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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General anesthetics were known to induce expression of immediate early genes (IEGs), including c-fos and c-jun.  

However, mechanisms of IEG induction by general anesthetics were not fully understood. 

  Methods:  IEG induction by propofol, a kind of intravenous anesthetics, and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for propofol-induced 

IEG expression were investigated in human neuroblastoma cell line IMR32 and CHP134 with Northern and Western blot analysis.

  Results:  Cell viabil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IMR32 and CHP134 treat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propofol.  

IMR32 was more sensitive to propofol-induced cytotoxicity than CHP134.  Propofol did not affect the cell cycle profile of IMR32.  

Expression of cyclin A, cyclin B1, CDK4 and CDK6 was increased in IMR32 by propofol treatment in a time-dependent manner.  

However, expression of cyclin A and CDK4 was decreased in CHP134.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was increased 

in both IMR32 and CHP134 treated with propofol from 6 h to 24 h.  c-fos and c-jun were induced by propofol treatment in 

both cells.  Propofol also induce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phosphorylation in both cells.  Pretreatment of 

PD98059, an MEK inhibitor, blocked propofol-induced c-fos and c-jun expression. Propofol treatment was decreased nuclear 

transcription factor-κB (NF-κB) expression in IMR32, but not in CHP134.

  Conclusions:  Propofol-induced c-fos expression might be mediated through ERK phosphorylation in both IMR32 and CHP134.  

Propofol-induced cytotoxicity, changes in expressions of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expression of IEGs, ERK phosphorylation, 

and NF-κB expression were different between IMR32 and CHP134.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1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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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마취제는 신경계를 마비시켜, 수술로 인한 통증과 같

은 외부자극의 달을 억제하고 차단시키기 하여 환자들

에게 투여된다. 신마취제는 흡입마취제와 정맥주사용 마

취제로 구분되는데 propofol (2,6,-diisopropylphenol)은 1980년

도에 발견된 정맥주사용 신마취제이다. 마취의 유도와 회

복이 빠르며, 일반 신마취제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간

독성이 매우 다.1) Propofol의 약리기 은 일반 신마취제

와 마찬가지로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γ-aminobutyric acid type 

A (GABAA) 수용체의 기능을 항진시켜 마취를 유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4)

  신경세포는 마취제나 여러 가지 자극과 같은 스트 스에 

노출되면, 이에 의해 다양한 유 자들이 발 되는데, 그 에

서 노출 기에 세포에서 신속하게 발 되는 유 자를 im-

mediate early gene (IEG)라고 하며,5) 특히 c-fos, c-jun 유 자

가 표 으로 잘 알려져 있다.6,7) 이들 유 자가 발 되면서, 

세포 내 신호 달과정을 통하여 마취제나 여러 가지 자극에 

한 추신경계의 반응이 조 되는 것으로 기 신경 인 

방법으로 확인되었다.8,9) c-fos, c-jun과 같은 IEG는 성장인자의 

자극에 의해서도 발 이 증가되는데, 증가된 이들 유 자들

로부터 단백질들이 번역되면서 성장인자의 효과를 매개한

다.10,11) c-fos 단백질(Fos)과 c-jun 단백질(Jun)은 서로 결합하여 

이종이합체(heterodimer, Fos-Jun), 는 Jun끼리 서로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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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이합체(homodimer, Jun-Jun) 형태의 activator protein-1 (AP- 

1)으로서 여러 유 자의 사를 조 한다. AP-1 단백질은 특

정 유 자의 사조  부 에 존재하는 AP-1 binding element

에 결합하여 이들 유 자의 발 을 조 한다.12) 그리고 AP-1

은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P)의 활성을 

조 하여, 포도당신생합성, 신경흥분, 생체리듬, 뇌하수체 증

식, opiate tolerance 등의 조 에도 여한다.13)

  세포에서 어떤 자극에 한 반응은 IEG의 발 증가뿐만 

아니라,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와 protein 

kinase C (PKC) 등과 같은 다양한 신호 달과정의 단백질들

이 여한다. MAPK는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 집단에 

속하는 단백질로서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or p44/42 MAPK), c-JUN N-terminal kinase (JNK), p38 

MAPK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외부 신호를 세포막에서 

핵으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14,15) 이들은 진핵세포인 효모

에서부터 포유동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잘 보 되어 있다.16) 

