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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Leptin is a 16-KDa non-glycosylated peptide hormone synthesized almost 

exclusively by adipocytes. The well-known function of leptin is regulation of food intake and 

energy expenditure. Leptin also plays a regulatory role in immune and inflammatory process 

including cytokine p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ptin on the expression of several chemokine genes(RANTES, IL-8, MCP-1, IP-10, Mig, 

MIP-1α, MIP-1β, and GRO-α) in THP-1 cells.

Materials and Methods: Total RNA of THP-1 cells were prepared by Trizol method, and 

then stimulated with the leptin(250 ng/㎖) or LPS(100 ng/㎖). We examined the expression 

patterns of various chemokine mRNAs in THP-1 cell lines by RT-PCR and Northern blot. 

Results: Leptin did not induce the expression of chemokine mRNAs in THP-1 cells. The 

expression patterns of RANTES, IL-8, MCP-1, IP-10, and Mig mRNAs in THP-1 cells 

stimulated with leptin and LPS simultaneously was almost same to the patterns of LPS 

alone-induced chemokine mRNAs. RANTES mRNA expression was in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s of leptin. Although leptin did not have strong effect on the expression of 

RANTES, IL-8, MCP-1, IP-10, Mig, MIP-1α, MIP-1β, and GRO-α mRNAs in THP-1 

cells, leptin could induce the expression of long isoform of leptin receptor(OB-RL) mRNA, 

and its expression was elevated in simultaneous stimulation of leptin and 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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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eptin은 obese(ob)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

는 16-kDa 크기의 단백질로 167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주로 몸무게의 항

상성과 에너지 균형 조절 인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1-3). 1994년 미국 Rockefeller 대학의 

Friedman 그룹이 처음 leptin을 규명한 이래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4).

Leptin은 adipose tissue로부터 분비되어 정

상인의 체내 혈류에 ng의 농도로 늘 존재하는 

호르몬이며 식이 섭취 조절 이외에도 면역 조

절, 염증 작용, 조혈 작용, 신생혈관의 형성, 내

분비 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분

자로 알려져 있다(5-8). Leptin은 leptin receptor

를 통해서 활성화되며, leptin receptor는 diabetes 

(db)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9). Leptin 

receptor에는 크게 long isoform(OB-RL)과 short 

isoform(OB-RS)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OB-RL

은 시상하부(hypothalamus)에서 체중조절 작

용을 중재하며, OB-RS은 blood-brain barrier

를 통해서 leptin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10,11).

Leptin 유전자의 발현은 다양한 호르몬과 성

장인자, 사이토카인들에 의해서 조절되며 특히 

에스트로겐과 인슐린은 leptin의 생성을 유도․

증가시키는 반면에 안드로겐은 leptin의 생성을 

억제시킨다(3,12). 최근 들어 leptin이 면역 조

절인자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leptin과 

면역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3,14).

체내 leptin의 농도는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 

(LPS)나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leukin-1(IL-1)과 같은 호염증성 사이토카

인들에 의해서 증가될 수 있다(15-18). Leptin

은 대식세포 및 단핵구에서 TNF-α, IL-6, 

IL-12와 같은 호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생성

을 유도한다. 또한 T 림프구에서는 IFN-γ의 

생성에도 관여하며, 특히 Th1 사이토카인의 

생성은 leptin에 의해 증가되는 반면에 Th2 사

이토카인 일부는 생성이 억제된다고 한다(13, 

19,20).

케모카인(Chemoattractant cytokine, Chemokine)

은 염증부위에 백혈구의 이동, 면역세포의 분

화, HIV감염의 억제와 면역 조절 기능 등 여

러 가지 활성을 가지는 분자량이 작은 사이토

카인의 한 부류이다(21). 현재 약 50 여종이 알

려져 있으며 케모카인은 구조적으로 처음 위치

하는 두 개의 시스테인 잔여기의 상대적 위치

에 따라 CXC, CC 및 CX3C 그리고 C의 네 종

류의 아 집단으로 나누어진다(22,23). 케모카인

은 염증 질환, 감염 질환, 알러지 질환, 혈관성 

질환, 암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여러 가지 

병리학적 증상에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 새로운 케모카인과 그 수용체들이 발견되

면서 면역세포의 발생과 성숙, 근간세포(Stem 

cell)보호, T 세포의 분화와 이주, HIV의 억제 

및 Th1/Th2 cytokine balance의 조절 작용 등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leptin is able to induce OB-RL in THP-1 cells, 

however, leptin has little effect on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hemokine genes.

