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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성지방은 동맥경화증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가 각종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증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가 단핵구에서 분화하는 과정에서, 또 분화 후 

중성지방을 탐식하였을 경우 MMPs의 발현변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단핵구에서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MMP-2를 제외한 대부분의 MMP가 

발현증가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분화과정 중 MMP의 발현이 시작되는 

시간은 상이하였다. 신호전달물질 저해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분화과정에서 

MMPs의 발현증가에 MEK1 신호전달물질이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분화된 대식세포에 중성지방을 처리하였을 때 MMP-1, -9, -19를 

제외한 나머지 MMP 발현이 억제양상을 보임을 관찰하였다. 특히 MMP-8과 

MMP-12 발현이 중성지방 처리에 의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신호전달물질 

저해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중성지방 처리에 의한 MMP-8, -12 발현감소에 

NF-κB가, MMP-3 발현감소에 cRAF와 PLC가, MMP-10 발현감소에 NF-κB, PI3K 

및 cRAF가 관여함을 확인하여 중성지방에 의한 대식세포 내 MMP 

발현감소가 MMP마다 다른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MMPs 발현감소와 관련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각종 염증성 질환에 중성지방의 역할과 

MMPs 관련기전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Ⅰ. 서 론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는 단핵구(monocyte), 대식세포

(macrophage), 내피세포(endothelial cell), 평활근 세포(smooth muscle cell)를 포함

한 다양한 세포에서 생성되는 아연-의존적 단백분해효소(zinc-dependent 

proteases) 이다 (1).  MMPs는 배발생, 뼈생성, 상처치유, 혈관신생 등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MMPs가 비정상적으로 과발현 또는 활성화 

될 경우 결합조직 등을 파괴시켜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 MMPs는 세포 외 기질 분해 기능과 더불어 세포의 증식

(proliferation) 및 이동(migration), 세포사멸(apoptosis)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면역

세포에서 각종 사이토카인(cytokine)과 그 수용체(receptor) 또는 세포증식인자

(growth factor)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는데 관여하여 염증반응 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 

 현재까지 인간에게서 발현하는 MMPs는 23종이 보고되고 있으며, 기

질(substrate)에 대한 특이도 및 단백질을 구성하는 domain 구조에 따라 총 6개

의 아형 그룹(subclass group)으로 분류된다. 6개의 아형 그룹은 각각 

collagenases (MMP-1, -8, -13), gelatinases (MMP-2, -9), stromelysins (MMP-3, -10), 

matrilysins (MMP-7, -26), 세포막 결합 MMPs (MT-MMPs) 그리고 기타 MMPs 

(MMP-12, -19, -20, -27)로 구성된다 (5, 6, 7). MMPs를 발현하는 세포들은 다양한 

세포증식인자, 사이토카인, 케모카인(chemokines)에 의해 또는 세포 외 기질과

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작되어 MMPs를 발현하며 주로 mRNA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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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단계에서 MMPs발현이 조절 된다 (8). 이렇게 발현된 MMPs는 

pro-peptide domain과 아연 이온이 촉매부위(catalytic site)에 결합하여 기질과의 

결합을 억제하여 비활성화 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다양한 활성유도 신호에 의

해 pro-peptide domain이 제거되면서 활성부위(active site)가 기질과 결합하게 되

어 기질을 분해할 수 있게 된다 (6, 9, 10). 이렇게 활성화된 MMPs는 활성억제

가 필요할 경우 세포에 존재하는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 (TIMPs)라 

명명되는 억제단백질에 의해 그 활성이 억제된다 (1). 

이러한 MMPs는 내피세포, 평활근세포와 더불어 단핵구, 대식세포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immune cell)에서 발현된다 (1). 최근 보고에 의

하면 각종 염증성 질환의 발달에 MMPs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단핵구 및 

대식세포에서 발현하는 MMPs가 이러한 염증성 질환 발달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1). 인간 단핵구에서 MMP-8, -11, 17, -23, -25 등의 일부 

MMPs 발현이 보고되어 있으며 (12) 세포의 체외 배양 시간에 따라 또는 세포 

외 기질 구성성분에 의한 자극이나 다른 세포에 의한 직, 간접적인 자극 등에 

의하여 단핵구 내 일부 MMPs 발현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3, 14). 

