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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vine lactoferrin is well known as biological activator in defense mechanism related some cells. In this study, we was

investigated about the immune modulator as a role of lactoferrin through the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genes associated

with hypersensitivity such as allergy, athma and inflammatory disease. Effects of inflammatory reaction of bovine lactofer-

rin was carried out by RT-PCR analysis from isolated total RNA treated with lactoferrin 0, 10, 50, 100, 500 µg/mL and PMA

100 ng/mL. The expression of the TYROBP, PITPNA, IL-10, SLP1, DC-stamp and ICAM-1 mRNA were increased by syn-

ergy effect of bovine lactoferrin and PMA. The results of RT-PCR showed that bovine lactoferrin and PMA had an effect of

immune modulator by enhancement of TYROBP, PITPNA, SLP1, DC-stamp, IL-10 and ICAM-1 gene transcription in

U937, Mutz-3 and NK92 cells, respectively. Bovine lactoferrin showed a potential of biological function which could be

used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s a material of food and pharmaceu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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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ovine lactoferrin은 우유의 유청단백질에 속하는 분자

량 82 kDa의 철 결합 단백질로 체액과 혈액에 존재하는

transferrin family의 하나이다. Lactoferrin은 젖소의 초유에

0.8 mg/mL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정상유에는 0.1-0.4 mg/

mL 정도로 미량이 함유되어 있다(Masson and Heremans,

1971; Suzuki et al., 1977).

Lactoferrin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은 학

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졌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지만 생체 내에서 그 기능이 발전되는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Lactoferrin의 기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항균활성 기능(Arnold et al., 1977; Ellison et

al., 1988)이 있고, 그 외에 염증반응의 조절 기능, 면역계

의 활성화 및 myelopoiesis의 조절(Brock, 1995) 기능도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ifford 등(2005)은 lactoferrin을 단

백질 가수분해효소로 처리해서 생성된 peptides(Lfc, N-

terminal domain)는 lactoferrin보다 더 높은 활성과 다른 다

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in vitro 실

험에서 선천성 면역에 관련된 세포들(macrophage, neutro-

phils, basophils, esosinophils, mastocytes, NK cell)과 후천

성 면역에 관련된 세포들(B cell, T cell, dendritic cell)에

서 pro-inflammatory 또는 anti-inflammatory 물질로서 기

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egrand et al., 2005, 2006).

최근의 연구에서는 lactoferrin이 건강한 사람에게 면역과

항산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보충제로서 기능이 있는 것

으로 보고했다(Mulder et al., 2008). Freiburghaus 등(2009)

은 인간 결장암 세포에 bovine lactoferrin으로부터 유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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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인 lactoferricin을 처리한 결과 분화의 비율이 감소

하였다고 보고했다. Lang 등(2011)은 Heparan Sulfate Pro-

teoglycans에 결합한 lactoferrin이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감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Wong

등(1998)은 β-lactoglobulin은 쥐의 비장세포 배양 시 IgM

의 생산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사람 대식세포유사

세포인 U937의 분화와 식균작용은 glycomacropeptides(κ-

casein의 106-169)로 처리 할 경우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Li and Mine, 2004). 또한 Pellegrini 등(2001)

은 β-lactoglobulin의 trypsin 가수분해물로부터 얻은 단편

들이 gram-positive bacteria에 대해서 활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논문은 우유 유청단백질의 하나인 lactoferrin이 사람

기원의 단핵세포주인 U937 세포, Dendritic cell(수지상 세

포)을 분화시킨 Mutz-3 세포, 그리고 NK-92 세포를 이용

하여 각 세포에서 염증 및 면역관련 유전자의 발현 조절

을 RT-PCR 방법으로 조사함으로써 lactoferrin의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과 산업적 응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Lactoferrin

Bovine lactoferrin은 Morinaga Milk Industry Co., LTD.

(Japan)의 영양과학연구소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순도를 높

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정제하여 전기영동에서 단일밴드로

확인된 lactoferrin을 사용하였다.

