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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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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정상 코 점막 상피세포에서 점액 섬모 분화에 따른 MUC8
mRNA의 발현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비내 용종에서 MUC8단백질
의 발현 부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비내 상피세포에서 섬모세포
의 표식자로 MUC8유전자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105개의 인체 정상 코점막 상피 세포(passage-2)를 반투과성 막이 있는

0.5ml의 배양액에 심었다.세포들은 첫 9일간은 배양액에 잠긴 상태로
두었으며,이 기간동안 배양액을 첫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격일로 갈아 주
었다.9일째 배양액의 윗부분을 제거하고 아래 부분에만 배양액을 주어서
ALI를 만든 이후 배양액을 매일 갈아 주었다.MUC8mRNA수치를 결정
하기위해 합류를 이루고 난후 2일,7일,14일 그리고 28일에 총 RNA
를 채취하였고 각 배양기간 동안 cytospin을 각각 만들어 단클론 항체
(H6C5)와 β-tubulin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분비세포 수를 realtime
PCR로 조사하였다.KLH-peptide결합체를 이용하여 MUC8peptide에 대
한 다클론 항체를 합성한 후,냉동 보관한 비내 용종을 이용하여 MUC8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MUC8의 발현 정도를 알아보았다.
IL-1β로 처리된 사람 정상 코점막상피세포에서 MUC8의 발현 여부를 알기
위해 RT-PCR과 Western분석을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사람 정상 코점
막 상피세포에서 배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MUC8유전자의 발현 정도는
섬모세포 수의 증가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사람 비내 용종의 섬모세포
에서 MUC8단백질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IL-1β 처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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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8의 단백질과 mRNA의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MUC8단백질이 정상 사람 비내 상피세포의 섬모세포에

서 발현되며 이는 IL-1β에 의해 상승 조절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
과로 정상 사람 코 상피세포에서 섬모세포의 표식자로서 MUC8유전자와
단백질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MUC8,섬모 세포,코 점막 상피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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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윤 주 헌>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현현현 직직직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호흡기 점액은 호흡 상피세포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보호와 함께 먼
지,세균,바이러스 등에 대한 점액섬모 정화작용(mucociliaryclearance)을
함으로써 기도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점액의 과분비는
만성 부비동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기관지 천식,낭포성 섬유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염증성 호흡기 질환의 주요 병리현상 중 하나이기
도 하다.점소(mucin)는 고도로 당질화된 고분자의 당단백질로 이는 호흡
기의 상피에 의해 생성되는 점액(mucus)의 주 성분이다.실제적으로 모든
형태의 호흡기 염증 질환은 점액의 과다분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도의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1

최근까지,사람에서는 20가지의 점액 유전자들이 발견되었다.MUC1,
MUC2, MUC3, MUC4, MUC5AC, MUC5B, MUC6, MUC7,
MUC8,1MUC9,2 MUC10,MUC11,MUC12,MUC13,MUC15,MUC16,
MUC17,MUC18,MUC193 그리고 MUC20이다.이 가운데 MUC5A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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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5B는 사람의 기도에서 분비되는 점액의 겔(gel)형성의 주요 유전자
이다.4,5비록 MUC5AC가 대부분의 배세포 모두에서 발현된다고 알려져 왔
지만,6MUC5ACmRNA는 염증반응에 의해 자극되지 않은 후사골동의 정
상 점막에서 얻어진 배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7 MUC1,MUC4,
MUC6,MUC7,MUC8,MUC13들은 상피세포에서 발현되지만 그 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이전의 생체실험에서 MUC8mRNA의 수치가
염증 매개체에 의해 비용종 상피세포에서 증가된다고 보고 되었고8생체
외 실험에서 interleukin-1β와 TNF-α가 MUC8mRNA의 발현을 증가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9,10따라서 염증상태에서 MUC8mRNA의 발현이 증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나,MUC8이 배세포 또는 섬모세포 중 어느 세포
에서 주로 발현되는지,또한 MUC8이 실제로 염증 매개체에 의해 그 단백
질이 증가되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람 정상 코점막 상피세포의 점액 섬모의 분화에 따른