신마취제에 의한 MAPK 활성조 과 련하여 사람 성

백 구에서 N-formyl-L-methionyl-phenylalanine (fMLP)에 의

하여 ERK가 활성화되는데 이를 propofol이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Nuclear transcription factor-κB (NF-κB)는 면역반응과 염

증반응, 발생, 세포성장, 세포사멸 등을 조 하는 요한 역

할을 하는 사인자이다.18) 그리고 염, 만성염증, 천식, 

퇴행성 신경질환, 심장병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조직이

나 세포 모델에서 NF-κB의 활성 증가되어 있어 이들 질병

의 병인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9)

  이상과 같이 일반 으로 신마취제와 같은 약제의 효과

는 세포막, 세포질 그리고 핵을 포함하는 세포 내에서 일어

나는 일련의 신호 달경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신마취제가 세포 내에서 어떤 신호 달

경로를 통하여 마취효과를 나타내는지 이에 한 자세한 

분자생물학  기 은 아직 확실히 밝 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마취제의 마취유도와 련 있는 

신호 달과정을 조사하므로, 마취유도의 분자생물학  기

을 규명하기 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사람 신경모세포종 

세포주 CHP132와 IMR32에서 정맥마취제인 propofol에 의한 

IEG의 발 과, 이들 유 자의 발 을 조 하는 신호 달과

정을 분석하 으며, 아울러 nuclear transcription factor-κB 

(NF-κB)의 활성을 조사하 다.

상  방법

    재료 

  사람 신경모세포종 세포주 IMR32는 남 학교 생화학과 

이승근 교수로부터, CHP134는 남 학교 의과 학 생화학

ㆍ분자생물학교실 백석환 교수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

다. Fetal calf serum (FCS)은 Hyclone (Australia), penicillin/ 

streptomycin과 RPMI 1640 배양액은 Life Technologies (USA)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인산화-ERK항체는 Cell Sig-

naling (USA),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항체는 

BD Bioscience (USA), NF-κB항체는 Santacruz (USA)로부터 

구입하 다. Propofol (2,6-Diisopropylphenol)은 Aldrich (USA) 

제품을 사용하 다. BCA 단백질 정량시약은 Pierce (USA),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kit은 NEN (USA), ERK 

해제 PD98059와 phosphoinositide-3 (PI3) kinase 해제 

LY294002, p38 kinase 해제 SB203580은 Calbiochem (USA) 

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세포배양과 Propofol 처리

  IMR32와 CHP134는 FCS가 10%, penicillin/streptomycin이 

1% 포함된 RPMI1640 배양액으로 37oC, 5% 이산화탄소 배

양기에서 배양하 다.  

  Propofol은 RPMI1640 배양액에 희석하여 사용하 다.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를 해서는 propofol을 0, 10, 30, 100, 300μg/ml의 농

도로 72 h 동안 처리하 다. 유세포 분석을 해서는 pro-

pofol을 0, 0.1, 1, 10μg/ml의 농도로 72 h 동안 처리하 다. 

이들 실험에서는 48 h마다 배양액을 교환하고 propofol을 새

로 처리하 다. 

  c-jun과 c-fos 발 은 세포를 청이 없는 RPMI1640 배양

액으로 48 h 배양한 후 propofol을 10μg/ml 농도로 30분 간 

처리하고, Northern blot 분석으로 조사하 다. Propofol에 의

한 ERK의 활성 정도는 10μg/ml 농도로 0, 5, 10, 15, 30, 60

분, 그리고 cyclin, PCNA, NF-κB 발 은 같은 농도로 0, 1, 

2, 4, 8, 16, 24 h 처리하여 Western blot 분석으로 조사하 다.

    MTT assay

  세포를 96 well plate에 5,000개로 분주한 후 24 h 배양하

다. Propofol을 농도별로 72 h 처리하고 MTT 용액 (50 

mg/ml  in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50μl를 각 well에 

첨가한 후 이산화탄소 배양기에서 3 h 반응하 다. 상청액

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dimethyl sulfoxide 200μl를 첨가하

여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녹인 후, microplate reader 

(Biorad사, USA)를 사용하여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유세포 분석

  Propofol을 0, 0.1, 1, 10μg/ml 농도로 72시간 처리한 

IMR32세포를 trypsin-EDTA로 처리하여 수확한 후 PBS로 3

회 세척하 다. 90% 에탄올 1 ml에 세포를 분산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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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ropofol on cell survival in CHP134 and IMR3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propofol 

for 72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data 

show that IMR32 is more resistant to cytotoxic effect of propofol 

than CHP134. Values are mean ± SD of triplicates of 3 in-

dependent experiments.

