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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레티노인산이 배양 각질형성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는 외부로부터의 감염이나 외상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물리적 장벽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토카인(cytoki- 

nes)을 생산하는 등 피부 면역 기능에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레티노이드(retinoids)는 비타민 A와 그 유도체로서, 각질형성세포의 증식

과 분화 조절, 피지선의 크기 감소, 면역 조절 및 항염증 기능 등이 있으나, 

종종 레티노이드의 국소 도포로 인해 홍반이나 각질층 박리 등의 염증반응이 

유발되기도 한다. 특히 여드름이나 광노화 등의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레

티노인산(retinoic acid)은 국소 도포시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한 자극성 피부염 유발에도 사이토카인 

발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하에, 형질전환된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에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을 투여하고 6, 12, 24시간동안 배양한 

다음 IL-1α, TNF-α, IL-8, MCP-1, IL-10 등의 사이토카인 mRNA의 발

현을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real 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측정,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10-6M 레티노인산의 경우 투여 6시간 이후 IL-8 mRNA의 증

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12시간 경과 후에는 IL-1α, TNF-α, I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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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1, IL-10 mRNA의 발현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IL-8 mRNA 발

현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4시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IL-

10 mRNA의 발현은 더욱 증가한 반면 나머지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은 

12시간 경과 후의 발현에 비해 감소하였다. 10-7M 레티노인산의 경우에는 투

여 12시간 이후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IL-1α, TNF-α, IL-8, MCP-1, IL-10 mRNA의 발현이 모두 증가하였으

며 그 중에서도 특히 TNF-α와 IL-10 mRNA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을 관찰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서,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에 레티노인산을 투여함으

로써 IL-1α, TNF-α, IL-8, MCP-1, IL-10 mRNA의 발현이 모두 증가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레티노인산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 유발에 각질형

성세포로부터 생성된 사이토카인이 관여하리라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각질형성세포, 레티노인산, 사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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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노인산이 배양 각질형성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김  수  찬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지   윤 

 

 

I. 서   론 

 

피부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감염이나 손상에 대해 신체를 보호하는 물리적 

장벽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면역학적 방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다.1,17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는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로서 다

양한 사이토카인(cytokines)과 케모카인(chemokines)을 생산하는 등 피부의 

면역반응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각질형성세포는 Interleukin(IL)-1, IL-6, 

IL-7, IL-8, IL-10, IL-12, IL-15, IL-18, IL-20, Tumor necrosis 

factor(TNF)-α, Interferon(IFN)-α, IFN-β, IFN-γ, Monocyte chem- 

oattractant protein(MCP)-1,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MIP)-2, 

Interferon gamma inducible protein(IP)-10, Eotaxin, Tymus and activat- 

ion regulated chemokine(TARC), Regulated upon activative normal T 

expressed and secreted(RANTES)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각질형성세포 

유래의 이들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은 피부의 염증 및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5,6,7,8,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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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노이드(retinoids)는 비타민 A와 그 천연 또는 합성 유도체를 총칭하는 

말로서, 천연 레티노이드와 방향환 수에 따라 제1, 2, 3세대 합성 레티노이드

로 분류된다. 레티노이드는 각질형성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의 증식과 분

화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 기능이 있어 여러 면역세포들의 활성화 

및 성숙, 분화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18,19  

레티노인산(retinoic acid)은 각질형성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건선 등의 피부질환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콜라겐 분해 

효소의 전사인자인 AP-1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피부 주름을 치료하기 위

한 약물로서 임상에 이용되고 있다.25,27 그러나 종종 레티노인산의 국소 도포

로 인해 홍반이나 각질층박리 등의 염증반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및 화장품 제제로서 이용시 제한이 있다.20,26 현재까지 레티노인산의 국소 도

포시 유발되는 자극성 피부염에 대한 기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나,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해 각질형성세포로부터 생산되는 사이토카인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자극성 피부염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

법을 찾기 위해선,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해 각질형성세포에서 어떤 사이토카