이러한 MMPs의 발현은 단핵구가 분화하여 생성되는 대식세포에서도 관찰되

는데 MMPs의 발현 양상은 단핵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또한 세포주를 이용한 이전 연구에서 THP-1이나 U937과 같은 단핵구 유사 세

포주(monocyte-like cell lines)에 phorbol-12 myristate 13-acetate (PMA)를 처리하게 

되면 유사 대식세포(macrophage-like cells)로 분화하며 이때 MMPs 발현 양상에 

변화가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으나 (11, 13)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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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는 동맥혈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

로 주요 유발인자는 혈관 조직 내 산화 저밀도 지방단백질(oxidized low density 

lipoprotein, oxi-LDL)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혈중에 존재하는 중성지방

(triglyceride, TG)또한 동맥경화증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16, 17, 18). 현재 동맥경화증 발달과정은 혈관손상에 대한 반응가설(reaction to 

injury hypothesis)로 설명되고 있다 (19, 20, 21).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동

맥 내피세포 손상으로 투과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액 내 저밀도 지방 단

백질이 내피세포 층을 통과하여 혈관벽 내막(intima)에 축적, 산화되어 산화 저

밀도 지방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 (22). 이어 단핵구가 혈관벽 내막으로 이동

하여 대식세포로 분화하고, 분화된 대식세포는 내막에 축적된 산화 저밀도 지

방단백질을 탐식하며 거품세포(foam cell)를 형성하게 된다 (11). 시간이 경과하

면 거품세포는 세포자연사(apoptosis)를 통해 사멸되고 사멸된 거품세포는 주위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된다. 하지만 일부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 주위세포에 괴

사(necrosis)를 유발해 죽상판(plaque) 내 염증반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동맥

경화증이 악화된다 (23, 24, 25). 최근 거품세포 형성에 중성지방이 관여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16) 이렇게 중성지방 탐식에 의해 생성된 거품세포가 세포

자연사 보다는 괴사과정을 통해 사멸하여 주위조직에 염증반응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26). 통계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참고 수치인 150 

mg/dl보다 높은 160 mg/dl이상일 경우 동맥경화증의 발생위험률이 2.6배 정도 

증가하며, 중성지방 수치가 200 mg/dl, 저밀도 지방단백질 대 고밀도 지방단백

질(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동맥경화증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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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률이 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27). 동맥경화증의 발병요인

의 하나로 보고된 중성지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28), 현재까지 동

맥경화 발생기전에서 중성지방의 정확한 역할은 규명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동맥경화 발달에 혈관 평활근 세포의 이동 및 증식, 그리고 대식세포의 동원

(recruitment)과 축적(accumulation)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9) 이러한 

세포들의 이동이나 동원을 위해서는 세포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의 

분해과정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MMPs가 관여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30). 

본 연구에서는 동맥경화증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에 중성지방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염증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식세포가 중성지방을 탐식할 때 각종 염증성 질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MMPs 발현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단핵구에서 대식세포로의 분화 시 MMPs의 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더불어 MMPs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성지방 탐식에 의해 대식세포 내 MMPs 발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였으며 관련 세포신호전달체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중성지방이 염증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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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USA)이 포함된 RPMI-1640 

(Gibco BRL, USA)배지를 이용하여 인간 단핵구 백혈병 세포주인 THP-1 

세포(ATCC)를 5% 이산화탄소 존재 하에 37℃에서 배양하였다. THP-1 세포를 

대식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 6-well plate에 well 당 1.0 × 10
6 개의 세포를 심고 

200 nM phorbol-12 myristate 13-acetate (PMA; Sigma-Aldrich, USA)를 72 시간 동안 

처리 하였다. 이때 매 24시간 마다 200 nM PMA와 10% FBS가 첨가된 RPMI-

1640 배지를 well당 2 ml씩 교체하였다.  

 

2. PMA처리에 의한 THP-1세포의 대식세포로 분화유도 

 

단핵구에서 대식세포로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THP-1 세포에 PMA를 

여러 농도와 시간대로 처리하였는데 PMA 농도 의존적 실험을 위해 0, 1, 2, 4, 

10, 20, 40, 100 nM 로 72시간 처리하였으며 PMA 처리시간 의존적 실험을 위해 

0, 6, 12, 24, 36, 48, 60, 72 시간 동안 200 nM PMA를 처리하였다. 