4oC에서 1 h 동안 방치하 다. 원침하여 상청액을 제거한 

후, 1 mg/ml RNase A와 100μg/ml propidium iodide가 함유

된 PBS 1 ml을 첨가하고, 37oC에서 1 h 반응시켰다. 세포의 

DNA양을 유세포 분석기(FACS caliber, Becton Dickinso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Western blot 분석법

  세포를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1% Triton X-100, 1 mM PMSF)로 용해하고 원침하

다. 상청액을 다른 튜 로 옮긴 후, 소 청알부민을 표 으

로 BCA 단백질 정량시약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 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12% SDS-polyacrylamide gel에서 분리하

다. 분리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막으로 옮기고 탈지분

유가 5% 포함된 TTBS 완충액 (25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0.05% Tween20)으로 1 h 반응시켰다. 1차 항

체를 1/1,000−1/5,000 비율로 탈지분유가 5% 포함된 TTBS 

완충액에 희석하여 2 h 반응시켰다. TTBS 완충액으로 10 

min 동안 3회 세척하고 peroxidase가 부착된 2차 항체를 반

응시켰다. TTBS 완충액으로 10 min 동안 3회 세척한 후, 

ECL kit을 사용하여 특정 단백질에 결합한 항체를 X-선 필

름에 감 시켜서 결과를 찰하 다.

    RNA 정제

  RNA는 Tri-reagent (Sigma, USA)를 이용하여 정제하 다. 

배양액을 제거한 후 세포를 Tri-reagent 500μl로 용해하 다. 

실온에서 10 min 동안 방치한 후 chloroform 100μl를 첨가

하여 진탕하고 4oC에서 10 min 동안 방치한다. 4oC, 15000 

rpm에서 15 min 동안 원침하여 상부의 수용액층을 새로운 

원심 에 옮겼다. Isopropyl alcohol 300μl를 첨가하여 잘 섞

은 다음 실온에 30 min 동안 방치하 다. 4oC, 15,000 rpm에

서 30 min 동안 원침하여 RNA를 침 시켰다. 침 된 RNA

를 에탄올 500μl로 세척한 후 RNAse-free H2O에 녹 다. 

RNA는 UV-spectrophotometer (UV-1201,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260 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결정하

다.

    Northern blot 분석

  세포로부터 분리 정제한 RNA 10μg을 1% formaldehyde 

agarose 겔에서 기 동하여 분리하 다. 겔을 증류수 5 

min, 변성용액(50 mM NaOH, 10 mM NaCl) 20 min, 화용

액(0.1 M Tris-Cl, pH7.4) 20 min, 10x SSC 용액으로 40 min 

동안 처리하면서, Vacuum transfer 장치(Amersham Pharmacia 

사, 미국)를 사용하여 RNA를 Hybond N+ 나일론 막으로 옮

겼다. RNA를 UV-crosslinker를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c-fos와 

c-jun 유 자는 Boehringer-Manheim사의 random priming kit를 

사용하여 32P로 표지하 다. 32P로 표지된 probe로 16−24 h 

동안 hybridization시켰다. Hybridizaiton 후 나일론 막을 50oC

에서 2× SSC, 0.1% SDS용액으로 15 min 동안 2회, 0.5× 

SSC, 0.1% SDS용액에서 30 min 동안 2회 세척하고, X-선 

필름에 노출하 다.

결      과

    Propofol이 IMR32와 CHP134의 세포생존에 미치는 

향

  신경모세포종 세포에서 propofol에 의한 IEG의 발   

신호 달과정을 분석하기 에 세포에 처리할 propofol의 

한 농도를 결정하기 하여 propofol이 IMR32와 CHP134

의 세포생존에 미치는 향을 MTT assay로 조사하 다. 

IMR32 는 CHP134 세포를 well당 5,000개로 96 well plate

에 분주하고 24 h 배양한 후 propofol을 72 h 처리하 다. 

세포생존정도는 propofol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흡 도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 다. IMR32의 경우 세포생존이 

propofol을 10, 30, 100, 300μg/ml로 처리하 을 때, 각각 

108±5%, 83±4%, 13±2%, 13±5%이었으며, CHP134는 각각 

102±9%, 99±9%, 69±13%, 23±8%이었다(Fig. 1). 두 세포주

에서 propofol 처리에 의해 세포생존이 농도 의존 으로 감

소하 다. 특히 100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생존이 

히 감소하여 세포독성이 찰되었다. Propofol에 의한 세

포독성효과는 IMR32세포가 CHP134세포에 비해 뚜렷하여, 

두 세포에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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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ropofol on cell 

cycle of IMR3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

trations of propofol for 72 h,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and 

analyzed with a flow cytometer. 