인이 발현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23,35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한 각질형성세포에서의 사이토카인 생산은 mRNA나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형질전환시킨 각질형성세

포주인 HaCaT 세포2,3,4에 레티노인산을 투여한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

1α와 TNF-α 그리고 이들 사이토카인들에 의해 발현 유도되는 CXC 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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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인 IL-8과 CC케모카인인 MCP-1의 mRNA 발현 양상과 함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는 IL-10 mRNA의 발현 양상을 실시간 정량 중합

효소연쇄반응(real 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해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

로부터 IL-1α, TNF-α, IL-8, MCP-1, IL-10 mRNA의 발현이 증가하였

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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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논문 실험에 이용된 HaCaT 세포는 Norbert E. Fusenig 교수

(Heidelberg, Germany)로부터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HaCaT 세포는 

형질전환된 각질형성세포로서 정상 각질형성세포와 형태 및 반응 양식이 동일

하면서 계대배양이 제한되지 않아 유지하기가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2,3,4 

 

2.  실험 방법 

가. HaCaT 세포 배양 

HaCaT 세포는 10%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 ;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과 1% antibiotic/antimycotic(Gibco BRL)을 첨가한 

RPMI-1640(Gibco BRL)을 세포배양액으로 이용하여, 37℃, 5% CO2로 유지

되는 항온기(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계대배양은 배양 플라스크(culture 

flask) 면적의 80% 정도를 차지할 때까지 배양한 다음, 0.05% trypsin과 

53mM EDTA를 첨가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with phenol 

red, without Ca2+ or Mg2+)를 이용하여 세포를 배양 플라스크로부터 분리한 

다음 20% FBS가 포함된 배양액으로 trypsin을 중화한 후 원심분리하여 여러 

차례 계대배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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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티노인산이 각질형성세포의 사이토카인 발현에 미치는 영향 

10% FBS가 포함된 배양액으로 배양된 HaCaT 세포가 배양 플라스크 면

적의 80% 정도를 차지하면, 5% FBS가 포함된 배양액에 0.1% 에탄올, 10-

6M 및 10-7M 레티노인산(all-trans retinoic acid ; Sigma, St. Louis, MO, 

USA)을 각각 첨가하여 6시간, 12시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레티노인산은 99.9% 에탄올에 녹여 10-3M 농도로 만들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20℃에 보관하였다가 각 실험에 필요한 최적 농도로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1) RNA 분리 및 정량 

배양한 HaCaT 세포로부터 RNA를 분리하기 위해, TRIzol reagent(Gibco 

BRL) 500㎕를 첨가한 다음 스크래퍼(scraper)를 이용하여 배양 플라스크 바

닥으로부터 HaCaT 세포를 분리하여 실온에 5분간 두었다가, chloroform 

(Sigma) 200㎕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실온에 3분간 둔 다음 4℃에서 

13,000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만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층액

에 isopropylalcohol(Sigma) 500㎕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10분간 실온

에 두었다가 13,000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바

닥에 남은 침전물에 75% 에탄올 1㎖을 첨가하여 살짝 흔든 다음 13,000rpm

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남아 있는 에탄올을 공기중에서 완전히 건조시

켜 제거하고 남은 RNA 침전물에 0.1% diethylpyrocarbonate(Gibco B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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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를 첨가하여 RNA를 다시 녹였다. 각각의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으로부

터 분리한 RNA를 60℃ 수조에서의 10분간 가열로 변성시킨 다음 분광광도

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RNA 농도 및 순수도를 측정하였다. 

formaldehyde를 첨가한 1% agarose gel에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정량한 

RNA 1㎍과 RNA buffer(Sigma)를 1:2의 비율로 섞어 함께 전기영동시켜 

UV-투시계(transilluminator) 및 정량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Gel doc 

program(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18S(1.9kb) 및 

28S(5.1kb)의 RNA 밴드를 확인하고, 전기영동시킨 agarose gel 상의 RNA 

밴드 각각이 차지하는 density(INT/㎟)를 측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농도를 보

정하였다. 