MUC8mRNA의 발현 방식을 알아보고 비내 용종에서 MUC8단백질의 국
재화(localization)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나아가 MUC8
이 IL-1β에 의해 mRNA와 단백질의 발현량 모두에서 상승 조절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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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AAAiiirrr---llliiiqqquuuiiidddiiinnnttteeerrrfffaaaccceee(((AAALLLIII)))배배배양양양
105개의 사람 정상 코점막 상피세포(passage-2)를 반투과성 막

(Transwell-clear,Costar Co.,Cambridge,MA)이 있는 0.5ml의 배양액에
심었다.여기서 사용된 배양액은 basalepithelialgrowthmedium과 이전에
기술된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을 1:1로 혼합한 용액11이며,
세포들은 첫 9일간은 배양액에 잠긴 상태로 두었으며,이 기간동안 배양
액을 첫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격일로 갈아 주었다.9일째 배양액의 윗부
분을 제거하고 아래 부분에만 배양액을 주어서 ALI를 만든 이후 배양액을
매일 갈아 주었다.MUC8mRNA수치를 결정하기위해 이전 방법대로 합류
를 이루고 난 후 2일,7일,14일 그리고 28일에 총 RNA를 채취하였다.

분분분비비비세세세포포포및및및 섬섬섬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 정정정량량량
면역세포화학염색을 위해 사용된 cytospin슬라이드가 각각의 배양기간

동안 만들어졌다.분비세포는 점액에 대한 단클론 항체(H6C5;1:1000,
University ofNorth Carolina,NC,Dr.Davis CW로부터 기증)와 β-
tubulin에 대한 항체(Sigma,St.Louis,MO)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H6C5
와 tubulin항체에 양성인 세포들의 평균수는 각 slide마다 1000개의 세포
로 결정되었고,통계학적 처리는 Studentt-test로 하였다.

RRReeeaaalll---tttiiimmmeeeqqquuuaaannntttiiitttaaatttiiivvveeePPPCCCRRR
Primer와 probe는 PE Biosystems에서 구입한 Perkin ElmerPrimer

Express software를 이용하여 만들어 졌으며, Commercial reagents
(TaqManPCRUniversalPCRMasterMix:PEBiosystems,FosterCity,



-6-

CA)와 그 조건들은 제조사의 protocol을 따라 시도되었다.총 25µl중 1µl
의 cDNA (reversetranscription혼합물)와 800nM의 최종농도를 가지는
primer,그리고 200 nM의 TaqMan hybridization probe가 포함되었다.
Real-timePCR의 probe는 5'end에서는 carboxyfluoroscein(FAM)으로 표
지하였고,3'end에서는 quenchercarboxytetramethylrhodamine(TAMRA)
로 표지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primer와 TaqManprobe가 이용되었다.
MUC8의 primer로는 forward 5'-GACCTGCCCCCATGGAC-3' 와

reverse 5'-CAGGAGTTCGAGACCAGCCT-3'가 사용되었고 Taqman
probe로 6FAM-CCACCTCCGAGCCCGTCACTGAG-TAMRA가 사용되었
다. β2microglobulin(β2M)은 forward 5'-CGCTCCGTGGCCTTAGC-3'와
reverse5'-GAGTACGCTGGATAGCCTCCA-3'그리고 Taqmanprobe로
6FAM-TGCTCGCGCTACTCTCTCTTTCTGGC-TAMRA가 사용되었다.
Real-time RT-PCR은 PE Biosystems ABI PRISM 7700 Sequence
Detection System (Foster City, CA)을 이용하여 실행하였으며,
thermocycler(ABIPRISM 7700SequenceDetectionSystem)parameters
는 50oC에서 2분간,95oC에서 10분간,그리고 95oC15초,60oC1분간으
로 40cycle을 실행하였다.모든 실험은 세 차례 반복하였으며,MUC8
mRNA의 상대적 정량은 comparativecycleofthethreshold(CT)method
를 이용하여 얻었고,대조군으로서 β2M을 사용하였다.

