상피세포의 배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호흡기상피세포에서 염증성 매개물질들이 점액의 과분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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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들은 염증성 비부비동 

점막에서 증가되어 있고,4 또한 천식환자의 기관지에는 조직검사상에 

interleukin-1beta (IL-1ß) 와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가 증가되어 있다. 

5 TNF-α는 배양된 인체 폐점액표피양 암세포(NCI-H292 세포)에서 점액유전자를 

발현시킨다고 알려져있다.6 비용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 환자의 증가된 염증성 

매개물질들이 비용상피를 자극하여 점액과분비를  일으킬 수 있다.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는 세포내 중요한 신호전달물질로서 

염증매개물질에 의해 유도된 점액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는 박테리아에서 유도된 MUC5AC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비용상피세포에서 MUC5AC의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배양된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에 의한 MUC5AC 유전자의 발현과 

ERK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MUC5AC 와 활성화된 ERK가 비용상피세포의 

배세포에서 동시에 발현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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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비용조직은 천식, 아스피린 과민성, 그리고 낭성 섬유증(cystic fibrosis)의 기왕력이 

없는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채취하였고, 환자는 채취 3개월 전부터 비내 약물요법, 

경구용 스테로이드 및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모두 알레르기 피부검사에서 

음성소견을 보였다. 그외 사용된 재료로는 ERK 억제제인 PD98059 (Biomol Research 

laboratories, Inc., Plymouth Meeting, PA)와 항α-tubulin 항체 (Calbiochem., San 

Diego, CA), 항phospho-ERK 항체, 항MUC5AC 항체( Lab Vision Corp., Fremont, CA, 

USA)등을 사용하였다.  

 

2. 세포 배양 

 인체 비용 상피세포는 반투막성 막(24.5 mm, 0.45 μm pore size；Transwell-clear 

Costar Corp. Cambridge, MA, USA)에서 air-liquid interface(ALI) 배양법을 

사용하였으며, bronchial epithelial growth media(Clontics Corp. San Diego, CA, USA)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BRL, Gaithersburg, MD, USA) 1：1 

혼합액을 기본으로 호르몬과 각종 성장인자가 첨가된 배양액을 사용하였다.7 세포들은 

첫 9일간은 배양액에 잠긴 상태로 두었으며 ALI를 만드는 9일까지는 격일로 배양액을 

갈아주었으며 그 후 배양액은 배양용기의 아래쪽 부분만 매일 갈아주었으며 위쪽은 

배양액을 제거하여 공기에 노출시켰다. 배양은 37℃, 5% CO2에서 진행하였다. 배양 

11일째 세포들에  TNF-α(10 ng/ml)를 처리한 후 24시간 후에 total RNA를 TRiZ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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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MAP kinase 활성 유도는 인체 비용 상피 세포 배양액에 

TNF-α를 처리한 후 0, 15분 후에 세포를 준비하였다. ERK의 특이 억제제인 PD98059  

20 M TNF- α(10 ng/ml)처치 한시간전에 전처치하였다.  

 

3.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비용조직은 파라핀 블록에서 4mm 두께의 절편을 박절하여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시켰으며, 그후 탈파라핀과정과 함수과정을 거친후 PBS로 세척하였다. MUC5AC에 

대한 항일차항체(rabbit polyclonal MUC5AC antiserum diluted 1:100 in the dilution 

solution)를 4°C 에서 밤사이 반응시킨후, PBS로 세척하였다. 그 후 anti-rabbit Ig 

G에 반응시켰으며, nova red substrate 로 발색하였다. 일차항체  없이 non-immunized 

mouse IgG (Sigma) 를 처치한 것을 음성대조군으로 삼았다. 같은 조직에서 MUC5AC와 

활성화된 ERK가 동시에 발현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double-staining 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대로 MUC5AC에 대한 일차, 이차 항체를 반응시킨 후 

diaminobenzidine tetrahydrocholride (DAB)로 발색시켰다. 그후 세척후 p-ERK에 대한 

일차, 이차항체를 반응시키고, VIP substrate로 반응시켰다.  

 

4.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역전사반응을 실시하여 single stranded cDNA를 얻은후 RT-PCR을 시행하였다. RT-PCR에 

사용한 Oligonucleotide primers는 인체 MUC5AC (Genbank accession No. AJ001402, 5' 

primer CGACAACTACTTCTGCGGTGC; 3' primer GCACTCATCCTTCCTGTCGTT)를 사용하였다. 