 

3. 대식세포로 분화 시 신호전달물질에 대한 저해제 처리 

 



 

6 

 

THP-1 세포에 200 nM PMA를 72시간 처리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PMA 48 시간 처리한 후 아무 저해제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50 nM RO-31-7549 (pan-PKC inhibitor, Calbiochem), 50 uM PD 98059 

(MEK1 inhibitor, Calbiochem), 10 uM BAY 11-7085 (NF-kB inhibitor, Enzo life 

science), 10 uM LY  294002 (PI3K inhibitor, Calbiochem), 20 uM SB 203580 (p38 

MAPK inhibitor, Calbiochem), 0.5 uM GW 5074 (cRAF-1 kinase inhibitor, Calbiochem), 

50 ng/ml U 73122 (PLC inhibitor, Cayman) 를 첨가하여 24 시간 더 배양하여 

MMPs 발현을 조사하였다. 

 

4. 분화된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THP-1 세포에 200 nM PMA를 48 시간 동안 처리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킨 후 중성지방 1.0 mg/ml을 200 nM PMA와 같이 24 시간 더 

처리하였다. 중성지방 농도 의존적 실험을 위해 0, 0.1, 0.2, 0.5, 1.0, 2.0 mg/ml를 

각각 200 nM PMA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으며 중성지방 

처리시간 의존적 실험을 위해 1.0 mg/ml 중성지방을 각각 200 nM PMA와 같이 

0, 3, 6, 12, 18, 24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5. 대식세포에 중성지방과 신호전달물질에 대한 저해제 동시 처리 

THP-1 세포에 200 nM PMA를 48시간 처리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킨 

후 1.0 mg/ml 중성지방과 아무런 저해제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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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g/ml 중성지방과 50 nM RO-31-7549, 50 uM PD 98059, 10 uM BAY 11-7085, 10 

uM LY 294002, 20 uM SB 203580, 0.5 uM GW 5074, 50 ng/ml U 73122을 같이 

처리하여 24시간 더 배양한 후 MMPs 발현을 조사하였다.  

 

6. RNA 분리 및 RT-PCR 

 

대식세포로 분화된 THP-1 세포를 1 ml PBS로 2회 세척 후 1 ml의 

Trizol (Invitrogen, USA)을 처리한 뒤 1.5 ml tube에 옮겼다. 여기에 0.2 ml의 

chloroform을 첨가하여 15 초간 세게 흔들어준 다음 4℃, 12,000 g에서 15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분리하여 새로운 1.5 ml tube로 옮겨 

담고 isopropanol 0.5 ml을 넣어준 다음 10 분간 방치하였다. 10 분 뒤 4℃, 

12,000 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침전물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상층액은 버리고 75% ethanol을 1 ml씩 넣어준 뒤 침전물을 풀어주었다. 그 후 

4℃, 7,500 g에서 5 분간 원심분리 한 뒤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건조시킨 후 DEPC-treated water (Intron, Korea) 30 μl로 녹였다. RNA의 

양은 Infinite M200 (TECAN, Switzeland)를 이용하여 2 μg/ml로 정량화한 후 

Moloney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 (MMLV-RT; Invitrogen, 

Netherlands)를 이용하여 cDNA로 역전사 시켰다. 이렇게 역전사 시킨 cDNA를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에 특이적인 

프라이머(primer)를 이용한 증폭 산물로 내부기준(internal control)을 정하고, 

MMP-1, -8, -3, -10, -12, -19, -2, -9, -7 (MMP-1, 5’- GAT GGG AGG CAA GTT GAA 

AA -3’ 및 5’- CCA GGT CCA TCA AAA GGA GA -3’ ; MMP-8, 5’- GGA AAC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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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G TGG GAA CG -3’ 및 5’- AGT CCA TAG ATG GCC TGA ATG C -3’ ; MMP-3, 

5’- GGC CAG GGA TTA ATG GAG AT -3’ 및 5’- GCT GAC AGC ATC AAA GGA CA 

-3’ ; MMP-10, 5’-GTG GAG TTC CTG ACG TTG GT -3’ 및 5’- TGC CTG ATG CAT 

CTT CTG TC -3’ ; MMP-12, 5’- ACA CCT GAC ATG AAC CGT GA -3’ 및 5’- AGC 

AGA GAG GCG AAA TGT GT -3’ ; MMP-19, 5’- GGG TCC TGT TCT TCC TAC AT -3’ 

및 5’- CAA TCC TGC AGT ACT GGT CT -3’ ; MMP-2, 5’- TTT CCA TTC CGC TTC 

CAG GGC AC -3’ 및 5’- TCG CAC ACC ACA TCT TTC CGT CAC T -3’ ; MMP-9, 

5’- TGG AGA GTC GAA ATC TCT GG -3’ 및 5’- ACC AAA CTG GAT GAC GAT GT 

-3’ ; MMP-7, 5’- AAC TCC CGC GTC ATA GAA ATA ATG -3’ 및 5’- ACC CAA ACA 

ATG GCC AAG TTC ATG -3’)로 구성된 일련의 MMPs를 특이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수행하였다. 