MMMUUUCCC888pppeeeppptttiiidddeee합합합성성성과과과특특특이이이 항항항혈혈혈청청청의의의생생생성성성
KTSCPRPLQEGTPGSsequence를 가진 15-merpeptide가 합성되었고12

glutaraldehyde를 이용하여 keyholelimpethemocyanin(KLH)와 결합시켰
다.KLH-peptide결합체는 실험용 토끼에서 다클론 항체를 증가시키기 위
한 항원으로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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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UUUCCC888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염염염색색색
비용 조직은 24시간동안 4% paraformaldehyde에서 고정되었고 사용될

때까지 12% 와 18% sucrose로 냉동 보존되었다.Insert는 10µm두께로 잘
라졌고 frozensection은 MUC8에 대한 항체로 염색되었다.항체와 항원의
반응은 peroxidase와 결합된 anti-rabbit이차항체를 이용하여 검출되었다.
음성 대조군은 일차항체를 생략하고 일차항체와 무관한 rabbitIgG를 정화
하여 사용하였다.

사사사람람람정정정상상상코코코점점점막막막세세세포포포의의의IIILLL---111ββββ                처처처치치치
사람 정상 코점막 세포(passage2)가 6개의 wellplate에서 합류를 이룰

때까지 배양하였다.ALI가 만들어진 후 2일째 그 세포들은 24시간동안
IL-1β (10ng/ml)로 처치하였고,총 RNA와 단백질은 MUC8의 RT-PCR
과 Western분석을 위해 모았다.

IIILLL---111ββββ로로로처처처리리리된된된사사사람람람정정정상상상코코코점점점막막막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MMMUUUCCC888에에에 대대대한한한RRRTTT---PPPCCCRRR
Oligonucleotideprimers를 이미 알려진 염기 서열대로 디자인하였다.8 β

2M에 대한 oligonucleotide amplimers는 RT-PCR의 대조군으로서,
ClontechLaboratories(PaloAlto,CA;335-bpPCRfragment)로부터 구입
하였다.
RT-PCR은 Perkin-ElmerCetus DNA ThermalCycler(Perkin-Elmer,
Norwalk,CT)을 이용하여,제조사의 방법대로 시행하였다.총 RNA (1
µg/20µLreactionvolume)를 random hexanucleotideprimers와 Moloney
murineleukemiavirusRT를 이용하여 cDNA로 역전사 하였다.각 유전자
의 mRNA 발현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역학분석(Comparative kinetic
analysis)을 시행하였다.PCR산물은 50ng/mLethidium bromide를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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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 Seakem agarosegel(FMC,Rockland,ME)에서 전기 영동으로
분리하여 폴라로이드 타입 55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다.최종 산물이
mRNA에서 생기고 genomicDNA의 오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전사 반응에서 역전사 효소(reversetranscriptase)를 생략하여 어떤 PCR
산물도 관찰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음성 대조군으로 삼았다.

IIILLL---111ββββ로로로처처처치치치한한한 정정정상상상사사사람람람코코코점점점막막막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의의의MMMUUUCCC888에에에대대대한한한WWWeeesssttteeerrrnnn분분분석석석
IL-1β처치된 세포들은 2xlysisbuffer[250mM Tris-Cl(pH 6.5),2%

SDS,4% β-mercaptoethanol,0.02% BPB,10% glycerol]에서 용해시켰
다. 동량의 cell lysate를 6 % SDS-PAGE에서 전기 영동시켰고
polyvinylidenedifluoridemembrane(PVDF;Millipore,Bedford,MA)로
이동시켰다.PVDF는 실온에서 2시간 동안 Tris-bufferedsaline[50mM
Tris-Cl(pH 7.5),150mM NaCl]에서 5% skim milk와 반응시킨 후
MUC8 다클론 항체를 포함하여 밤새 반응시켰으며,TBS로 세척 후
anti-rabbit이차항체(CellSignalingTech.,Beverly,MA)와 함께 실온에서
45분간 더 배양하였고 이를 ECL system (Amersham-Pharmacia,
Piscataway,NJ)을 이용해 발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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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배배배양양양기기기간간간에에에따따따른른른분분분비비비세세세포포포와와와섬섬섬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비비비율율율과과과MMMUUUCCC888발발발현현현의의의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정상 사람 코점막 상피세포는 레티노익산 (retinoicacid)이 있는 상태에