PCR과정은 94 ℃/30 sec,60 ℃/30, sec 72 ℃/30 sec 간을 35cycles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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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CR의 대조유전자로서는 ß2-microglobulin (Genbank
TM accession No. XM007650, 5' 

primer CTCGCGCTACTCTCTCTTTCTGG; 3' primer GCTTACATGTCTCG ATCCCACTTAA)을 사용하였다. 

PCR 과정은 94 ℃/30 sec, 55 ℃/30 sec, 72 ℃/30 sec 간을  23 cycles 을 실시하였다. 

PCR 산물은 50 ng/ml ethidium bromide를 함유하는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여 사진을 찍었다. 최종산물이 genomic DNA의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RT-PCR 반응에서 reverse transcriptase를 생략하여 음성 대조군으로 삼았다.  

 

5. Western Blot에 의한 단백 측정  

세포합류 후 2일째 Trypsin 처리 후 4℃에서 700×g로 침전시켜 침전된 세포를 lysis 

buffer(250 mM Tris-Cl (pH 6.5), 2% SDS, 4% -mercaptoethanol, 0.02% BPB, 10% 

glycerol)로 다시 부유시켰다. 이것을 다시 원심분리를 하여 세척한 다음 상층액을 

whole-cell lysate로 보관하였다. 여기서 얻어낸 정량된 단백(50μg)을 10% 

SDS-polyacrylamide gel에 주입하여 2시간 동안 20 mA에서 전기영동을 하였다. 분리 

된 단백은 300 mA로 3시간 동안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PVDF; Millipore, 

Bedford, MA)에 이동시킨 후, 5% skim milk로 비특이적 단백 결합을 방지하였다. 각 

항체를 1：2,000으로 희석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다시 세척하고 horseradish 

peroxidase에 결합된 이차항체를 1：5,000으로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세 

번 세척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Amersham Pharmacia Biotech. Inc., 

Buckingham Shire,England) 시약으로 X-선 필름으로 감광하여 각각의 단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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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비용 조직에서의 MUC5AC의 발현  

 

비용조직에서 MUC5AC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은 상피세포의 배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Fig. 1B) 섬모세포나 기저세포에서는 발현을 보이지 않았다. 

음성대조군에서는 면역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1A). 

 

Fig. 1. Immunostaining of a nasal polyp using MUC5AC Ab. 

 

Fig. 1A                                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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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K 를 통한 TNF-α에 의한 MUC5AC 유전자의 발현  

배양된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에 의한  MUC5AC 유전자 발현을 보기 위하여,TNF-α를  

24시간동안 처치후 RT-PCR을 시행하였다. TNF-α 처치 후 MUC5AC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하였다.(Fig. 2A). Reverse transcriptase를 생략한 음성 대조군 경우에는 PCR 

산물이 얻어지지 않았다. 배양된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가 ERK MAP kinase를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산화 특이 ERK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를 

시행하였다. ERK MAP kinase는 처치 후 15 분에 강하게 활성화되었으며, 45분 후에는 

감소하였다(Fig. 2B). TNF-α에 의해 유도된 MUC5AC gene 의 발현에 ERK MAP kinase가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NF-α처치 한 시간 전에 20M 의 PD98059 (특이 MEK1/2 

억제제)를 처치하였다. RT-PCR상 PD98059는 TNF-α에 유도된 MUC5AC gene의 발현을 

억제하였다(Fig. 2C).  

 

 

Fig. 2. Effect of ERK on TNF-α- 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Fig.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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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B       Fig.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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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조직에서의 MUC5AC 와 activated ERK의 면역조직화학염색  

MUC5AC 와 활성화된 ERK는 상피세포 배세포에서 같이 발현되었다(Fig. 3). 

 

 

Fig. 3. Double immunostaining using anti-MUC5AC Ab and anti-phospho specific ERK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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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점액과분비는 만성부비동염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주로는 상피세포의 배세포와 점막하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UC5AC 는 건강한 성인 또는 만성부비동염 

환자의 중요한 점액으로 알려져 있다.2 본 실험의 결과는 MUC5AC가 비용조직의 

대부분의 표면 배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골동의 점막에서는 

유독 가스나 공기오염에 거의 영향을 받지않아 소수의 배세포에서 MUC5AC가 발현된다. 