증폭된 DNA는 0.4% ethidium bromide (EtBr)이 첨가된 2.0%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한 후, 상대적 발현 정도를 gel-Doc (Bio-Rad, USA)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은 3회씩 실시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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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PMA 처리에 의한 단핵구의 대식세포 분화 과정에서 MMPs 발

현 증가 
 

 PMA는 단핵구나 단핵구 유사 세포주에 처리 시에 대식세포로의 분화

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 일부 MMPs의 세포 외 분비(secretion)

가 촉진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12, 31, 32, 33, 34). 본 연구에서는 PMA처리

에 의한 단핵구의 대식세포 분화과정에서 MMPs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THP-1 세포에 PMA를 농도 의존적으로 처리한 후 각 MMPs의 mRNA양을 

RT-PCR로 확인하였다. MMP-2는 PMA처리 이전에도 발현되어 있었다 (Figure 

1). 그러나 MMP-2를 제외한 collagenases (MMP-1, -8), stromelysins (MMP-3, -10), 

기타 MMPs (MMP-12, -19), matrilysins (MMP-7), 그리고 gelatinases 중 MMP-9은 

PMA처리 전에는 mRNA 수준에서 발현이 관찰되지 않다가 PMA 처리에 의해 

대식세포로 분화 되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 확인한 MMP 중

에 MMP-10은 다른 MMP에 비해 고농도의 PMA처리시에 발현이 증가하는 것

이 관찰되었다 (Figure 1). 특이적으로 MMP-2는 저농도(1-4 nM)의 PMA 처리 

시에는 증가하다 고농도(20-100 nM) PMA 처리 시에는 PMA 미처리 시와 비슷

한 발현수준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실험 대상 MMPs 중 

MMP-2를 제외한 다른 MMPs는 PMA처리에 의해 THP-1 세포가 단핵구에서 

대식세포로 분화할 때 발현이 감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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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ose-dependent expression of MMPs during PMA-induced 

differentiation of THP-1 cells.  

(A) THP-1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PMA (0, 1, 2, 4, 10, 20, 40 

or 100 nM) for 72 hrs. cDNA was prepared from extracted total RNA and subjected to 

PCR to amplify MMPs. The PCR products were analyzed on a 2% agarose gel and GAP-

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ometric analysi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presented a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s mRNA relative to GAP-

DH mRNA.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MMPs relative to GAP-DH in cells treated 

with 100 nM PMA was set as 100. Data ar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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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식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PMA 처리시간 의존적 MMPs 

발현량 변화 

 

다음으로 PMA를 시간 의존적으로 처리하여 각 MMPs의 발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 MMP-2를 제외한 다른 MMPs는 PMA처리 시간 의존적으로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2). Collagenases 아형 그룹에 속한 MMP-

1과 MMP-8, stromelysins 아형 그룹에 속하는 MMP-3과 MMP-10은 각각 

PMA처리에 따른 발현 시간대가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 

MMP-2는 PMA 처리 후 24시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발현량이 감소하여 PMA처리 72시간 경과 후에는 

PMA 미처리 시 수준의 발현량으로 돌아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2). 또한 collagenases (MMP-1, -8), stromelysins (MMP-3, -10), 기타 MMP중 MMP-

12는 PMA처리 후 60시간 경과 후에 발현이 관찰된 반면 MMP-19, MMP-9, 

MMP-7은 PMA처리 후 24시간 경과 후부터 발현이 관찰되었다 (Figure 2). 본 

연구를 통해 실험대상 MMPs 중 MMP-2를 제외한 다른 MMPs는 PMA처리에 

의해 THP-1 세포가 단핵구에서 대식세포로 분화할 때 시간 의존적으로 

발현이 감작되며 MMPs 발현의 PMA 시간 의존성은 아형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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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ime-dependent expression of MMPs during PMA-induced 

differentiation of THP-1 cells.  

(A) THP-1 cells were differentiated with PMA (200 nM) for the indicated times (0, 6, 12, 

24, 36, 48, 60 or 72 hrs). Total RNA was extracted and cDNA was prepared. PC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MP-specific primers. The PCR products were resolved 

on a 2% agarose gel.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ometric 

analysi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presented a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s mRNA relative to GAP-DH mRNA.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MMPs 

relative to GAP-DH in THP-1 cells treated with 200 nM PMA for 72 hrs was set as 100. 