서 배양되었는데 β-tubulin항체에 반응하는 섬모세포의 존재는 합류 후 2
일째까지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러나 합류 후 7일째 관찰된 섬모세포의
비율은 3.1土0.2%였고,14일째 섬모세포의 비율은 7.4土0.5%,28일째는
14.5土0.6%였다(그림 1A.).
동시에,H6C5항체에 반응하는 분비세포의 비율은 합류 2일째 35.6土2.8
%,7일째 32.8土7.8%,14일째는 32.8土2.5%였고 이때까지는 수치상의
큰 차이는 없었다.그러나 합류 후 28일째 분비세포의 비율은 49.4土1.4
% 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그림 1B.).

그림 1.정상 사람 비내상피세포에서 배양 기간에 따른 섬모세포와 분비세
포의 비율.(A)섬포 세포의 수가 배양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B)분
비 세포는 배양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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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UC8유전자의 발현량은 레티노익산이 있는 경우 시간에 따라 점
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

그림 2.정상 사람 비내상피세포에서 real-timequantitativePCR을 이용
한,배양 기간에 따른 MUC8mRNA의 발현 양상.

섬모세포의 수와 MUC8유전자의 발현량의 증가 형태는 매우 유사하였
다.이는 MUC8이 코점막 상피세포에서 섬모세포의 분화 또는 기능과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비비용용용종종종에에에서서서 MMMUUUCCC888단단단백백백질질질의의의분분분리리리
비용종에 대한 다클론 anti-MUC8peptide항체로 염색하였을 때 염색이

되지 않은 음성 대조군(그림 3A.)과 비교하여 섬모세포들은 양성으로 염색
되었다(그림 3B.).



-11-

그림 3.MUC8에 대한 다클론 항체를 이용한 비용의 면역 염색 소견
(x200).(A)control소견,(B)섬포 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양성으로 관찰
됨.

이로써 MUC8이 사람 비용종의 섬모세포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정정정상상상코코코점점점막막막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IIILLL---111ββββ에에에의의의한한한MMMUUUCCC888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질질질의의의증증증가가가
MUC8mRNA의 발현량이 IL-1β에 의해 상승한다는 내용이 이전에 여

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9,10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였고(그림 4A.),새로 합성된 anti-MUC8peptide를 이용한 Western분석
에서 IL-1β에 의해 단백질의 발현량도 상승 조절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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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정상 사람 비내상피세포에서 IL-1β 처치 후 MUC8에 대한
RT-PCR과 Western분석 소견.
(A)RT-PCR결과:MUC8mRNA의 발현은 IL-1β처치 후 상승 조절되는
양상을 보임(10ng/mlfor24hours),(B)Western분석 결과:MUC8단백
의 발현도 IL-1β 처치 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단백의 크기는 약
350kDa로 생각됨.C:Control