3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비점막의 염증성 매개체들이 MUC5AC 발현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In vitro상 호흡기상피세포에서 점액분비는 염증성 싸이토카인, 산화적 자극, 퓨린 

수용기 작용과 박테리아 내독소에 의해 분비될 수 있으며, IL-1⇓, IL-5, IL-6, IL-8 와 

TNF-α는�� 만성부비동염�환자의� 분비물에 �증가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인체 

폐점액표피양 암세포 (NCI-H292세포)에서 TNF-α는� 점액과분비를 �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있다�.6 이러한 이유로 자극물질로서 TNF-α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TNF-α는� 

의미있게��  MUC5AC mRNA 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IL-4, 8  neutrophil elastase, 

9 그램 양성/음성 박테리아의 내독소에10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만성 염증성 

상황에서 TNF-α를 포함한 다양한 염증성 매개체들이 증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MUC5AC mRNA의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염증성 매개체에 의한 점액의 

과분비는 점액분비와 비패색의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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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에 의한 MUC5AC mRNA의 발현의 신호전달경로를 이해한다면 염증성 싸이토카인에 

의한 MUC5AC mRNA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경로는 염증성 신호를 세포표면에서 핵내로 전달하는 중요한 신호전달경로로 

알려져 있다.  MAPKs 는 광범위한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데, 이에는 세포증식, 

세포분화, apoptosis, cytoskeletal remodeling, and the cell cycle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특히 MAPKs는 점액 생산 신호전달에 중요한 물질로 제기되고 

있다. 12  이러한 MAPKs는 extracellualr signal-regulated kinases (ERKs), p38 그리고 

c-Jun amino-terminal kinases (JNKs)로 나눠진다.11 ERKs는 세포 분할과 증식에 

관여하고. p38 MAPKs는 염증성 싸이토카인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되고, 11 

JNKs는 programmed cell death 또는 apoptosis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산화적 자극과14  박테리아 Pseudomonas aeruginosa 의 supernatant는 

15  인체 폐점액표피양 암세포(NCI-H292 세포)에서 ERK 를 통하여 MUC5AC gene 의 발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배양된 인체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에 의해 유도된 MUC5AC gene의 발현이 ERK 를 통하여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다. 

ERK는 TNF-α에� 의하여 �활성화되었으며� PD 98059 (특이 ERK 억제제)는 의미있게 TNF-α에 

의해 유도된� MUC5AC gene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것은 ERK가 TNF-α에� 의해� 유도된 

MUC5AC gene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ERK 

와 MUC5AC는 인체 비용조직의 배세포에서 동시에 발현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TNF-α 

에 의해 유도된 MUC5AC gene 발현에  ERK가 중요한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된다. 염증성 

싸이토카인에 의한 MUC5AC gene 발현의 신호전달 과정은 세포의 종류와 자극 물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신호전달 과정을 이해한다면 만성 부비동염 및 비용 환자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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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배양된 사람 비용상피세포에서 TNF-α로 자극했을 때 ERK의 활성화를 거쳐 MUC5AC 점액의 

생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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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K is involved in TNF-α-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cultured 

human nasal polyp epithelial cells  

 

Jin Young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Heon Yoon) 

 

Mucus secretion and inflammatory cytokines are increased in cases of chronic 

sinusitis with polyp. First, we investigated the localization of MUC5AC protein in 

human  nasal polyps. Second, we examined whether TNF- α induces MUC5AC gene 

expression and whether ERK plays role in TNF- α -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cultured human nasal polyp epithelial cells. Finally, we investigated whether MUC5AC 

and activated ERK are co-expressed in goblet cells.  Human nasal polyp epithelial 

cells were isolated and subcultured. Passage-2 polyp epithelial cells were treated 

with 10 ng/ml TNF- α. ERK involvement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and MUC5AC 

gene expression by RT-PCR. An ERK kinase assay and an inhibitor study using PD9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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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lso perform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using  polyclonal MUC5AC antibody 

and a phospho-specific-ERK antibody was done in nasal polyp. MUC5AC was found to be 

expressed in the majority of goblet cells in human nasal polyp epithelium. TNF- α  

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and ERK activation was found to be essential for TNF- 

α-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cultured human nasal polyp epithelial cells. 

In addition, both MUC5AC and activated ERK were co-expressed in goblet cells of the 

human nasal polyp epithelium. TNF-α induces MUC5AC gene expression via ERK in 

cultured human nasal polyp epithelial cells. 

key Words: ERK, MUC5AC, nasal polyp,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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