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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fol이 내독소로 전 처치한 말초혈액의 단핵세포와 림프구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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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ropofol on the Apoptosis of Lipopolysaccharide-Treated Mononuclear Cells and Lymphocytes
Ho-Kyung Song, M.D., and Dae Chul Jeong,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Sepsis, surgical stress, and anesthesia are often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immune suppression and an increased
susceptibility to infection. Apoptosis is an important mechanism of cell death in sepsis and Endotoxemia, and the apoptosis-induced
loss of lymphocytes may be responsible for immune depression. To access the possible role of propofol on human immune function
in sepsis, we investigated the apoptosis of mononuclear cells (MNCs) and lymphocyte from peripheral blood.
Methods: Healthy human mononuclear cells were isolated and stimulated with lipopolysaccharide (LPS) for 5 hrs. And,
activated MNC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f varying concentrations of propofol (1μg/ml, 5μg/ml, 10μg/ml and 50μg/ml)
for 20 hrs. The apoptotic indices of LPS-treated MNCs, monocytes and lymphocytes were calculated by flow cytometry using
an Annexin-V-FLUOS staining kit.
Results: Propofol exposure at 1, 5 and 10μg/m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poptosis of the LPS-treated MNCs, monocytes
or lymphocytes, but a concentration of 50μg/ml increased the apoptosis of MNCs and lymphocytes significantly (P ＜ 0.01).
Conclusions: Since the concentrations of propofol used were in the clinically acceptable range for sedation and anesthesia,
this result suggests that propofol does not significantly alter the apoptosis of NMCs, monocytes or lymphocytes in septic conditions
for up to 20 hrs. (Korean J Anesthesiol 2003; 45: 76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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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것이 패혈증의 기전 중의 하나라고 제시되면서 이

서

러한 면역계의 불균형은 동시에 우리 몸의 방어에 필수적

론

인 림프구의 수적 감소와 동반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6)
면역체계가 정상인 사람에서도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스

왜냐하면 패혈증 상태에서는 정상적 면역체계를 유지하기

트레스, 마취 등은 수술 후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준다.1,2)

위한 림프구의 계획적 세포사인 아포토시스(apoptosis)가 증

만일 감염에 의한 패혈증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된다면 활성

가되어 전체적으로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인데7-9)

3-5)

화된 면역계가 여러 형태로 반응을 일으키고

환자의 예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증가된 아포토시스가 세포면

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역에 이상을 만들고 결국 수술 직후에는 면역억제 상태가

최근 염증반응을 항진시키는 사이토카인이나 혹은 보상적

되어 여러 기관의 기능부전과 또 다른 병원감염을 초래한

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의 균형을 이루는 조절력

다는 것이다.10,11) 이미 일반적인 흡입마취제와 ketamine,

이 떨어져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염증의 반응이 치우쳐 버

midazolam 등은 염증세포에서 유리되는 사이토카인에 영향
을 주어 술 후 감염을 증가시키는 등 회복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고 되어 있고,12) 수술자체도 호중구의 아포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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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키므로 염증을 심하게 만들고 또한 지속시킨다고
한다.

13)

최근 정맥마취제로서 혹은 중환자실에서의 진정제

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propofol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많으나 실험적으로 nitric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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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된 쥐의 대식세포를 아포토시스로부터 보호한다는
14)

등

아포토시스의 계측

다른 마취제들과 비교하면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한다.15-17) 그러나 사람에서 패혈증으로 아포토시스가

아포토시스의 계측은 유세포분석으로 아포토시스를 계측

증가되어 있는 경우 장시간의 propofol 처치에 의해 일차적

하는 방법인 Annexin-V-FLUOS Staining Ki (Roche Diagnos-

인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단핵세포나 림프구가 어떤 영향을

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였다.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LPS에 처리된 후 각각 다른 농도의 propofol이 혼합된 배

이에 저자들은 실험적으로 lipopolysaccharide (LPS)를 이

양액에서 20시간 배양된 단핵세포는 인산완충식염수(PBS)로

용, 패혈증 상태와 유사한 환경에서 단핵세포를 배양한 다

2회 세척하였다. 1,5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약 1

음 단핵세포의 아포토시스가 propofol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 106개의 세포를 취하였다. 단핵세포의 아포토시스의 정

지를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계측하고

도는 propidium iodide와 annexin V-FITC을 이용한 염색 후

아포토시스지수와 생존지수 등 전체 세포사와의 관계를 알

유세포 분석기로 정량 분석하였다. 염색액은 분석이 필요한

아본 다음, 이 단핵세포를 단구와 림프구로 구분하여 어느

10개의 샘플 당 1000μl 의 Hepes buffer에 20μl의 annexin

세포가 더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propofol농도에 따른

V-Fluorescein을 미리 희석한 후 20μl의 propidium iodide를

관련성도 평가하여 보았다.