Data ar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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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식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MEK-1 의존적 MMPs 발현 증가 

 

THP-1 세포를 대식세포로 분화시키는데 사용되는 PMA는 PKC를 

활성화 하는 물질(activator)로 알려져 있다 (35). 따라서 PMA 처리에 따른 

MMPs 발현 증가에 PKC가 관여하는지 확인하였다. THP-1 세포에 200 nM의 

PMA를 처리하여 48 시간 동안 배양한 뒤 classical PKC 저해제인 RO-31-

7549를 처리하고 24 시간 배양한 후 MMPs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예상과 

다르게 PKC활성을 억제한 경우에도 PMA에 의한 MMPs 발현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Figure 3). 본 연구 결과를 통해 THP-1 세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PMA에 의한 MMPs 발현 증가를 매개하는 신호전달체계에 

PKC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PMA에 의한 THP-1 세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 시 야기되는 

MMPs의 발현 증가와 연관된 신호전달체계 단백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종 

신호전달물질에 대한 저해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THP-1 세포에 

200 nM의 PMA를 48 시간 동안 처리한 뒤 각종 신호전달물질 특이적 

저해제를 처리하고 24시간 배양 후 MMPs 발현 양상을 RT-PCR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cRAF-1에 대한 억제제인 GW 5074와 PLC 억제제인 U 73122를 

처리시에는 PMA에 의한 MMPs의 발현증가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 하지만 collagenases (MMP-1, -8), stromelysins (MMP-3, -10), 

그리고 기타 MMPs 아형 그룹 중 MMP-12와 같은 경우, MEK1에 대한 

억제제인 PD 98059를 처리하면 PMA에 의한 발현 증가가 대부분 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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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MMP-19, MMP-9, MMP-7의 경우에도 PD 98059 

처리시 PMA처리에 의한 발현이 일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MMP-2를 제외한 MMPs은 PMA처리에 의한 발현 

증가가 MEK1관련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llagenases (MMP-1, -8)의 경우, NF-κB 특이 억제제인 BAY 11-7085 처리시 

PMA에 의한 MMPs 발현이 일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stromelysins 

(MMP-3, -10)은 p38 MAPK 특이 억제제인 SB 203580 처리시 PMA처리에 의한 

MMP 증가가 억제 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3). 또한 MMP-8과 MMP-12는 PI3-

K 특이 억제제인 Ly 294002 처리시 PMA에 의한 발현이 억제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ure 3). 이러한 결과는 PMA의 자극에 의한 MMPs 발현이 

MEK1관련 신호전달체계 이외에 NF-κB, p38 MAPK, PI3-K 등의 

신호전달물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 됨을 보여주며 또한 일부 MMP 아형 

그룹에서는 특정 신호전달물질이 공통적으로 관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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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K1-mediated up-regulation of MMPs during PMA-

induced differentiation of THP-1 cells.   

(A) THP-1 cells were incubated with PMA (200 nM) for 48 hrs and then treated with 

inhibitors RO-31-7549 (50 nM), PD 98059 (50 μM), BAY 11-7085 (10 μM), Ly 294002 

(10 μM), SB 203580 (20 μM), GW 5074 (0.5 μM), or U 73122 (50 ng/ml) for another 24 

hrs. cDNA was prepared from total RNA extracts and subjected to PCR to amplify MMPs. 

The PCR products were resolved on a 2% agarose gel.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ometric analysi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presented a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s mRNA relative to GAP-DH mRNA.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MMPs relative to GAP-DH mRNA in PMA-treated cells 

without treatment with inhibitors was set as 100. The data represent results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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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MMPs 발현량 변화 

 

 앞선 결과에서 PMA에 의한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 시 MMPs의 

발현양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PMA에 의하여 분화된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MMP 발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HP-1세포에 48 시간 동안 PMA를 처리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킨 후 

중성지방을 24 시간 처리하여 각 MMPs의 mRNA양을 RT-PCR로 확인하였다. 

아형 그룹의 구별과 관계없이 일부 MMPs에서 중성지방 처리 시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 MMP-8, -3, -12, -9, -7은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MMP-8, -12, -7의 경우 중성지방 처리에 의해 발현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MMP-1, -10, -19, -2와 같은 경우 

중성지방에 의한 발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분화된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일부 MMPs의 발현 양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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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G-induced reduction of MMPs expression in PMA-

differentiated THP-1 macrophage cells.  