Key Words: Leptin, Chemokine, LPS, TH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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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13) leptin

과 케모카인의 관련성에 관한 자료는 몇몇 문

헌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24,25), 특히 

leptin에 의한 케모카인 발현․유도에 관한 구

체적인 연구보고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모카인 발현에 대한 

leptin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로

서 THP-1 세포주에서 leptin에 의한 각종 케

모카인(RANTES, IL-8, MCP-1, IP-10, Mig, 

MIP-1α, MIP-1β, GRO-α)과 사이토카인

(TNF-α)의 발현능을 RT-PCR 및 노던 블롯

팅(Northern blot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사용배지 및 시약

케모카인 유전자의 발현능의 유도인자로 

lipopolysaccharide (LPS: E.coli 0111: B4, Sigma)

와 leptin(Minneapolis, MN. R&D systems, 

Inc. USA)를 사용하 다.

THP-1 세포주와 말초혈액단핵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 배양은 RPMI 

1640(Gibco BRL, USA) 배지를 사용하 다. 

PBMC층을 분리하기 위해서 Ficoll-Hypaque 

(Parmacia Biotech, Sweden)를, 말초혈액단핵

세포의 세척을 위해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Sigma, St. Louis, USA)를 사

용하 다.

Total RNA 분리는 Trizol(Gibco BRL, Detroit, 

USA)법을 사용하 다.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을 관찰하기 위한 역전사 중합효

소 반응법(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은 RNA PCR 

Kit(N808-0017, Perkin Elmer, USA)를 사용하

으며, PCR 과정에서 사용된 primer는 바이

오닉스(Bionics Corp., Korea)에서 합성한 것으

로 그 염기서열은 표 1과 같다.

Northern blot을 위하여 RANTES, IL-8, 

TNF-α 및 β-actin의 PCR product를 dialysis 

bag 기법으로 농축하고, [α32P]-dCTP(Dupont- 

New England Nuclear, Boston, USA)와 high 

prime kit(Beringer Mannheim, Indianapolis, 

USA)를 사용하여 농축된 cDNA의 탐식자를 

표식 하 다.

2) Oligonucleotide primers

2. 실험방법

1) 세포주 THP-1 및 말초혈액단핵세포 배양

Human monocytic cell line인 THP-1 세포

를 한국 세포 주 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

하 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으로부터 말초혈액

을 10-20 ㎖(Heparin처리 5∼10 U/㎖) 채혈하

여 동량의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Ficoll- 

Hypaque에 중첩한 후 원심분리(2,000 rpm × 

30 min)하여 PBMC층을 분리하 다. 이후 1× 

HBSS로 두 번 세척하 다. 이 세포들은 10%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100 U/㎖)

과 streptomycin(100 ㎍/㎖)이 함유된 RPMI 

1640 완전배지에 부유시켜 배양접시에 접종한 

뒤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2) 세포주 THP-1 및 말초혈액단핵세포와 유  

     도인자들과의 반응

실험의 목적에 따라 직경 60 mm 또는 100 

mm의 평판접시에 FBS가 첨가되지 않은 RPMI 



－최진희․박호선․이태윤․김성광․김희선－

132

1640 배지로 세포들을 부유시켜 평판접시에 옮

긴 후 37℃, 5% CO2 배양기에 18시간 정치 배

양한 후 반응 세포로 사용하 다.

THP-1 세포와 말초혈액단핵세포에 대한 유

Table 1. Nucleotide sequences of probes used in RT-PCR assays and amplification      

  conditions

PCR

Product
Sequence

Size of PCR

 products (bp)

RANTES

(S) 5'ATGAAGGTCTCCGCGGCACGCC3'

275 bp(A) 5'CTAGCTCATCTCCAAAGAGTTG3'

IL-8

(S) 5'ATGACTTCCAAGCTGGCCGTG3'

300 bp
(A) 5'TTATGAATTCTCAGCCCTCTTC

AAAAACTTCTC3'

MCP-1

(S) 5'CCAATTCTCAAACTGAAGCTCGCAC3'

372 bp(A) 5'GTTAGCTGCCAGATTCTTGGGTTGTG3'

IP-10

(S) 5'GGAACCTCCAGTCTCAGCACC3'

107 bp(A) 5'GCGTACGGTTCTAGAGAGAGGTAC3'

Mig

(S) 5'TTCCTCTTGGGCATCATCTTGCTG3'

123 bp(A) 5'GGTCTTTCAAGGATTGTAGGTGGA3'

MIP-1α

(S) 5'GAATCATGCAGGTCTCCAC3'

300 bp(A) 5'GAGGGGTCCAGAAGCTTCG3'

MIP-1β

(S) 5'ACCATGAAGCTCTGCGTGACTG3'