The phases of cell cycle are indi-

cated as M1 (G0/G1), M2 (S), and 

M3 (M).

Fig. 3. Effect of propofol on expression of cyclin A, cyclin B1, 

CDK4, and CDK6 in CHP134 and IMR32. Cells were treated 

with 10μg/ml propofol for the indicated times. Expression of pro-

teins was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Equal loading of proteins 

was estimated using a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antibody.

Fig. 4. Effect of propofol on expression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in CHP134 and IMR32. Cells were 

treated with 10μg/ml propofol for the indicated times (A) an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propofol for 6 h (B). Ex-

pression of PCNA was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Equal load-

ing of proteins was estimated using a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antibody.
서는 두 세포 모두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10μg/ml 

농도를 propofol에 의한 IEG 발 과 신호 달과정을 조사하

는데 합한 농도로 결정하 다.

    IMR32와 CHP134세포에서 propofol에 의한 세포주기

변화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로 propofol 처리하 을 때 

세포주기에 변화가 생기는지 유세포 분석과 세포주기 조  

단백질에 한 Western blot 분석을 수행하 다. 

  IMR32 세포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10μg/ml 이

하의 propofol을 농도별로 72 h 처리한 후 유세포 분석을 수

행한 결과, 농도에 따른 세포주기 변화는 찰할 수 없었다 

(Fig. 2).

  Propofol에 의한 세포주기조  단백질의 발  변화를 조

사한 결과, IMR32의 경우 cyclin A, cyclin B1, CDK4, CDK6

의 발 이 propopol 처리 시간에 따라 차 증가하 다. 

CHP134의 경우, cyclin A와 CDK4는 처리시간에 따라 그 발

이 차 감소하 으며, cyclin B1과 CDK6의 발 은 변화

가 없었다(Fig. 3).

  PCNA은 IMR32  CHP134 모두에서 propofol 처리 6 h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4 h까지 계속 증가하 다(Fig. 

4A). Propofol의 처리 농도에 따른 발  변화를 조사한 결과  

IMR32는 0.01μg/ml부터, CHP134의 경우 0.1μg/ml부터 증가

하기 시작하여 농도 의존 으로 발 이 증가하 다(Fig. 4B).

    Propofol에 의한 c-jun과 c-fos의 발 변화

  Propofol에 의해 표 인 IEG인 c-fos와 c-jun 유 자의 

발 이 유도되는지 IMR32와 CHP134세포를 청이 없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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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ropofol on expression of c-jun and c-fos genes 

in IMR32 and CHP134. Cells were treated with 10μg/ml propofol 

and/or 10% FCS for 30 min. RNAs were extracted from the cells, 

separated on a 1% formaldehyde agarose gel, and transferred to a 

nylon membrane. The blot was hybridized with 
32

P-labeled c-fos 

and c-jun genes. Equal loading of RNAs was estimated with the 

amount of 28S ribosomal RNA.

Fig. 6. Effect of propofol on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activation in IMR32 and CHP134. Cells were treated with 

10μg/ml propofol for the indicated times (A) and with the indi-

cated concentrations of propofol for 5 min (B). ERK phosphoryla-

tion was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Equal loading of proteins 

was estimated using a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antibody.

Fig. 7. Effect of PD98059 on propofol-induced c-fos and c-jun 

expression in IMR32 and CHP134. Cells were pretreated with 20

μM PD98059 for 1 h and then treated with 10μg/ml propofol for 

30 min. Expression of c-fos and c-jun genes was measured by 

Northern blot analysis. Equal loading of RNAs was estimated with 

the amount of 28S ribosomal RNA.

Fig. 8. Effect of propofol on nuclear transcription factor-κB (NF-

κB) expression in IMR32 and CHP134. Cells were treated with 

10μg/ml propofol for the indicated times. NF-κB expression was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양액으로 48 h 배양한 후, 10μg/ml propofol 는 10% FCS

로 30 min 동안 처리하 다. 세포들을 수확하여 RNA를 추

출하고, Northern blot 분석을 수행하 다. 청은 c-fos, c-jun

의 발 을 유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양성 조

군으로 사용하 다. Propofol을 처리한 경우, IMR32과 CHP134 

모두에서 c-fos와 c-jun이 청에 비해서는 그 발  정도가 

히 낮았지만,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서는 증가하

다. c-fos의 발 은 IMR32에 비하여 CHP134에서 더 증가

하 으며, c-jun은 CHP134에 비하여 IMR32에서 더 강한 발

을 보 다(Fig. 5).