(A) THP-1 cells were differentiated into macrophages by treating the cells with PMA 

(200 nM) for 48 h. The differentiated cells were incubated with (1 mg/ml) or without TG 

for 24 h. cDNA was prepared from total RNA extracts and subjected to PCR to amplify 

MMPs. The PCR products were resolved on a 2% agarose gel.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ometric analysi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presented a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s mRNA relative to GAP-DH mRNA.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MMPs relative to GAP-DH mRNA in differentiated THP-1 

cells without TG treatment was set a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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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농도 의존적 MMPs 발현 감소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중성지방 처리농도에 따른 MMPs 발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THP-1 세포에 PMA를 48시간 처리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킨 후 중성지방을 농도 의존적으로 24시간 처리하여 각 MMPs의 

mRNA양을 RT-PCR로 확인하였다. MMP-8, -3, -12, -9, -7은 중성지방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현이 감소하였다 (Figure 5). 특히 MMP-8, -12와 같은 경우 

저농도의 중성지방 처리 시부터 발현이 급격히 감소하여 고농도의 중성지방을 

처리하게 되면 거의 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5). 반면 

MMP-3, -9, -7의 경우 고농도의 중성지방 처리시에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5). MMP-1, -10, -19, -2에는 중성지방 처리에 의해 

대식세포에서 일부 농도에서 발현이 증가하였다가 원래의 발현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거나 발현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 본 연구를 통해 

MMPs 중 MMP-8, -3, -12, -9, -7의 발현이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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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ose-dependent decrease of MMPs expression in TG-treated 

THP-1 macrophage cells.   

(A) Differentiated THP-1 macrophage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TG 

(0, 0.1, 0.2, 0.5, 1.0, 2.0 mg/ml) for 24 hrs. cDNA was prepared from extracted total RNA 

and subjected to PCR to amplify MMPs. The PCR products were analyzed on a 2% 

agarose gel and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ometric analysi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presented a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s 

mRNA relative to GAP-DH mRNA.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MMPs relative to 

GAP-DH in differentiated THP-1 macrophage without TG treatment was set as 100. Data 

ar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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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시간 의존적 MMPs 발현 억제 

 

다음으로 중성지방을 분화된 대식세포에 시간 의존적으로 처리하여 

각 MMPs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THP-1 세포에 PMA를 48 시간 처리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킨 후 중성지방을 시간 의존적으로 24 시간 처리하여 각 

MMPs의 mRNA양을 RT-PCR로 확인하였다. MMP-8, -3, -12, -9, -7은 중성지방의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MMP-1은 중성지방의 처리 시간과 관계없이 발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MP-19, -2는 중성지방 처리에 따라 발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처리 

24시간 후에는 중성지방 미처리 시 발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MP-10의 경우 중성지방 처리 후 3 시간 이내에 발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6시간에 원래의 발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부 MMPs가 분화된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중성지방 

처리시간 의존적으로 발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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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ime-dependent reduction of MMPs expression in TG-treated 

THP-1 macrophage cells.   

Differentiated THP-1 macrophages were treated with TG (1.0 mg/ml) for the indicated 

times (0, 3, 6, 12, 18, 24 hrs). Total RNA was extracted and cDNA was prepared. PC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MP-specific primers. The PCR products were resolved 

on a 2% agarose gel.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Densitometric analysi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presented a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s 

mRNA relative to GAP-DH mRNA.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MMPs relative to 

GAP-DH in differentiated THP-1 macrophage without TG treatment was set as 100. Data 

ar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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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성지방 처리에 의한 대식세포 내 MMPs 발현감소에 관련된 

신호전달물질 확인 

 

대식세포로 분화된 세포에 중성지방을 처리 시 야기되는 MMPs 

발현감소와 관련된 신호전달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중성지방을 대식세포에 

처리 시 동시에 각종 신호전달물질 특이적 저해제를 처리하여 MMPs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THP-1 세포에 PMA를 48 시간 동안 처리하여 대식세포로 

분화시킨 뒤 각종 신호전단물질 특이적 저해제인 RO-31-7549 (50 nM), PD 

98059 (50 uM), BAY 11-7085 (10 uM), LY 294002 (10 uM), SB 203580 (20 uM), GW 

5074 (0.5 uM), U 73122 (50 ng/ml)을 중성지방과 동시에 처리하고 24 시간 

배양한 후 MMPs 발현 양상을 RT-PCR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MMPs는 본 실험에서 확인한 신호전달물질 저해제 처리 시 발현 양상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MMP-8과 MMP-12의 경우 NF-κB 저해제인 