286 bp(A) 5'GACCTGGAACTGAACTGAGCTGC3'

GRO-α

(S) 5'ACTCAAGAATGGGCGGAAAG3'

468 bp(A) 5'TGGCATGTTGCAGGCTCCT3'

TNF-α

(S) 5'CAGAGGGAAGAGTTCCCCAG3'

325 bp(A) 5'CCTTGGTCTGGTAGGAGACG3'

OB-RL

(S) 5'ATAGTTCAGTCACCAAGTGC3'

338 bp(A) 5'GTCCTGGAGAACTCTGATGTCC3'

GAPDH

(S) 5'ACCCACTCCTCCACCTTTG3'

178 bp(A) 5'CTCTTGTGCTCTTGCTGG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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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자들의 사용 농도는 leptin의 경우 250 ng/

㎖, LPS 100 ng/㎖로 사용하 으며 반응시간

은 4시간으로 하 다.

3) RNA의 분리

Total RNA의 분리는 Trizol법을 이용하여 

분리하 다. 즉 leptin과 LPS를 THP-1 세포에 

4시간 반응시킨 후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세포

에 Trizol 1 ㎖ 첨가하여 완전히 현탁한 후 

200 ㎕의 chloroform을 넣어서 13,2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윗층을 조심스럽게 

취한 뒤 동량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실온

에서 10분 동안 정치시켰다. 이 용액을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은 75% 에탄올로 세척한 후에 

공기 중에서 말린 뒤 0.1% DEPC가 첨가된 증

류수에 녹여서 이중 2 ㎕를 취하여 DEPC에 

500배 희석해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260 ㎚로 농도를 정한 후 RT-PCR의 시료로 

사용하 다.

4) cDNA(complementary DNA) 합성

PCR tube에 100 ㎍/㎖이 되도록 조정한 RNA 

3 ㎕ 취하여 MgCl2 4 ㎕와 10×PCR buffer 2 

㎕ 그리고 4종의 dNTP를 각각 2 ㎕씩 모두 8 

㎕를 취한 뒤 RNase inhibitor 1 ㎕, reverse 

transcriptase(M-MLVRT : RAV-2) 1 ㎕ 그

리고 oligo[dT] 1 ㎕가 혼합된 RT 시료 17 ㎕

를 넣고 42℃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켜 cDNA

를 합성하 다. 이어 99℃에서 5분간, 5℃에서 

5분 동안 반응시켜 reverse transcriptase를 불

활성화 시킨 다음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실시하 다.

5)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master mixture의 구성은 MgCl2 4 ㎕, 

10×PCR buffer 8 ㎕, 그리고 Taq polymerase 

0.5 ㎕와 멸균 증류수를 혼합하여 전체 78 ㎕

가 되도록 하고, 여기에 20 μM의 sense primer

와 anti-sense primer를 각각 1 ㎕씩 첨가하여 

중합효소 연쇄반응(Thermohybaid. UK)을 실

시하 고, 이때 house keeping gene으로 GAPDH

를 사용하 다. 처음의 thermal cycling 단계는 

MIP-1α와 MIP-1β의 경우 94℃에서 45초 동

안의 불활성화 단계, 62℃에서 1분 동안 결합 

반응 단계와 72℃에서 1분 동안의 핵산 중합 

단계로 구성하여 35회의 thermal cycling을 실

시하 고, IL-8 과 RANTES는 95℃ 15초 동

안의 불활성화 단계, 60℃에서 30초 동안 결합 

반응 단계와 72℃에서 1분 동안의 핵산 중합 

단계로 구성하여 35회의 thermal cycling을 실

시하 다. IP-10의 경우 94℃에서 45초 동안의 

불활성화 단계, 59℃에서 1분 동안 결합 반응 

단계와 72℃에서 1분 동안의 핵산 중합 단계로 

구성하여 31회의 thermal cycling을 실시하

고, GAPDH의 경우 95℃에서 30초 동안의 불

활성화 단계, 60℃에서 30초 동안 결합 반응 

단계와 72℃에서 30초 동안의 핵산 중합 단계

로 구성하여 30회의 thermal cycling을 실시한 

뒤 별도로 72℃에서 10분 동안 더 핵산 중합 

반응을 실시하여 부분적으로 신장된 산물을 완

전한 가닥으로 완성시켜 주는 단계로 하 다.

6) 전기 동(Electrophoresis)

증폭된 cDNA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1.5% 

agarose gel(ethidium bromide 0.5 ㎍/㎖ 첨가) 

상에서 100 volt로 35분 동안 전기 동 시킨 

후 band를 관찰하 다. 이때 완충 용액은 0.5

× TBE(Tris-borate buffer)용액을 사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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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marker로는 100 bp DNA ladder를 사용하

다.