동물 세포주 및 배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의학센터에서 제공받은 사람

유래 U937, Mutz-3, NK-92 세포를 24-well plate에 2 × 105

cells/mL로 조정하여 lactoferrin 0, 10, 50, 100, 200 µg/mL

과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PMA) 100 ng/mL(천연

물 추출액)을 첨가하여 5% CO
2
 세포 배양기에서 37oC에

서 12시간 배양하였다. 사용된 배지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USA)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Gibco, USA)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주의 Total RNA 추출 및 cDNA 합성

배양이 완료된 세포는 TRI Reagent로 total RNA를 분

리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TRI Reagent

를 500 µL씩 분주하여 세포를 lysis한 후 클로로포름 200

µL를 첨가하여 15초간 혼합하였다. 그 후 20분간 원심분

리(12,000 g)하여 상층액을 이소프로판올 500 µL와 혼합

하여 다시 15분간 원심분리(12,000 g)하였다. 상층액을 제

거한 후 100% 에탄올과 0.1% diethyl pyrocarbonate(DEPC)

를 75:25로 혼합하여 만든 75% 에탄올을 각 튜브에 1 mL

씩 분주하여 5분간 원심분리(12,000 g)한 후 상층액을 제

거한 뒤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DEPC water를 50 µL씩 분

주하여 녹인 후 2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total RNA

양을 정량하였다.

cDNA를 합성하기 위하여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를 이용하였다. Oligo(DT) primer(25 nM)

1µL, dNTP mix(10 nM) 1µL, Taq DNA polymerase(Promega,

USA) 추출한 RNA 1 µL와 DEPC water로 11 µL를 맞추

고 65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즉시 얼음에서 냉각시켰

다. 이후 5배 완충용액 4 µL, DEPC water 1 µL, DTT(100

mM) 1 µL, M-MLV reverse transcriptase 1 µL를 섞어 7

µL씩 각 PCR tube에 더한 후 42oC에서 60분, 75o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락토페린에 의한 면역세포 U937, Mutz3, NK92 세포에

서 조절되는 면역 유전자 발현 조사

Lactoferrin과 PMA를 처리한 구와 처리하지 않은 구로

나누어 PITPNA(phosphatidylinositol transfer protein, alpha),

TYROBP(TYRO protein tyrosine kinase binding protein),

SLIP(secretory leukocyte peptidase inhibitor), ICAM1(inter-

cellular adhesion molecule 1), IFN-α(interferon-α), DC

STAMP(dendritic cell STAMP), IL-1α(interleukin-1α), IL-

10(interleukin-10), GAPDH(glyceraldehydes-3-phosphate de-

hydrogenase) 유전자 발현을 RT-PCR로 조사하였다. RT-

PCR 조건은 94oC에서 5 min(1 cycle), 94oC에서 30s, 55oC

에서 30s 그리고 72oC에서 30s(30 cycles), 72oC에서 5 min

(1 cycle) 이었다. GAPDH조건은 94oC에서 5 min(1 cycle),

Table 1. List of primer sets used for RT-PCR

Gene 5'- primer -3' Position

GAPDH
GACTGCTGTCTGCCCTCTCT sense

GCAATTCCCTGTAGCTCTCAA antisense

DC STAMP
CACCCACCTGCTCTGCCTGC sense

CCAGCACCCCAGCCTGCTTC antisense

ICAM-1
CCGGCGCCCAACGTGATTCT sense

AGAAGCTGCGCCCGTTGTCC antisense

IL-10
GCACCCACTTCCCAGGCAACC sense

CCCAGGGAGTTCACATGCGCC antisense

IL-1α
GTAGCCACGTAGCCACGCCT sense

CCCCCTGCCAAGCACACCCA antisense

IFN-α
TACGATGGCCTCGCCCTTTGC sense

TGCTCTGACAACCTCCCAGGCA antisense

PITPNA
ACCCAGCAGCTCCACCCTCC sense

CATCCCCGCTCCCCACAGGA antisense

SLPI
CCCTTCCTGGTGCTGCTTGCC sense

CGCTTGCACTGGCCATCCATCT antisense

TYROBP
GTGCTCATTGCCCTGGCCGT sense

ACGCTGTTTCCGGGTCGCTG anti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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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oC에서 30s, 55oC에서 30s 그리고 72oC에서 30s(20

cycles), 72oC에서 5 min(1 cycle)으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유전자의 primer set는 Table 1과 같다.