본 연구의 결과에서 MUC8 cDNA의 크기는 9.5 kb였고 결과적으로
MUC8단백질의 크기는 약 350kDa으로 생각되었다.명확하게 구별되는
band가 350kDa근처에서 나타났고 이 band는 IL-1β에 의해 상승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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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점액단백질의 면역학적 역할은 기도에 침입하는 감염체로부터의 물리적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 시에는 점액단백질의 분비
를 증가 시키므로써 기도 세포를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점액과분비는 여
러 염증성 호흡계 질환의 가장 흔한 병리적 특징이며,따라서 기도에서의
점액 유전자 발현과 조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현재까지 만성
부비동염에 의해 과분비된 점액에서의 점소의 유전자적 특징이나 점액과분
비의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다만 만성 부비동염의 점
막에 많이 발견되는 배세포들이 점액 과분비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었다.TNF-α,neutrophilelastase,IL-4,IL-9,그리고 endotoxin과
같은 몇몇 염증성 매개체는 점액 분비와 점액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C5AC는 점액 유전자중 가장 널리 알려진 주요
점액 유전자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IL-4,neutrophilelastase그리고 그
람 양성,음성 박테리아에서 분비된 endotoxin등의 염증 매개체에 의해
MUC5AC가 상승 조절된다.13,14그러나 그 후 염증 매개체를 처치한 후 특
히 IL-4를 처치한 경우에는 MUC5AC mRNA의 발현이 감소하며15 이는
본 연구에서도 증명 되었다.16즉 MUC8mRNA는 invivo상 비용 조직에
서 그 발현량이 증가하며 invitro상에서 IL-1β,TNF-α,그리고 여러 염
증 매개체의 복합체에 의해 MUC8 mRNA의 발현량은 상승하지만
MUC5AC mRNA의 발현량은 줄어든다.MUC5AC는 염증성 매개체의 복
합 투여 후 그 발현 양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병적 상태에서 주된 역
할을 하는 다른 점액 유전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중 MUC8mRNA가 invivo및 invitro모두에서 염증 상태에 의해 발현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염증 상태의 다른 주요 점액 유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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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8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점액 유전자중에 MUC8은 생체외 코상피세포 배양실험에서 염증 매개

인자들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고,9,10여러 염증인자에 의하여 자극받는 생체
비용종 상피에서 발현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8그러나 cDNA의 일부
염기서열(323aminoacids)만 밝혀졌기 때문에,cDNA의 역할은 아직 명확
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사람 코점막 상피세포의
분화 정도와 MUC8유전자의 발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본
연구에서 섬모세포의 수는 분화정도에 따라 증가하였다.그러나 분비세포
의 수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 되었으며,MUC8mRNA 발현량의 증
가는 섬모세포의 수적 증가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이는 MUC8유전자의
발현이 섬모세포의 분화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MUC 유전자의 발현 부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MUC5AC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비용 조직에서 점막하
선조직보다 상피 세포 중 배세포에서 주로 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
지만 MUC8의 발현 부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었다.7MUC8
의 발현 부위에 대한 연구가 정확하지 않았던 이유중 하나는 MUC8에 대
한 항체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본 연구에서 MUC8단
백질의 국재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종에서 다클론 anti-MUC8peptide
항체를 제작하여 면역염색을 시행하였으며,MUC8단백질이 배세포에서가
아니라,섬모세포와 일부 염증세포에서 발현된다는 결과를 얻었다.따라서
정상 사람 코상피세포의 섬모세포의 표식인자로서 MUC8이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그러나 Lopez-Ferrer등은 MUC8단백질이 사람 기
관지 상피(bronchialepithelium)의 배세포 및 섬모세포 모두에서 발현된다
고 보고하였으며17,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체들이 다양한
MUC8의 peptide서열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과 Lopez-Ferrer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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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사용된 기관지 점막 대신 코점막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MUC8cDNA의 sequence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항체를 제작하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문제이며 다클론 항체가 아
닌 단클론 항체가 만들어 지면 MUC8에 대한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microarray와 2-DPAGE를 이용한 high-throughputanalysis로

인해 mRNA와 단백질 발현량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이 알려졌다.18,19이
러한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전사후조절(post-transcriptional
regulation)이 대표적이다.대부분의 조절유전자(regulatedgene)는 그 단백
질 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전사조절(transcriptional
regulation)이라고 한다.그러나 유전자발현의 변화 없이 합성되는 단백질
의 양만이 변화될 수 있는데,이는 전사후조절의 가능성을 나타낸다.따라
서 본 연구는 MUC8단백질이 IL-1β 처치 후 전사조절 또는 전사후조절에
의해 조절되는 지를 조사하였다.본 연구에서 세포들을 IL-1β로 처치했을
때 MUC8mRNA의 발현량이 단백량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였다.이
러한 결과는 MUC8단백질 발현량이 전사조절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보
여준다.
MUC8유전자는 비용상피세포에서 과발현되고 배양된 정상 사람 코상피