7) 노던 블롯팅(Northern blotting)

유도인자들을 THP-1 세포에 일정시간 반응

시킨 뒤 Trizol법으로 total RNA를 분리 후 노

던 블롯팅을 실시하 다. 분리된 total RNA 농

도를 각각 10 ㎍으로 조정한 후 1% agarose/ 

2.2 M formaldehyde gel에 전기 동을 한 뒤 

겔을 나일론 흡착지(nylone membrane)에 capillary 

transfer법을 이용하여 16시간 동안 전이시켜 

RNA를 나일론 흡착지로 옮겼다. 그 후 RNA

가 전이된 흡착지에 UV crosslinker(stratagen 

CA. USA)를 이용하여 RNA 부착을 견고하게 

하 다. 전이된 나일론 흡착지에 비특이적으로 

소식자가 결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보합 용

액(50% formamide, 1% SDS, 1× Denhardt's 

solution, 0.25 ㎎/㎖ denatured salmon sperm 

DNA 및 50 mM sodium phosphate)에 넣어 

42℃에서 8시간 동안 전보합 반응을 시켰다.

소식자의 표식은 high prime법을 사용하

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1.5 ㎖ 시험관에 100 

ng에서 1 ㎍되게 주형 DNA를 넣은 후 전체 

용량이 11 ㎕가 되게 멸균 증류수를 첨가하여 

끓는 물에 10분간 변성시킨 후 단일 DNA가 

다시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얼음에 

냉각시켰다. 여기에 5 ㎕ [α32P]-dCTP를 첨가

하고, 4 ㎕ high prime용액[random oligonu- 

cleotide primers, 0.125 mM dATP, dGTP, 

dTTP, 200 unit klenow enzyme, labelling 

grade, 5× reaction buffer, 50% glycerol (v/v)]

을 첨가한 후 37℃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합

성된 소식자에 표식 되지 않은 dCTP monomer

를 제거하기 위해서 microspin S-200 HR column 

(Pharmacia, Biotech, USA)으로 원심 분리하

다.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표식된 

소식자의 표식 정도를 측정하고 보합 결합

(hybridization)전 100℃에서 10분간 처리하여 

변성시킨 후 얼음에 1분 동안 정치하여 보합결

합 용액에 1.4 × 107 count per minute(CPM) 

/membrane이 되도록 첨가하여 42℃에서 16시

간 내지 18시간 보합 반응을 실시하 다. 그 

후 0.5× SSC, 0.1% SDS의 세척 용액으로 4

2℃에서 30분간, 65℃에서 15분간 전이된 흡착

지를 세척한 후 완성된 흡착지를 X-ray 감광 

필름을 필름카세트에 넣어 -70℃에서 4시간 

내지 72시간 사이에 자기방사 기록 후 관찰하

다. 

결    과

1. THP-1 세포에서 leptin에 의한 케모카인  

   발현능

각각의 케모카인 유전자들의 발현도를 관찰

하기 위해서 leptin 농도를 THP-1 세포와 말

초혈액단핵세포에 각각 4시간 반응시킨 뒤 이

들 세포들로부터 RNA를 분리하여 케모카인 

mRNA의 발현 정도를 RT-PCR을 통해서 비

교 분석하 다.

THP-1 세포에서 실시된 8종 케모카인(RANTES, 

IL-8, MCP-1, IP-10, Mig, MIP-1α, MIP-1β, 

GRO-α) 중 RANTES, IL-8, MCP-1, IP-10

의 경우 leptin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관찰되었

으며,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은 대조세포에서도 이

들 유전자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RANTES 

유전자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 leptin 처리군

에서 더 강하게 유전자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인의 말초혈액단핵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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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eptin에 의한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양상

을 비교해 본 결과, 8종 케모카인중 RANTES

와 사이토카인 TNF-α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발현양상이 유사하 으며, RANTES 유전자의 

경우 대조군과 leptin 처리군 모두에서 그 발현

양상이 유사함을 관찰하 다(Fig. 1).

2. LPS 유도에 의한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  

   에서 leptin의 작용

THP-1 세포에서 leptin이 RANTES와 IL-8 

유전자를 제외한 다른 케모카인 유전자의 발현

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주

된 사이토카인 유도인자인 LPS를 이용하여 

leptin의 향을 한번 더 확인해 보았다.