 

(2)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각각의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으로부터 분리하여 정량, 보정한 RNA 1㎍에 

RNA PCR Kit Ver.2.1(TaKaRa Shuzo Co. Otsu, Shiga, Japan)을 이용하여 

역전사 반응을 실행하였다. 약술하면 10×RNA PCR buffer, 25mM MgCl2, 

10mM dNTP mixture, 40units/㎕ RNase inhibitor, 2.5pmol/㎕ Oligo-dT 

primer, 5units/㎕ reverse transcriptase를 각각 최종반응농도 1× RNA 

PCR buffer, 5mM MgCl2, 1mM dNTP mixture, 1units/㎕ RNase inhibitor, 

0.125mM Oligo-dT primer, 0.25units/㎕ reverse transcriptase가 되도록 

조절하여 RNase free dH2O을 이용해 최종량을 통일한 다음, 45℃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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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분, 4℃ 5분의 온도 순환 조건(thermal cycling condition)으로 진행시

켜 불안정한 상태의 RNA로부터 안정한 형태의 cDNA로 역전사시켰다.  

 

(3)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 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각각의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으로부터 TRIzol reagent (Gibco BRL)를 이

용하여 RNA를 분리한 후, RNA를 역전사시켜 보다 안정한 형태로 만든 

cDNA와 표적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primers 및 5’[FAM]-3’[TAMRA]로 

디자인한 TaqMan probes 그리고 2×TaqMan PCR mater mix를 섞어 만든 

각각의 반응 혼합액을 96 wells 7700 plate(12×8)에, 한 실험 개체당 

3wells씩 반복하여 25㎕씩 채운 다음, ABI 7700 - Ver. 2.0 Sequence 

Detection System (P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

하여, 50℃ 2분 (1회), 95℃ 10분 (1회), [95℃ 15초, 60℃ 1분] (40회)의 

온도 순환 조건으로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진행시켰다. 실시간 정

량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된 각 사이토카인의 primers 및 TaqMan probes

는 표 1과 같다. 

또한 각각의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cDNA 농도 차이로 인한 최종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증폭 산물의 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없애기 

위한 사람의 내인성 조절 유전자(human endogeneous control gene)로서 

glyceraldehydes-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5’[JOE]-3’[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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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probe)를 이용하였으며, 실시간 정량 증합효소연쇄반응의 최종 증폭 산

물의 양(amplicon amount)은 probe 형광물질의 값이 기준선(base line) 값

을 지나는 시점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진행 횟수, 즉 Ct(threshold cycle)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각각의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인 Ct값

을 GAPDH의 Ct값으로 빼고(ΔCt), 각각의 ΔCt값을 다시 정상 대조군의 Ct

값으로 뺀 ΔΔCt값을 이용해 2-ΔΔCt 의 공식으로 계산 및 도표화함으로써 실

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한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 각각의 표적 사이

토카인 유전자의 증폭량을 상대 비교 정량하여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표1.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 실험에 사용된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primers 및 probes 염기 서열  

 

 Forward primer [FAM]5’-probe-3’[TAMRA] Reverse primer 

IL-1α tgaaacctctaaaacatccaagctt ccttcaaggagagcatggtggtagt ttcagaaccttcccgttggt 

TNF-α cctgccccaatccctttatt ccccctccttcagacaccctcaacc ccaattctctttttgagccagaa

MCP-1 gctgtgatcttcaagaccattgtg ccaaggagatctgtgctgaccccaa tggaatcctgaacccacttctg

IL-8 ccggaaggaaccattctcact tgtaaacatgacttccaagctggccgtg atcaggaaggctgccaagag

IL-10 tgagaacagctgcacccactt caggcaacctgcctaacatgcttcg gctgaaggcatctcggagat 

GAPDH gaaggtgaaggtcggagtc [JOE]caagcttcccgttctcagcc[TAMRA] gaagatggtgatgggatt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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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레티노인산 투여 후 HaCaT 세포에서의 사이토카인 발현량 측정을 위한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 실험 결과 