BAY 11-7085의 처리 시 중성지방 처리에 의한 발현 억제가 일부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MMP-3은 cRAF 및 PLC 저해제인 GW 5074와 U 

73122의 처리 시 중성지방에 의한 발현감소가 일부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MMP-10의 경우 NF-κB, PI3K 및 cRAF 저해제인 BAY 11-7085, 

LY 294002 및 GW 5074 의 처리 시 부분적으로 발현이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ure 7). 이러한 결과는 MMPs의 중성지방 처리에 의한 발현 

억제가 MMP 종류마다 서로 다른 신호전달물질에 의해 매개 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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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ignaling molecules associated with TG-induced decreased 

expression of MMPs in THP-1 macrophages.  

A) Differentiated THP-1 macrophage were treated with inhibitors RO-31-7549 (50 nM), 

PD 98059 (50 μM), BAY 11-7085 (10 μM), Ly 294002 (10 μM), SB 203580 (20 μM), 

GW 5074 (0.5 μM), or U 73122 (50 ng/ml) for 30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or 

without TG (1 mg/ml) for 24 hrs. cDNA was prepared from total RNA extracts and 

subjected to PCR to amplify MMPs. The PCR products were resolved on a 2% agarose 

gel.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Densitometric analysis.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and are presented as the expression levels of MMPs mRNA 

relative to GAP-DH mRNA.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MMPs relative to GAP-DH 

mRNA in differentiated THP-1 macrophage without TG treatment was set as 100. The 

data represent results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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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MMPs는 말초 혈액 내의 단핵구에도 일부 낮은 수준으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단핵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등의 세포 외 기질과 접촉

하게 되면 일부 MMPs의 발현이나 세포 외 분비가 활성화되어 MMPs에 의한 

세포 외 기질 분해가 조직 내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단핵구의 조직으로의 이동 시 단핵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가 유도되게 

되고 이것이 일부 MMPs의 발현양상을 변화하게 한다는 보고도 되어있다 (11). 

이러한 단핵구의 MMPs 발현의 변화는 lipopolysaccharide (LPS)나 염증성 사이

토카인(inflammatory cytokine)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THP-1 세포에 PMA를 처리하여 단핵구를 대식세포로 분

화시키는 과정에서 세포막 결합 MMP 아형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MMPs 발

현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PMA에 의하여 대식세포로 분화

된 THP-1 세포에 동맥경화증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에 인자로 주목받기 시작

하고 있는 중성지방을 처리 시에 MMPs 발현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았다. 

 PMA에 의하여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분화 시 MMP-2를 제외한 대부분

의 MMPs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2). 이러한 결론을 

기초로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반응을 위해 단핵구가 이동할 때 조직에서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MMPs 발현이 증가하여 염증 병변으로의 이동

이 촉진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collagenase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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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melysins 등의 아형 그룹에 같이 속해있는 MMPs는 PMA 처리 시간에 따른 

발현 증가 양상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 

PMA의 처리 시간에 따라 MMPs의 발현 양상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나타내

었다. MMP-19, -9, -7의 경우 PMA 처리 24시간 정도에 발현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으나 MMP-1, -8, -3, -10, -12의 경우에는 PMA 처리 후 60시간 정도가 경과 

후 발현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MMPs 활성 시에 단계

적으로 MMPs가 활성화되어 먼저 활성화 된 MMPs가 다른 MMPs를 연쇄적으

로 활성화시켜 세포 외 기질의 분해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MMP-2가 다른 MMPs와는 달리 단핵구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현 (Figure 1, 

2) 됨을 확인하였는데 단핵구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MMP일 가능성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전의 보고에 의하면 MMP-2는 불활성화 상태의 MMP-1, -2, 

-13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6) 단핵구에 발현되어 있는 

MMP-2가 대식세포로의 분화 시 발현 시간대가 빠른 MMP-19, 9, 7을 활성화하

고 이렇게 활성화된 MMP가 나중에 발현되는 MMP-1, -8, -3, -10, -12 등을 활성

화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KC 활성물질로 알려진 PMA를 이용하여 단핵구를 대

식세포로 분화 유도 하여 MMPs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KC 활성 

저해제 처리시 PMA처리에 의한 MMPs의 발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였다. 하지만 PKC의 활성을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MPs 발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Figure 3). 이 결과로 단핵구에서 대식세포로 분화 유도 시 나