LPS(100 ng/㎖), Leptin(250 ng/㎖), 또는 

leptin+LPS(leptin/LPS)농도를 동시에 THP-1 

세포에 4시간 반응시킨 뒤 RT-PCR을 실시하

다. 실시된 케모카인 모두에서 LPS 단독 자

극 시와 leptin/LPS 동시 자극 시 각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양상에서 발현도의 차이가 없었다. 

Fig. 1. Expression profiles of chemokine 

genes induced by leptin in THP-1 

cells and PBMC. THP-1 cells and 

PBMC were (a) untreated or (b) 

treated with leptin(250 ng/㎖) for 4 

hrs. Total RNA was prepared and the 

levels of chemokine mRNAs were 

analyzed by RT-PCR analysis. 

Amplification of human GAPDH was 

used as internal standard.

RANTES

IL-8

IP-10

Mig

GAPDH

GRO-α

Mip-1α

Mip-1β

MCP-1

a  b

TNF-α

a  b

THP-1 PBMC

Fig. 2. Effect of leptin on LPS-induced 

chemokine mRNAs expression in 

THP-1 cells. THP-1 cells were (a) 

untreated or treated with (b) LPS 

(100 ng/㎖), (c) leptin(250 ng/㎖), 

or (d) leptin and LPS simultaneously 

for 4 hrs. Total RNA was prepared 

and the levels of chemokine mRNAs 

were analyzed by RT-PCR analysis. 

Amplification of human GAPDH 

was used as internal standard.

RANTES

IL-8

a      b    c      d

IP-10

Mig

GAPDH

MCP-1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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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유전

자는 LPS 단독 자극에 비해 leptin/LPS 동시 

자극 시 그 발현양상이 약간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RANTES와 IL-8 유전자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 leptin만 처리된 세포에

서 더 강하게 유전자 발현이 관찰되었다(Fig. 2).

이러한 RT-PCR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RANTES와 IL-8을 대상으로 노던 블롯팅을 

실시하 다. RANTES 유전자의 경우 LPS 단

독 자극에서나 leptin/LPS 동시 자극 시 mRNA 

발현도의 차이가 없었고, IL-8유전자는 leptin

에 의해 발현되지 않았으며 leptin/LPS 동시 

자극에 의한 발현도 또한 LPS에 의한 발현도

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호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유전자는 

RT-PCR의 결과에서처럼 LPS 단독 처리에서 

보다 leptin/LPS 동시 자극시 약간 증가함을 

관찰하 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던 블롯

팅을 실시한 결과 leptin/LPS 동시 자극에 의

한 발현도는 LPS 단독 자극에 비해 발현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

3. Leptin 농도에 따른 RANTES와 IL-8    

    mRNA 발현 양상

본 실험에서 사용된 leptin의 농도가 케모카

인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leptin 농도를 50 ng/㎖, 250 ng/㎖, 

500 ng/㎖, 1 ㎍/㎖으로 다양하게 처리하여 

RANTES와 IL-8 유전자 발현 유․무를 노던 

블롯팅으로 확인하 다. RANTES 유전자의 

Fig. 3. Effect of leptin on LPS-induced 

RANTES and IL-8 mRNA expression 

in THP-1 cells. THP-1 cells (a) 

untreated or treated with (b) LPS 

(100 ng/㎖), (c) leptin(250 ng/㎖), or 

(d) leptin and LPS simultaneously 

for 4 hrs. Total cellular RNA was 

prepared and used to determined 

levels of RANTES, IL-8 and β

-actin mRNA by Northern analysis. 

These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similar experiments.

IL-8

β-actin

RANTES

a      b      c      d 
Fig. 4. Effect of leptin on TNF-α mRNA 

expression in THP-1 cells. THP-1 

cells were (a) untreated or treated 

with (b) LPS (100 ng/㎖), (c) leptin 

(250 ng/㎖), or (d) leptin and LPS 

simultaneously for 4 hrs. Total RNA 

was prepared and the levels of 

TNF-α mRNA were analyzed by 

(A) RT-PCR analysis and (B) 

Northern blot analysis.

TNF-α

GAPDH

a     b    c   d

TNF-α

β-actin

a       b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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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leptin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함께 모

든 농도에서 유사한 발현양상을 보 고, IL-8 

유전자의 경우 leptin 농도에 관계없이 유전자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5).

4. THP-1 세포에서 leptin receptor의 발현

THP-1세포에서 leptin에 의한 케모카인 유

전자 발현을 관찰한 결과, 실시된 8종 케모카

인 모두에서 유전자 발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세포에서 leptin

에 의한 leptin receptor인 OB-RL 유전자 발현 

유․무를 관찰하 다. THP-1 세포에서 leptin, 

LPS 및 leptin/LPS를 각각 4시간 동안 반응시

킨 후 RT-PCR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HP-1 

세포에서 leptin에 의한 OB-RL의 유전자 발현

이 유도됨을 관찰 할 수 있었고, LPS와 함께 

반응시킨 경우 그 발현이 증가됨을 관찰하 다

(Fig. 6).