(1)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 투여 6시간 후 HaCaT 세포에서 발현된  

사이토카인 mRNA 측정 결과     

     

그림 1.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 투여 6시간 후 HaCaT 세포에서  

발현된 사이토카인 mRNA 측정 결과.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  

투여 후 6시간이 경과했을 때, IL-8 mRNA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토카 

인들은 거의 발현 증가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다. (p＜0.0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IL-1α TNF-α IL-8 MCP-1 IL-10

R
e
la

ti
v
e
 A

m
o
u
n
t 

(m
e
an

±
S

E
M

)

 Normal  0.1% Ethanol  10   M RA  10   M RA10-6M RA 10-7M RA 



 12

(2)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 투여 12시간 후 HaCaT 세포에서 발현

된 사이토카인 mRNA 측정 결과 

 

그림 2.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 투여 12시간 후 HaCaT 세포 

에서 발현된 사이토카인 mRNA 측정 결과. 10-6M 및 10-7M 레티노인 

산 투여 후 12시간이 경과했을 때, 두 농도 모두에서 모든 사이토카인 

이 발현 증가하였으며, 특히 10-6M 레티노인산을 투여한 경우 IL-8  

mRNA의 현저한 발현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p＜0.05)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IL-1α TNF-α IL-8 MCP-1 IL-10

R
e
la

ti
v
e
 A

m
o
u
n
t 

(m
e
an

±
S

E
M

)

 Normal  0.1% Ethanol 10   M RA 10   M RA10-6M RA 10-7M RA 



 13

(3)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 투여 24시간 후 HaCaT 세포에서 발현

된 사이토카인 mRNA 측정 결과 

 

 

그림 3. 10-6M 및 10-7M 레티노인산 투여 12시간 후 HaCaT 세포 

에서 발현된 사이토카인 mRNA 측정 결과. 10-7M 레티노인산 투여 후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IL-1α, TNF-α, IL-8, MCP-1, IL-10 

mRNA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TNF-α와 IL-10 mRNA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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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6M 레티노인산 투여 후 HaCaT 세포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토카인 mRNA 발현 양상 

 

 

그림 4. 10-6M 레티노인산 투여 후 HaCaT 세포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토카인 mRNA 발현 양상. 10-6M 레티노인산 투여 12시간  

이후에 IL-1α, TNF-α, IL-8, MCP-1 mRNA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IL-8 mRNA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24시간 후에는 12시간 

에 비해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IL-10 mRNA는 계속 증가하 

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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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7M 레티노인산 투여 후 HaCaT 세포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토카인 mRNA 발현 양상 

 

 

그림 5. 10-7M 레티노인산 투여 후 HaCaT 세포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토카인 mRNA 발현 양상. 10-7M 레티노인산 투여 24시간  

이후에 IL-1α, TNF-α, IL-8, MCP-1, IL-10 mRNA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TNF-α와 IL-10 mRNA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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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레티노인산은 생체내 활성형태의 레티노이드로서 각질형성세포의 증식과 

분화 조절, 세포내 접합분자의 발현 감소,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억제, 피지 

선 크기의 감소, 면역조절 및 항염증 기능 등이 있어 여드름, 건선 등의 피부 

질환 치료제로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피부암, T세포 림프종 등의 악성 

종양 치료에도 사용된다.25,26,27,28 또한 자외선 조사로 생성되는 콜라겐 분해 

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1(MMP-1)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광노화의 치료제로서 사용되기도 한다.20 그러나 레티노인산의 국소적 

도포로 인해 자극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제한 

을 받고 있다.34,41,42,43  

레티노인산을 피부에 도포하면 표피 각질형성세포의 원형질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내로 들어가 레티노인산의 세포내 운반에 관여하는 세포내 레티노인산 

결합 단백질(cellular retinoic acid binding protein, CRABP)의 발현을 

유도하거나 결합하여, 핵 내에 비활성형으로 존재하고 있던 특이적 

레티노인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활성화된다.29,30 활성형의 “레티노인산-