첨가하여 만들었다. 이 염색액에 단핵세포들을 부유시킨 후
빛을 차단한 15－25oC의 상온에서 10－15분 동안 작용시켰

대상 및 방법

다. 이후 세포의 밀도에 따라 0.4－0.8 ml의 binding buffer를
첨가하고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 EPICS XL-MCL,

세포분리

Beckman coulter, USA)로 annexin V-FITC에 염색된 세포들

가톨릭 중앙의료원 임상연구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미국

은 아포토시스 된 세포로 측정한 다음 다시 세포의 granu-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속하는 건강한 성인 남녀

larity와 크기에 따라 단구와 림프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0명으로부터 25 ml의 정맥혈을 헤파린 튜브에 채취하여

Fluorescein 탐색은 515 nm의 bandpass filter로, PI 탐색은

동량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혼합한 후 다시 동

600 nm 이상의 filter를 이용하였다.

량의 histopaque를 혼합, Ficoll-Hypaque density gradient cen-

각각의 propofol 농도에 따른 아포토시스의 정도는 측정된

trifugation 방법으로 단핵세포 만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핵

전체세포 수에 대해 아포토시스에 있는 세포 수의 비율로

세포 들은 PBS로 2번 세척한 후, 다시 조직배양액으로 한

표시하고 생존하는 세포 수의 비율 역시 대조 군을 100%로

번 더 세척하여 trypan blue dye exclusion test로 viability와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고, 또한 전체 세포 사를

함께 세포 수를 세어서 약 3－4 × 107 cells/ml 정도의 단

고려하기 위해 대조군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였다.

핵세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조직배양액은 10% heat-inacti-

Apoptosis (%) = annexin positive cells of experimental group

vated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USA) 2 mML-gluti-

(%) - annexin positive cells of control group (%)

nine, 100 U/ml streptomycin이 포함된 Rosewell Park Me-

통계처리

morial Institute (RPMI) 1640 배양액(RPMI 1640, GibcoBRL)
으로 phenol red와 sodium bicarbonate가 들어 있지 않은 것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처리

을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는 Sigma-Stat (Version 2.03, SPSS, USA)을 사용하였다. 통계
방법으로 단구와 림프구의 아포토시스의 차이는 One Way

단핵세포에 대한 LPS와 propofol 처리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on Ranks로 하였고 배
준비된 단핵세포는 실험적인 패혈증 상태 하에서 활성화

양액만이 혼합된 대조 군과 각 propofol군들과의 다중비교는

시키기 위해 LPS (lipopolysaccaride, serotype: E. coli 055：

Dunnett 방법으로 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B5, Sigma Co., St. Louis, USA)을 1μg/ml의 농도로 혼합한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배양액에서 5시간 동안 온도 37oC, 습도 90%, 5% CO2의
배양기에서 배양되었다. 이후 이를 원심 분리하여 단핵세포

결

과

만을 분리, 세척한 후 다시 배양하였는데 이때 propofol이
단핵세포의 아포토시스를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도록 대조

단핵세포의 전체 세포사는 배양액에 propofol을 혼합하지

군은 배양액만으로, 실험군은 배양액에 1μg/ml, 5μg/ml, 10

않은 대조 군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μg/ml의 pro-

μg/ml와 50μg/ml의 농도로 propofol을 혼합하여 다시 20시

pofol 농도에서는 11.1 ± 5.9%로 다른 농도의 propofol에 비

간동안 배양하였다.

해, 즉 5μg/ml의 0.07 ± 0.5%와 10μg/ml의 1.6 ± 3.0%에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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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의미있는 세포사의 증가를 보였다(P = 0.001). 단핵세

는 변화가 없었으나 림프구는 고농도의 propofol 50μg/ml에

포의 생존비율 역시 propofol 농도 차이에 따라 의미 있는

서는 대조 군에 비해 의미있게 생존비율이 감소하였다(P ＜ 0.05)

변화를 보였는데(P = 0.001), 1μg/ml, 5μg/ml, 10μg/ml에서

(Fig. 2).