고    찰

1994년 이래 leptin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Leptin이 사이

토카인의 생성을 조절하고, 사이토카인이 leptin

의 생성 조절에 관여한다는 보고(20,26)와 함께 

leptin의 다양한 기능들을 규명하 다. 하지만 

leptin과 케모카인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leptin과 케

모카인에 관련된 연구보고로는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HUVEC)과 bovine aortic 

endothelial cells(BAEC)에서의 leptin에 의한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의 발현에 관한 것 이외에는 연구보고를 찾을 

수 없었다(24,25).

따라서 본 연구는 human monocytic cell 

line인 THP-1 세포를 이용해 leptin에 의한 케

모카인 유전자의 다양한 발현양상을 분석하여 

면역 작용, 염증 작용에서 leptin과 케모카인과

Fig. 5. Dose response of leptin for RANTES 

and IL-8 mRNA expression in 

THP-1 cells. Northern analysis of 

mRNA derived from THP-1 cells 

stimulated with varying doses of 

leptin for 4 hrs.

β-actin

RANTES

NT 0.05  0.25   0.5 1

Leptin(㎍/㎖)

IL-8

β-actin

Fig. 6. Effect of leptin on the expression of 

leptin receptor long isoform (OB-RL) 

in THP-1 cells. THP-1 cells were 

(a) untreated or treated with (b) 

LPS (100 ng/㎖), (c) leptin (250 ng/

㎖), or (d) leptin and LPS simultaneously 

for 4 hrs. Total RNA was prepared 

and the levels of OB-RL mRNA 

were analyzed by RT-PCR analysis.

OB-RL

GAPDH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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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작용 관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하 다.

Leptin은 실시된 8종 케모카인의 발현에서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RT-PCR로 screening 해 보았다. THP-1 세포

에서 leptin은 RANTES, IL-8, MCP-1, IP-10, 

Mig, MIP-1α, MIP-1β 그리고 GRO-α 유

전자의 발현을 유도하지 못하 다. 그러나 세

포의 종류에 따라 leptin의 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 먼저 THP-1 세포와 말초

혈액단핵세포에서 leptin의 작용을 비교해 본 

결과 THP-1 세포에서 RANTES 유전자의 경

우 leptin 처리 시 대조세포에 비해 더 강하게 

유전자 발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된 세포의 종류에 따라 leptin의 향이 조

금씩 다르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비록 leptin과 케모카인에 관한 연구보고가 많

이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leptin 작용에 의

한 HUVEC과 BAEC에서의 케모카인 MCP-1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보고에서만(24,25) leptin

의 작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leptin

이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관여함을 뒷받침 해주

는 연구보고로 대식세포 및 단핵구 또는 T 림

프구에서 사이토카인(GM-CSF와 G-CSF)의 생

성과 활성이 leptin에 의해 조절되며,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 IL-6,  IL-12와 같은 호

염증성 사이토카인들도 leptin에 의해 그 생성

이 증가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12,16,20,27).

주된 사이토카인 유도인자로 알려진 LPS 유

도에 의한 이들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에 대한 

leptin의 작용에서도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

었다(Fig. 2). 본 실험에서 사용된 leptin 농도

는 여러 문헌(25,28,29)들을 토대로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data not shown) 250 ng/㎖의 

적정 농도를 사용하 다. 대부분의 사이토카인

들은 유도인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 발현이 

강하게 됨을 관찰 할 수 있으나, leptin에 의한 

RANTES 유전자의 발현은 50 ng/㎖, 250 ng/

㎖, 500 ng/㎖, 1 ㎍/㎖ 농도 범위 내에 leptin 

비의존성 반응을 보 다. 따라서 leptin은 

RANTES 및 IL-8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5).