수용체 결합체”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전사인자로 

작용하여, 유전자 촉진체(gene promotor)의 레티노인산 반응영역(retinoic 

acid response elements, RARE)에 결합함으로써 표적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한다.21,22,24,32 또한 레티노인산 수용체가 AP-1 전사인자의 구성단백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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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un 또는 c-Fos와 결합함으로써 AP-1의 전사인자로서의 작용을 방해하 

여 AP-1이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억제하는 

기전이 알려져 있다.36,37,38,39,48 레티노인산 수용체는 retinoid acid receptor 

(RAR)-α, RAR-β, RAR-γ, retinoid X receptor(RXR)-α, RXR-β, RXR-γ 

등의 6개 아형이 알려져 있다. RAR와 RXR는 레티노이드의 종류에 따라 

친화성을 갖는 수용체가 달라지며, RXR은 RAR, 비타민D,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등과 이형이합체를 이루어 작용하고, 각 조직에 따라 특이적인 분포 

양상을 보여, 대부분의 조직이 하나 이상의 레티노인산 수용체 아형을 서로 

다른 조합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의 정상 각질형성세포에는 RAR-α, 

RAR-γ, RXR-α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이 다량의 ‘RARγ-RXRα 이형이 

합체’와 소량의 ‘RARα-RXRγ 이형이합체’를 이루어 발현되고 있다.31,33,34  

레티노인산 투여에 의한 사이토카인의 발현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레티노인산 투여에 의해 각질형성세포로부터 IL-1, 

TNF-α 등의 사이토카인이 발현 증가된다는 보고44,45,46와 TNF-α에 의한 

ICAM-1 발현 증가에 대한 보고40, 난소 상피 종양 세포주로부터의 IL-8 

발현 증가에 대한 보고47 등이 있다. 또한 레티노인산 투여에 의해 T 림프종 

세포주로부터 IFN-γ의 발현이 감소되었다는 보고54와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해 쥐의 대식세포로부터 IL-12가 발현 억제되어 이에 따라 IFN-γ의 

발현이 감소되었다는 보고52 등이 있다. 현재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한 세포내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을 밝히기 위해 많은 실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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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데, IL-8 유전자 촉진체(promoter) 일부를 형질도입시킨  

흑색종 세포주내에 투여한 레티노인산이 NF-κB를 활성화시킴으로써 IL-8 

mRNA의 전사적 발현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한 실험4 8,  그리고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한 레티노인산이 NF-κB를 활성화시켜 IL-8 mRNA의 

전사적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힌 실험49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레티노인산에 의한 사이토카인의 발현 증가는 레티노인산이  

NF-κB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전사적 활성화를 상승적으 

로 유도하는 기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32,48,53  

이 외에도, 쥐의 대식세포에서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해 활성화된 레티노인 

산 수용체(RXR)가 NF-κB와 결합함으로써 IL-12의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인 NF-κB의 전사적 활성 감소로 IL-12 유전자의 전사적 발현이 

차단되어 IFN-γ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는 실험 결과52,53가 보고된 바 있다. 

 생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자극에 대한 생체내 방어기전인 염증반응은 

각종 사이토카인의 유도로부터 시작되며, 이들 사이토카인의 작용에 의해 다 

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사이토카인은 각질형성세포를 비롯한 피부의 

여러 세포로부터 생성되어 국소적 전신적 면역반응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극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부에서 자가분비  

적(autocrine) 또는 주변분비적(paracrine)으로 분비되어 세포내 RNA와 단 

백질 합성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염증, 면역, 조혈 반응 등의 생체 방어 

반응을 제어하는 중요한 활성 폴리펩타이드로서 신경계, 내분비계와 유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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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어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체방어시스템을 형성한다. 사이토 

카인의 생산은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전사 수준과 전사 후 수준에서 조절될 수 

있으며,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5’ 말단 상류(upstream) 

에 결합된 NF-κB, NF-AT, AP-1 등의 전사인자가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이 유도된다.8,9,10,16,38 

특정 자극으로 인해 유발된 염증 반응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이들 사이토 

카인에 의해 발현 유도되어 백혈구에 대한 특이적 주화성을 갖는 케모카인, 

그리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등 여러가지 복잡한 기전이 관여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에 레티노인산을 투여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α, TNF-α)과 케모카인(IL-8, MCP-1), 그리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IL-10)의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관찰하였다.   