타나는 MMPs의 발현 증가에 PKC는 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세포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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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신호전

달물질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저해제를 사용하여 PMA처리에 의한 MMPs 발

현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PMA처리에 의한 MMPs

의 발현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가 MMP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MEK1을 매개로 신호전달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 이것은 

대식세포로 분화 시 MEK1을 경유하는 신호전달체계에 의해 MMPs 발현이 증

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식세포의 MEK1을 선택적으로 억

제하는 물질을 발굴, 만성적으로 과다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에 처리하면 병변으로의 대식세포 이동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을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PMA에 의해 분화된 대식세포에 중성지방 처리 시 MMPs의 

발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 MMP-8, -3, -12, -9, -7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 5, 6). Collagenases에 속하는 MMP-8과 other MMPs에 속하는 

MMP-12와 같은 경우 저농도의 중성지방에서도 발현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중

성지방 처리 시간에 따른 양상도 24시간 처리 후 발현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원인에 의해 단핵구 및 대식세포 

내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면 대식세포의 MMPs 발현을 감소 또는 억제시켜, 대

식세포가 염증병변으로 이동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다 중성지방 섭취가 인간의 면역체계 약화를 유발하

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동맥경화증 같은 질

환에서는 다음의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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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MMPs의 발현이 증가하고, 대식세포는 증가된 MMPs 기능에 의해 중성

지방 등이 축적되어 있는 혈관 벽 내막으로 이동한다. 이 후 이동한 대식세포

가 중성지방을 탐식하고 그 결과 MMPs 발현이 감소하게 되면 세포 외 기질

에 대한 분해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식세포의 이동이 억제되어 

병변주위에 대식세포가 축적되고, 이렇게 축적된 대식세포가 죽상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성지방 처리시 각각의 MMP 발현 변화가 어떠한 신호전달체계 

물질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신호전달체계 저해제와 중성지방을 함께 

처리한 결과 collagenases 중 하나인 MMP-8과 stromelysins인 MMP-3과 MMP-

10, 그리고 MMP-12에서는 신호전달물질 특이적 저해제 처리 시 중성지방에 

의하여 감소되었던 발현이 일부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MP-8과 

MMP-12는 NF-κB에 대한 저해제 처리 시 발현이 일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MMP-3과 MMP-10과 같은 경우에는 NF-κB, PI3K, c-RAF 저해제 처리 

시 원래 발현량 보다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MMP-8, MMP-12는 NF-κB 관련 신호전달과정을 통하여, MMP-3은 c-

RAF와 PLC 관련 신호전달과정을 통해서, MMP-10은 NF-κB PI3K, c-RAF 관련 

신호전달과정을 통하여 중성지방처리에 의한 발현감소가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MP-8, MMP-3, MMP-10, MMP-12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MMPs가 염증성 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환 발병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질환 발달에 관여하는 각종 세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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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s 발현, 활성화,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동맥

경화증 등의 염증성 질환에서 중성지방이 발병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대식세포 

내 중성지방에 의한 MMPs 발현양상 결과가 대식세포 및 중성지방으로 인한 

발병에 관련된 각종 염증성 질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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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Expression in Triglyceride Treated 

Macrophages. 

 

Lee Do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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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lyceride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inflammatory disease including 

atherosclerosis. Moreover, it has been reported that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have an important role in a variety of inflammatory reactions. In this study, changes in 

expression of MMPs were investigated during monocyte differentiation into macrophages, 

and when the macrophages ingest triglyceride after differentiation. First, almost all 

MMPs showed increased expression during differentiation of monocyte into macrophage 

except for MMP-2. However, the initiation of expression was different for each MMP. 

Inhibitor studies showed that the signal transduction molecule, MEK1, was involved in 

the increased expression of MMPs during macrophage differentiation. Triglyceride 

treatment of differentiated macrophages resulted in inhibition of expression of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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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s except for MMP-1, -9, and -19. The most dramatic decrease expression was 

observed for MMP-8 and -12. Furthermore, the inhibitor studies revealed the involvement 

of several signaling molecules in decreased MMP expression after triglyceride treatment. 

NF-κB was associated with MMP-8 and -12, cRAF and PLC were associated with MMP-

3, and NF-κB, PI3K, and cRAF were associated with MMP-10.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iglyceride induced decrease in MMP expression is mediated by separate signaling 

transduction pathways. This study examined the signaling transduction pathway 

associated with decreased expression of MMPs after triglyceride treatment on 

macrophages. This study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research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MMPs in triglyceride mediated inflammatory dis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