Leptin receptor는 크게 long isoform(OB- 

RL)과 short isoform(OB-RS)의 두 가지 형태

를 취하며 기능상으로나 구조상으로 gp130을  

포함하는 class I cytokine receptor family로 

알려져 있다(9,10,30). OB-RL은 식이 섭취와 

에너지 소비 그리고 내분비 기능의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31) JAK/STAT signaling pathway의 활성

과 관련된 binding motifs를 포함(23,24)하고 

있으므로 leptin의 직접적인 작용을 확인하려면 

OB-RL 유전자 발현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 

OB-RL은 몇몇 말초조직(endothelial cells, 

platelets, CD4+, CD8+ T lymphocytes, CD34+ 

cells, yolk sac, leukemia cells)에서 발현되며, 

OB-RS은 대부분의 조직(Kidney, lung, liver, 

spleen, macrophages)에서 발현된다(12,13). 비

록 본 실험에서 leptin이 이들 케모카인 유전자

의 발현을 유도하지 못했지만, OB-RL 유전자 

발현 유도는 관찰할 수 있었다(Fig. 6). 이는 

leptin에 의한 세포의 반응은 leptin과 반응하는 

leptin receptor 발현도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leptin은 THP-1 세포에서 

8종 케모카인(RANTES, IL-8, MCP-1, IP-10, 

Mig, MIP-1α, MIP-1β, GRO-α)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지 못하 으나, OB-RL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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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에서는 leptin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leptin과 케모카인의 상호작용 정립을 

위한 기본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세포들을 대상으로 많은 종류의 케모카인 유전

자 발현 검색이 요구된다.

결    론

Human monocytic cell line인 THP-1 세포

에서 leptin에 의한 RANTES, IL-8, MCP-1, 

IP-10, Mig, MIP-1α, MIP-1β 그리고 GRO-α  

유전자 발현 분석을 시도한 결과 leptin은 이들 

8종 케모카인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지 못하

고, leptin을 LPS와 병행 처리 시 LPS 단독

에 의한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양상과 동일하

다. 그리고 leptin은 leptin receptor인 OB-RL 유전

자의 발현을 유도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THP-1 세포주에서 leptin은 케모카

인 유전자 발현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OB-RL 유전자 발현에서는 leptin의 작용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leptin과 케모카인과의 

상호 작용 정립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을 위해

서는 좀 더 다양한 세포들을 대상으로 많은 종

류의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 검색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Imagawa K, Numata Y, Katsuura G, 

Sakaguchi I, Morita A, Kikuoka S, 

Matumoto Y, Tsuji T, Tamaki M, 

Sasakura K, Teraoka H, Hosoda K, 

Ogawa Y, and Nakao K: Structure- 

Function studies of human leptin. J Biol 

Chem 273: 35245-35249, 1998.

 2. Mantzoros CS, Moschos SJ: Leptin in 

search of role(s) in human physiology 

and pathophysiology. Clin Endocrinol 49: 

551-567, 1998.

 3. Sweeney G: Leptin signalling. Cellular 

signalling 14: 655-663, 2002.

 4. Zhang Y, Proenca R, Maffei M, Barone 

M, Leopold L, Friedman JM: Positional 

cloning of the mouse obese gene and its 

human homologue. Nature 372: 425-432, 

1994.

 5. Bouloumie A, Drexler HC, Lafontan M, 

Busse R: Leptin, the product of Ob gene, 

promotes angiogenesis. Circ Res 83: 1059 

-1066, 1998.

 6. Gainsford T, Willson TA, Metcalf D, 

Handman E, Mcfalane C, Ng A, Nicola 

NA, Alexander W, Hilton DJ: Leptin can 

induce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functional activation of hemopoietic cells. 

Proc Natl. Acad Sci USA 93: 14564- 

14568, 1996.

 7. Mantzoros CS: Role of leptin in 

reproduction. Ann NY Acad Sci 900: 

174-183, 2000.

 8. Sierra-Honingmann MR, Nath AK, 

Murakami C, Garcia-Cardena G, Papapet- 

ropoulos A, Sessa WC, Madge LA, 

Schechner JS, Schwabb MB, Polverini 

PJ, Flores-Riveros JR: Biological action 

of leptin as an angiogenic factor. Science 

281: 1683-1686, 1962.

 9. Tartaglia LA: The leptin receptor. J Biol 

Chem 272: 6093- 6096, 1997.



－최진희․박호선․이태윤․김성광․김희선－

140

10. Bjorbaek C, Uotani S. Silva Bd, Flier JS: 

Divergent signaling capacities of the 

long and short iIsoforms of the leptin 

receptor. J Biol Chem 272: 32686-32695, 

1997.

11. Heshka JT, Jones PJH: A role for dietary 

fat in leptin receptor, OB-Rb, function. 

Life Sciences 69: 987-1003, 2001.

12. Moschos S, Chan JL, Mantzoros CS: 

Leptin and reproduction a review. Fertility 

and Sterility 77: 433-444, 2002.

13. Fantuzzi G, Faggioni R: Leptin in the 

regulation of immunity, inflammation, 

and hematopoiesis. J Leukoc Biol 68: 

437-446, 2000.

14. Gabay C, Dreyer MG, Pellegrinelli N, 

Chicheportiche R, Meier CA: Leptin 

directly induces the secretion of interleukin 

1 receptor antagonist in human monocytes. 