IL-1α는 그 자신 또는 TNF-α나 기타 외부 자극에 의해 NF-κB가 

활성화됨으로써 전사적 발현이 증가되는 초기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으로서 

백혈구를 직접 활성화하진 않지만, 염증성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케모카인 

합성을 유도하여, 국소적 염증 반응을 진행 또는 증폭시킬 수 있다.8 TNF-

α는 급성염증반응과 특이면역반응의 중요한 연결자로서 보통 매우 많은 양으  

로 합성되어 거의 모든 형태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수용체를 쉽게 포화시킬 수 

있으며, 그 생물학적 효과는 분비된 사이토카인의 양에 의존하는데, 소량 생성 

되었을 경우 국소적으로 백혈구 및 내피세포에 작용하며, 새로운 표면수용체 

를 혈관내피세포에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내피세포에 호중구가 부착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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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이 생긴 국소 부위에 백혈구가 축적되게 하거나, 단핵구 및 다른 형태 

의 세포를 자극하여 더욱 많은 백혈구를 염증부위로 끌어들이기 위해 케모카 

인을 분비하도록 한다. 또한 많은 양이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혈류로 들어가 

내분비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8  

케모카인은 케모카인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는 백혈구에 대한 화학주성 물질 

로서, 백혈구를 혈액으로부터 케모카인 분비의 근원지로 이동시키며, 시스테인 

잔기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CXC, CC, C, CX3C의 4개 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케모카인은 혈관내피세포에 근접한 백혈구들을 끌어들이는 혈관매개물 

질과 혈관내피세포의 부착분자 발현을 유도하여 혈관내 백혈구들을 감염부위 

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IL-1α, TNF-α와 같은 초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염증 및 면역 반응에 수반되는 백혈구 침윤에는 IL-8, 

MCP-1 등의 케모카인이 본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10 CXC 케모카인12인 

IL-8은 급성 염증 반응시 CXCR1, CXCR2를 발현하고 있는 호중구와 

반응함으로써 호중구를 활성화시켜 혈액으로부터 염증 부위로 이동시키는 

호중구 주화성 뿐만 아니라 in vitro에서 호중구나 T세포에 대한 유주 활성, 

골수에서 말초혈로의 호중구 동원, 호중구의 활성화 및 CD11/18 등의 

접착분자 발현 항진, 호중구의 혈관내피세포로의 접착 증강 등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다채로운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CC 케모카인13인 

M C P - 1 은  염 증  반 응 시  각 질 형 성 세 포 로 부 터  생 성  증 가 되 어  호 중 

구를 제외한 기타 다른 염증 반응 세포들을 염증 부위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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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monocyte)를 혈액에서 감염 부위로 이동시켜 감염된 조직에서 대식세 

포가 되게 한다.  

 IL-10은 세포 매개성 면역을 억제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서, 각질형 

성세포로부터 분비된 IL-10은 각질형성세포로부터 발현 유도된 염증성 사이 

토카인으로 인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14,15 

본 실험에서는 형질전환시킨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2,3,4에 10-6M, 

10-7M 레티노인산 투여 6, 12, 24시간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인 

IL-1α, TNF-α, IL-8, MCP-1과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의 발현양

을 mRNA 수준에서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0-6M 레티노인산의 경우 투여 6시간 후 IL-8 mRNA의 발현 증가를 

시작으로, 12시간 경과 후 IL-1α, TNF-α, IL-8, MCP-1, IL-10 등 모든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이 최고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IL-8 mRNA의 발현

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24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IL-10을 

제외한 모든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12시간 경과 후와 비교했을 때 다시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다. 10-7M 레티노인산의 경우에는 투여 후 1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IL-1α, TNF-

α, IL-8, MCP-1, IL-10 등 모든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이 증가하였으