는 대조 군의 생존비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0μg/

단핵세포의 아포토시스의 정도는 propidium iodide와 an-

ml의 고농도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5) (Fig. 1).

nexin V-FITC을 이용한 염색 후 유세포 분석기로 정량 분석

또한 이를 림프구와 단구로 나누어 비교 확인한 결과, 두
종류의 세포는 생존 양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06), 단구의 경우는 propofol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생존에

Fig. 3. Effect of propofol on lipopolysaccharide-treated MNCs apoptosi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Percent Annexin positive MNC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propofol 50μg/
ml in the culture media. MNCs: mononuclear cells, ppf-0, no
drug added. Data is expressed as mean SD. *: P ＜ 0.05 vs.
ppf-0, ppf-5.

Fig. 1. Effect of propofol on lipopolysaccharide-treated MNCs survival
at different concentrations. Percent surviva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addition of propofol 50μg/ml in the culture
media. MNCs: mononuclear cells, ppf-0, no drug added. Data
is expressed as mean SD. *: P ＜ 0.05 vs. ppf-0, ppf-5 and
ppf-10.

Fig. 2. Effect of propofol on lipopolysaccharide-treated monocyte and
lymphocyte survival at different concentration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 ＜ 0.001) and percent
survival of lymphocyt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addition of propofol 50μg/ml in the culture media. ppf-0, no
drug added. Data is expressed as mean SD. *: P ＜ 0.05 vs.
ppf-0 of lymphocyte group.

Fig. 4. Effect of propofol on Lipopolysaccharide-treated monocyte and
lymphocyte apoptosi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but percent annexin positive lymphocy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propofol
50μg/ml in the culture media. ppf-0, no drug added. Data is
expressed as mean SD. *: P ＜ 0.05 vs. ppf-0, ppf-5 of
lymphocyte group.

770

송호경․정대철：Propofol과 단핵세포와 림프구의 Apoptosis

한 결과는 배양액만을 혼합한 대조 군에 비해 propofol을 혼

시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같이 존

합한 실험군에서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아포토시스가 증

재하고 반응하여 이 발란스와 또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 예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annexin V-FITC에 의해 염색

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23) 여기서 림프구의 아포토시스

되어 아포토시스가 됐음을 의미하는 단핵세포의 비율은

는 이 두 가지 반대되는 면역반응의 발란스를 유지하는 중

propofol 1μg/ml, 5μg/ml, 10μg/ml에 비해 50μg/ml에서 유

요한 조절인자이다.6) 왜냐하면 림프구는 심한 염증 상태를

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02) (Fig. 3). 이 단핵세포를 단

완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로 미생물의

구와 림프구로 나누어 비교 확인한 결과, 단구는 배양액내

침입에 대해 T 림프구, B 림프구, macrophage의 잘 조화된

의 propofol의 농도가 증가되어도 아포토시스의 증가가 동반

상호 관계는 효과적인 방어기전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되지 않았으나 림프구의 경우는 propofol의 농도에 따른 아

림프구는 macrophage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하

포토시스의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P = 0.02). 즉, propofol 50

고 macrophage와 B 림프구는 T 림프구에 항원을 표시하는

μg/ml의 고농도에서는 아포토시스가 크게 증가하여 대조

중요한 일을 하는데 패혈증에서는 이 B 세포와 T 세포 모

군, 5μg/ml에서의 아포토시스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

두 아포토시스로 수적 감소가 일어난다.24,25) 지금까지는 여

다(P ＜ 0.05) (Fig. 4).

러 조직과 기관의 기능부전을 초래하는 패혈증의 기전을
조절되지 않은 과염증 반응상태인 전신적 염증반응 증후군

고

(SIR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으로 생각하

찰

여 왔으나6,26) 항염증작용이 있는 치료제들 즉, anti-endotoxin,
패혈증은 중환자실 사망률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anti-TNF, anti-IL-1, steroid, anti-platelet activating factor 등의

만 아직 패혈증의 병리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치료 효과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26,27) 반대로 면역 억제

않고 있다. 최근 제시되는 면역학적인 병리기전 중의 하나

상태가 감염에 대한 조절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는 패혈증이나 내독소증의 동물 실험 모델에서 밝혀진 림

제시되었다.28) Lederer 등도29) 패혈증의 주 원인은 염증에

7-9)