J Clin Endocrinol Metab 86: 783-791, 

2001.

15. Friedman JM, Halaas JL: Leptin and the 

regulation of body weight in mammals. 

Nature 395: 763-770, 1998.

16. Grunfeld C, Zhao C, Fuller J, Pollock A, 

Moser A, Friedman J, Feingold KR: 

Endotoxin and cytokines induce expression 

of leptin, the ob gene product, in hamsters. 

J Clin Invest 97: 2152-2157, 1996.

17. Janik Je, Curti BD, Considine RV, Rager 

HC, Powers GC, Alvord WG, et al: 

Interleukin 1 alpha increases serum leptin 

concentration in humans. J Clin Endocrinol 

Metab 82: 3084-3086, 1997.

18. Mantzoros CS, Moschos SJ, Avramopoulos 

I, Kaklamani V, Liolios A, Dougerakis 

DE: Leptin concentrations in relation to 

body mass index and the tumor necrosis 

factor-alpha system in humans. J Clin 

Endocrinol Metab 82: 3408-3413, 1997.

19. Load GM, Matarese G, Howard JK, 

Baker RJ, Bloom SR, Lechlr RI: Leptin 

modulates the T-cell immune response 

and reverses starvation-induced immu- 

nosuppression. Nature 394: 897-901, 1998.

20. Santos-Alvarez J, Goberna R, Sanchez- 

margalet V: Human leptin stimulates 

proliferation and activation of human 

circulating monocytes. Cell Immunol 194: 

6-11, 1996.

21. Kim CH, Broxmeyer HE: Cehmokines: 

signal lamps for trafficking of T and B 

cells for development and effector 

function. J Leukoc Biol 65: 6-15, 1999.

22. Doh HS, Kim SK, Kim HS: Effect of 

lipopolysaccharide on the expression of 

chemokine Mig gene in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J Bact Virol 31: 11-20, 

2001.

23. Gillitzer R, Goebeler M: Chemokines in 

cutaneous wound healing. J Leuko Biol 

69: 513-521, 2001.

24. Bouloumie A, Marumo T, Lafontan M, 

Busse R: Leptin induces oxidative stress 

in human endothelial cells. FASEB J 13: 

1231-1238, 1999.

25. Yamagishi SI, Edelstein D, Du XL, Kaneda 

Y, Guzman M, Brownlee M: Leptin induces 



－THP-1 세포주에서 Leptin에 의한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

141

mitochondrial superoxide production and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expression in aortic endothelial cells by 

increasing fatty acid oxidation via protein 

kinase A. J Biol Chem 276: 25096-25100, 

2001.

26. Faggioni R, Jones-Carson J, Reed DA, 

Dinarello CA, Feingold KR, Grunfeld C, 

Fantuzzi G: Leptin-deficient (ob/ob) mice 

are protected from T cell-mediated 

hepatotoxicity: Role of tumor necrosis 

factor α and IL-18. Proc Natl Acad Sci 

USA 97: 2367-2372, 2000.

27. Sanchez-Margalet V, Martin-Romero C, 

Gonzalez-Yanes C, Goberna R, Rodriguez 

-Bano J, Muniain MA: Leptin receptor 

(OB-R) expression is induced in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by in vitro 

activation and in vivo in HIV-infected 

patients. Clin Exp Immunol 129: 119-124, 

2002.

28. Faggioni R, Fantuzzi G, Gabay C, Moser 

A, Dinarello CA, Peingold KR, Grunfeld 

C: Leptin deficiency enhances sensitivity 

to endotoxin-induced lethality. Am. J. 

Physiol 276: 136-142, 1999.

29. Hamid ZE, Pockley G, Metcalfe RA, 

Bidlingmaler M, Wu Z, Ajami A, 

Weetman AP, Strasburger CJ: High-dose 

leptin activates human leukocytes via 

receptor expression on monocytes. J 

Immuno 167: 4593-4599, 2001.

30. Baumann H, Morella KK, White DW, 

Dembski M, Bailon PS, Kim H. Lai CF, 

Tartaglia LA: The full-length leptin 

receptor has signaling capabilities of 

interleukin 6-type cytokine receptors. 

Proc Natl Acad Sci USA 93: 8374-8378, 

1996.

31. Iqbal J, Pompolo S, Murakami T, 

Grouzmann E, Sakurai T, Meister B, Clarke 

IJ: Immunohist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localization of long-form leptin receptor 

(OB-Rb) in neurochemically defined cells 

in the ovine hypothalamus. Brain Research 

920: 55-64,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