며 특히 TNF-α와 IL-10 mRNA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에 레티노인산을 투여함으

로써 IL-1α, TNF-α, IL-8, MCP-1, IL-10 mRNA의 발현이 증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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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0-6M의 레티노인산을 투여했을 때보다 10-7M의 레티노인산을 투여했을 

때 비교적 반응이 늦게 나타나긴 하지만, 24시간 후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mRNA 등의 현저한 발현 증가와 함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

10 mRNA의 발현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염증반응을 조

절하려는 신체의 항상성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레티노인산 투여로 인한 

각질형성세포에서의 사이토카인 발현 조절의 신호전달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NF-κB, AP-1 등과 같은 전사인자의 영향 및 역할 규명을 위한 실험이 계

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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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형질전환시킨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에 레티노인산 투여 후 IL-

1α, TNF-α, IL-8, MCP-1, IL-10 등의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을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해 측정, 비교한 결과, 염증성 사이토카 

인인 IL-1α와 TNF-α 그리고 케모카인인 IL-8과 MCP-1의 mRNA 발현 

이 모두 중가하였으며 레티노인산과의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 mRNA의 발현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10-6M 농도의 레티노인산 투여 12시간 경과 후 케모카인인 IL-8 

mRNA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10-7M의 레티노인산을 투여한 경우는 

24시간 이후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mRNA의 증가와 더불어 항염 

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 mRNA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관찰하였다. 

본 실험으로 레티노인산 투여 후 각질형성세포로부터 IL-1α, TNF-α, 

IL-8, MCP-1, IL-10 등의 사이토카인 발현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레티노인산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 유발기전에 IL-1α, TNF-α, IL-

8, MCP-1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관여하리라 생각되며, 이들 사이토카인 

에 의해 유발된 염증반응은 레티노인산 투여 24 시간 후에 발현 증가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 에 의해 억제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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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atinocytes not only play a role in maintaining physical barrier function 

against infection and injury but also are actively involved in skin immune 

responses through production of various cytokines.  

Retinoids, vitamin A and its natural and synthetic derivatives, regulate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keratinocytes and have immuno- 

modulatory properties. In addition, topical retinoic acid(RA) also has inhibitory 

effect on collagenase production from fibroblasts induced by ultraviolet lights. 

RA are used commonly for the treatment of skin diseases such as acne and 

photoaging, but the usage is restricted because RA frequently has induced 

irritant contact dermatitis. 

In this study, we hypothesized that irritant contact dermatitis induced by RA is 

closely related to production of cytokines from keratinocytes. We performed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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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to measure mRNA expression 

pattern of cytokines, IL-1α, TNF-α, IL-8, MCP-1, IL-10, after 6, 12, and 24 

hours incubation of RA with concentration of 10-6M and 10-7M to transformed 

keratinocyte cell (HaCaT cell). 

As a result, after 6 hours incubation of 10-6M RA, mRNA expression of IL-8 

increased. After 12 hours incubation, all of tested cytokines, IL-1α, TNF-α, 

IL-8, MCP-1, IL-10, increased. Especially increase of IL-8 mRNA was 

remarkable. After 24 hours incubation, we observed that expression of IL-1α, 

TNF-α, IL-8, MCP-1 mRNA decreased than the expression of cytokines after 

12 hours incubation, but the expression of IL-10 mRNA was continuously in high 

level. In the case of 10-7M RA, there was no particular change up to after 12 

hours incubation. After 24 hours incubation, however, mRNA expression of 

cytokines, IL-1α, TNF-α, IL-8, MCP-1, IL-10 increased. Particularly, mRNA 

expression of TNF-α and IL-10 remarkably increased after 24 hours 

incubation of RA.  

In conclusion, RA induced mRNA expression of IL-1α, TNF-α, IL-8, MCP-

1, IL-10 in HaCaT cells. Therefore cytokines induced by RA from keratinocytes 

may play a role in induction of irritant contact dermatitis. 

 

Key Words : Keratinocytes, Retinoic acid, Cytok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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