프구의 아포토시스의 증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LPS를 이

대한 T 세포의 반응성 감소 등 면역반응부전(CARS, com-

용한 실험적인 패혈증상태에서 propofol이 면역세포들의 아

pensatory anti-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때문이라고 하

포토시스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임상적인

여 림프구의 수적 감소가 면역기능에 허점을 만들어 감염

허용 농도인 1μg/ml, 5μg/ml, 10μg/ml에서 면역세포 들은

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

아포토시스나 생존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50μg/ml의 독

차감염을 초래한다고 하며19) 또한 림프구의 아포토시스에

성 농도에서는 단핵세포의 세포사나 아포토시스가 증가하

따르는 심장, 폐, 간, 신장, 근육 등의 아포토시스는 결국

여 생존율이 감소하였고 이를 단구와 림프구로 분리해 비

기관자체의 기능부전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30,31) 현재 실험

교 하였을 때 단구에 비해 림프구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적으로 패혈증 시 증가된 아포토시스를 항 아포토시스 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를 처치하여 림프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 보려는

아포토시스 또는 세포예정사는 유전학적으로 질서 정연
18)

하게 조절되는 세포사의 한 형태로서 Kerr 등이

시도를 하고있고 실제로 실험동물에서는 사망률을 줄일 수

처음 기

있다고 하여 패혈증시 림프구 수의 감소로 인한 면역억제

술하였다. 이것은 다세포 생물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아치사

는 생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 인지되고 있다.28) 임

손상을 받은 세포를 제거하는 정상적인 생리적 세포사를

상적으로도 중환자실의 환자의 경우 3일 동안 계속하여 림

의미한다. 감염에 의해 면역체계가 활성화 되면 사이토카인

프구의 수가 감소되어 있으면 병원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

의 출현과 함께 림프구의 아포토시스가 증가하면서 결국

가한다고 한다고 하는데21) 이처럼 사이토카인이나 아포토시

7,8)

그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면역학적으로 두 가지의

스의 불균형이 건강한 사람에서는 회복에 별 영향이 없을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롭기도하고 이롭기도한 양면

수도 있으나 고위험군의 환자들에게는 수술이나 마취제의

성을 가지고 있어서19) 만약 신체가 과염증반응 상태(hyperi-

선택등으로 사이토카인의 분비나 아포토시스에 또 다른 변

nflammtory state)라면 아포토시스는 과도한 염증 사이토카인

화를 주는 것은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32,33)

을 분비하는 림프구를 줄일 수 있어 염증의 확산을 막고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패혈증 시 중성구의 아포토시스는

조직과 각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방어적인 기전으

감소되어 염증을 진행시키고 심화시키는 반면, 림프구의 아

로 작용 하는 이점이 있지만6,20) 반대로 신체를 방어하는데

포토시스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34) 또 경막외 마취의 경

필수적인 림프구가 아포토시스로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침

우는 중성구의 아포토시스는 변화가 없었지만 propofol, 흡

입한 미생물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anergy)21) 감염에 대한

입마취제를 사용한 마취 후에는 중성구의 아포토시스가 감

21,22)

조절력을 잃게 되는 불리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패혈증

소하여 마취제 자체도 아포토시스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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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3) 특히 propofol은 호중구의 기능을 방해하고12) 사

있지 않으나 림프구의 아포토시스가 증가하여 림프구의 수

이토카인 유리에도 영향을 주지만,35) 흡입 마취제에 비해

가 준다는 것은 술 후 감염과 염증, 패혈증, 사망률의 증가

항 염증작용이 있는 IL-10에는 영향이 없다고도 하고, T 림

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러한 면역억제 상태를 피하기 위한

프구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않고16) isoflurnane에 비해 T helper

마취제의 선택에 있어 아포토시스에 영향이 적은 propofol의

36)

다른 마취제에 비해 염증에 대

사용은 다른 마취제에 비해 임상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한 영향은 적다고 보고되어 왔다.15-17) 실지로 propofol은 구

하겠다. 즉, propofol이 수술을 위한 마취나 중환자실에서의

조적으로 phenol을 포함하는 alpha-tocopherol과 butylated hydro-

진정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용량에서는 말초 혈액 내 단핵

xytoluene을 닮아 있어서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세포와 림프구, 단구의 아포토시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superoxide 등에 대한 항 산화작용으로 조직이나 세포를 손

을 알 수 있었다.

림프구의 감소가 없는 등

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7) 실험적
으로도 사람의 폐포의 대식세포에 대한 연구에서는 면역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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