    Propofol에 의한 ERK의 활성변화

  c-fos 유 자의 발 은 일반 으로 protein kinase C 는 

Ras 신호경로를 통하여 MAP kinase 의 하나인 ERK의 인

산화에 의하여 유도된다. 따라서 propofol에 의한 c-fos, c-jun 

발  유도 역시 ERK의 활성화와 련 있는지 인산화-ERK 

(pERK)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분석으로 조사하 다. 

IMR32와 CHP134에서 propofol 처리시간에 따른 ERK 인산

화를 조사한 결과, 처리 후 5분에 최고로 증가되고, 그 이

후 차 감소되었다(Fig. 6A). Propofol 처리농도에 따른 

ERK 인산화는 IMR32의 경우 0.1μg/ml에서 증가되었으나, 

농도 의존  증가는 찰할 수 없었지만, CHP134에서는 

0.001μg/ ml부터 농도 의존 으로 증가되었다(Fig. 6B). 

    Propofol에 의한 c-jun, c-fos 발 의 신호 달기

  Propofol에 의한 c-fos, c-jun 발  유도가 ERK 활성과 

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ERK 해제인 PD98059를 

처리하고, propofol에 의해 유도된 c-fos, c-jun의 발 증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Northern blot 분석으로 조사하 다. IMR32

에서는 propofol에 의하여 증가된 c-fos와 c-jun의 발 이 

PD98059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CHP134에서는 c-fos의 발

은 PD98059에 의하여 억제되었으나 c-jun의 발 에는 향

이 없었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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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fol에 의한 NF-κB의 발 변화

  Propofol이 NF-κB의 발 에 향을 주는지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조사하 다. IMR32에서는 propofol 처리시간에 

따라 NF-κB의 발 이 감소하 으나 CHP134에서는 변화가 

없었다(Fig. 8).

고      찰

  본 연구는 신마취제에 의한 마취유도의 분자생물학  

기 을 규명하기 하여 CHP132와 IMR32에서 propofol에 

의한 IEG의 발 과, 이들 유 자의 발 과 련된 신호 달

과정을 분석하 다.

  Propofol이 IMR32, CHP134의 세포생존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조사한 결과, 100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두 세포

의 세포생존이 히 감소하여 세포독성이 나타났으나, 10 

μg/ml에서는 두 세포 모두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임상 으로 마취유도에 많이 사용되는 propofol의 농도

는 10μg/ml ( 는 10μM)이다. 사람 백 병세포주 HL60세

포에 56μM, 140μM의 propofol을 처리하면, 세포성장이 

해되며, 280 uM 이상 고농도의 propofol을 처리하면, 세포사

멸이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0) 그러나 10μM의 

propofol은 반 로 내피세포,21) 뇌피질신경세포,22) 

식세포23)에서 nitric oxide나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독성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μg/ml propofol은 마취유도와 련된 IEG 발 과 신호

달과정을 분석하는데 한 것으로 생각된다.

  Propofol 100μg/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IMR32는 13%

이었고 CHP134는 69%로, IMR32가 CHP134에 비해 propofol

에 의한 세포독성이 더 하 다. 그리고 세포주기 조  

단백질의 발 양상 역시 IMR32의 경우 cyclin A, cyclin B1, 

CDK4, CDK6의 발 이 propopol 처리 시간에 따라 차 증

가하 지만, CHP134의 경우, cyclin A와 CDK4는 처리시간

에 따라 그 발 이 오히려 감소하고, cyclin B1과 CDK6의 

발 은 변화가 없어, 두 세포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세포에서 propofol에 의한 세포생존  세

포주기 조  단백질의 발  차이는 비록 두 세포가 사람 

신경모세포종으로부터 유래하 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체나 

신호 달경로, 는 세포 독성물질에 한 방어체계의 상이

함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IMR32, CHP134에서 

합성 retinoid 유도체인 fenretinide에 의한 세포독성효과를 조

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두 세포에서 fenretinide에 의한 세포

독성효과가 서로 다름을 확인한 결과24)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세포간에 propofol의 세포독성  세포주기 조