세포에서 감염 매개체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현 조절을 받는 점액 유전자
이므로 MUC8유전자의 전사 조절 기전은 질병에서의 점액 과발현을 이해
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며 전사 조절 기전 및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는 결국 점액 유전자의 궁극적으로 점액 유전자의 억제를 가져올
수 있어 중요하게 생각된다.
모든 세포들은 세포외의 특정 신호를 인지하고 특정 전사 인자를 활성화

하여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전사조절을 한다.특히



-16-

mitogen-activatedprotein(MAP)kinasefamily는 세포내의 신호 전달 매
개체로서 핵심적인 단백질이며 인체에서의 다양한 염증 반응,사멸,세포
분화,성장 등의 세포외 신호에 반응하여 활성화되어 전사인자를 활성화
시켜 필요한 유전자들의 전사를 조절한다.MAP kinase family는 Ras
protooncogene같은 growthfactor에 반응하여 활성화 되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kinase(ERK),자외선,열,산화기등에 의해 자극 되므로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SAPK)로 알려진 c-jun NH2terminal
kinase(JNK)그리고 P38MAPkinase등 3가지 subfamily가 알려져 있다.
ERK의 자극은 RSK1의 인산화 및 핵 내로의 전위, mitogen-and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 (MSK)의 인산화, 그에 의한
cAMP-response element-binding (CREB)과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1과 같은 전사 인자들을 활성화를 유발한다.20최근에 IL-1β에 의
한 MUC8유전자 발현의 유도가 사람 호흡 상피세포에서 일련의 ERK
MAPkinase/RSK1/CREBcascadepathway에 의해 매개된다는 연구가 보
고 되었다.21 따라서 IL-1β에 의한 MUC8유전자의 발현 증가에는 ERK
MAPK가 필수적이며 사람 코상피세포에서 MUC8유전자의 발현을 매개
하는 세포내 기전에 RSK1과 CREB의 활성화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MUC8유전자의 cDNA와 promoter의 염기 서열은 완전하게 밝혀

지지 않았으며,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로 인해 MUC8의 cDNA와
promoter의 염기 서열이 완전히 밝혀질 때,사람 호흡계에서 MUC8의 조
절과 기능이 완전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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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를 통해 MUC8단백질이 사람 코 점막 상피세포에서 특히 섬모
세포에서 발현되고 IL-1β의 처치에 의해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MUC8유전자가 사람 코 점막 상피세포에서 섬모세포의
분화 또는 그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결국,MUC8유전자
와 단백질의 발현량은 사람 코 점막 상피세포에서 섬모세포의 표식자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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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C8 as a ciliated cell marker 

in human nasal epithelium

Hyun Jik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Heon Yoon)

To examine the MUC8 mRNA expression pattern according to the mucociliary 

differentiation of the normal human nasal epithelial (NHNE) cells, and to investigate 

the localization of the MUC8 proteins in the nasal polyps. 

The passage-2 NHNE cells cultured using an air-liquid interface technique and nasal 

polyp specimens. On the 2, 7, 14, and 28 day after confluence, the ciliated cells were 

counted using cytospin slide immunostaining using H6C5 and β-tubulin, and the 

MUC8 mRNA levels were determined using real-time quantitative PCR. After 

synthesizing the polyclonal anti-MUC8 peptide antibodies, MUC8 immunostaining 

was preformed using the nasal polyps. The MUC8 mRNA and protein levels were 

determined with the NHNE cells treated with IL-1β (10 ng/ml for 24 hours) using 

RT-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The increasing pattern of the number of ciliated cells as well as the MUC8 gene 

expression level with increasing culture time in the NHNE cells was quite similar. 

MUC8 was expressed in the ciliated cells of the human nasal polyps. The MU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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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level as well as the mRNA level was up-regulated as a result of the IL-1β 

treatment.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MUC8 protein is expressed in ciliated cells 

from the human nasal epithelial cells and is up-regulated by the IL-1β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UC8 gene and protein expression levels might be 

used as a ciliated cell marker in the human nasal epithelium.

 Key Words : MUC8, ciliated cell, nasal epitheli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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