 단백질의 발  차이가 어떤 기작에 의해 일어나는지는 

추후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Propofol 처리에 의해 PCNA의 발 이 두 세포에서 증가

됨을 찰하 는데, propofol에 의한 PCNA 발  증가는 아

직 보고되지 않았다. PCNA는 36 kDa 크기의 단백질로서 

세포주기의 G1과 S기에 발 이 증가되며, DNA 합효소의 

구성성분으로 DNA 합성 조 에 요한 역할을 한다.25-27) 

Propofol에 의한 PCNA 발  증가는 세포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10μg/ml의 propofol 처리에 의해 

IMR32의 세포생존은 102%, CHP134의 경우 108%로 조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ropofol에 의한 

PCNA 발  증가가 IMR32, CHP134에 특징 으로 나타나는

지 다른 세포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인 상인지는 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propofol에 의한 PCNA 발  조

 기작에 한 연구 역시 향후 매우 요한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Propofol이 IMR32, CHP134세포에서 c-fos, c-jun의 발 을 

유도하는지 Northern blot 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두 세포 모

두에서 c-fos와 c-jun 발 이 증가하 다. c-fos의 발 은 

IMR32에 비하여 CHP134에서 조  더 강하 으며 c-jun은 

반 로 CHP134에 비하여 IMR32에서 조  더 강한 발 을 

보 다. 신마취제에 의한 IEG의 발 과 련하여 Hamaya 

등은28) 쥐에 isoflurane, pentobarbital, propofol과 같은 마취약

을 투여한 결과, 간과 신장에서는 c-jun과 c-fos의 발 이 모

두 증가된 반면, 뇌에서 c-fos는 증가, c-jun은 감소되고, 심

장에서는 c-jun이 증가, c-fos는 감소됨을 보고하 다. 본 연

구에서는 c-fos와 c-jun 발 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찰되

어 Hamaya 등이28) 쥐의 뇌에서 찰한 결과와 서로 상이하

다. 이러한 결과는 뇌 조직과 신경모세포종 세포주로 인

한 차이와 쥐와 사람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세포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한 c-fos 유 자의 발 은 

PKC 는 Ras 신호경로를 거치면서 ERK의 활성화에 의해 

유도된다.29) 본 연구에서도 propofol에 의해 유도되는 c-fos

와 c-jun 유 자의 발  증가가 ERK 인산화와 련이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상 로 propofol에 의해 ERK 인산화가 증

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성백 구에서 fMLP에 

의하여 유도되는 ERK 활성화를 propofol이 억제한다는 보고
17)와는 차이가 있지만, 세포와 조직에 따라 propofol의 작용

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28)로 생각된다.

  Propofol에 의해 유도된 c-fos, c-jun 발  증가가 ERK 활

성화 신호 달경로를 거치는지 확인하기 하여 PD98059를 

처리하여 ERK 활성을 해한 후, propofol에 의한 c-fos, 

c-jun 발 정도를 조사하 다. IMR32에서는 PD98059 처리

에 의해 propofol에 의한 c-fos와 c-jun 발 이 모두 억제된 

반면, CHP134에서는 c-fos의 발 은 억제되었으나 c-jun의 

발 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IMR3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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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s와 c-jun 모두 ERK 활성 신호 달과정을 거치지만, 

CHP134세포에서는 c-fos의 발 은 ERK 신호 달과정을 거

치고, c-jun의 발 은 다른 신호 달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NF-κB는 I-κB와 결합하여 불활성한 상태로 세포질에 존

재하며, 염증 자극 등에 의해 결합된 I-κB가 인산화  

ubiquitination되어 분해되면, 핵속으로 들어가 사인자로서

의 기능을 수행한다.30,31) 본 연구에서 IMR32에서는 propofol 

처리시간에 따라 세포질에 존재하는 NF-κB의 발 이 감소

되었으나, CHP134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찰하 다. Loop 

등은32) 사람 T 임 구에서 propofol이 NF-kB의 활성을 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 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한 세포

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IMR32에서 propofol에 의한 NF-

κB의 감소는 propofol에 의한 I-κB의 인산화  분해로 인

하여, 활성화된 NF-κB가 핵 속으로 이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추후 더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신경모세포종 세포에서 

propofol에 의해 c-fos, c-jun, PCNA, NF-κB의 발 이 증가

됨을 처음으로 보고하 으며, propofol에 의한 c-fos, c-jun의 

발  유도가 ERK 신호 달과정을 거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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