Agarose 전기영동

PCR 산물은 0.002% ethidium bromide가 첨가된 2%

agarose gel에서 100 V로 20분간 전기영동 한 후 자외선

광으로 유전자 발현 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 및 고찰

U937 세포주를 이용한 락토페린의 염증반응 효과

Lactoferrin을 사람유래 단핵구세포주인 U937세포에 처

리하여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중 염증반응과 관련

된 TRROBP, PITPNA, SLP1(Fig. 1A) DC STAMP, IL-10,

ICAM-1(Fig. 1B)의 발현변화를 RT-PCR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Lactoferrin 단독 또는

PMA 단독으로는 PITPNA나 TYROBP의 발현이 미약하나

면역증강물질인 PMA을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PITPNA나

TYROBP의 발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두 물질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생체 면역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1A). 이러한 유전자의

알려진 기능으로는 phospholipase C 신호전달에 관련된

PITPNA 유전자와 면역관련 수용체와 관련된 신호전달과

연관된 TYROBP 유전자, 상피세포 보호로 면역반응에 기

여하는데 관련된 SLPI 유전자의 lactoferrin에 의한 발현여

부를 RT-PCR로 조사한 결과는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

이 lactoferrin과 PMA 혼합 처리시에 발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이 두 물질이 이들 유전자의 발현에 강하게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lactoferrin

의 농도증가에 의한 TYROBP, PITPNA 유전자의 발현증

가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서 검증

하였다(Fig. 1B).

사람유래 U937 세포를 이용하여 항원제시세포로 작용

하는 Dendritic Cell(DC, 수지상세포) marker 유전자인 DC-

STAMP가 lactoferrin에 의한 발현여부를 RT-PCR로 조사

한 결과는 Fig. 1C에 나타난 바와 같다. Lactoferrin 단독

으로는 DC-STAMP의 발현이 되지 않지만, PMA 단독으

로는 DC-STAMP의 발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DC-

STAMP 발현에는 lactoferrin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알러지와 관련된 IL-10 유전자의

lactoferrin에 의한 발현여부를 RT-PCR로 조사한 결과는

Fig. 1C에 나타난 바와 같다. Lactoferrin 단독 또는 PMA

단독으로는 IL-10의 발현이 미미하지만, Lactoferrin과 PMA

혼합처리 시는 IL-10의 발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이 두 물질이 IL-10 발현에 강하게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사람유래 U937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표면

당단백질 결합과 관련된 ICAM-1 유전자의 lactoferrin에

의한 발현여부를 RT-PCR로 조사한 결과는 Fig. 1C에 나

타난 바와 같다. PMA와 lactoferrin 각각 단독 처리 경우

에는 미약하게 발현이 되었지만 PMA와 lactoferrin의 혼

합처리한 경우에는 ICAM-1의 발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

으로써 lactoferrin이 ICAM-1의 발현에 상승작용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Legrand 등(2005, 2006)은 in vitro 연구에

서 선천성 면역에 관련된 세포인 macrophage, neutrophil,

basophil, esosinophil, mastocyte, NK 세포와 후천성 면역에

관련된 세포인 B 세포, T 세포, dendritic 세포를 포함하는

세포활성의 조절에서 pro-inflammatory와 anti-inflammatory

행위자로써 lactoferrin의 역할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경

우, lactoferrin에 의해 면역세포의 활성의 조절은 면역세포

에 의한 pro-inflammatory interleukins 즉, IL-1, IL-6, IL-

18, TNF-α와 enderothelial cell에 의한 adhesion molecules

의 발현을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Elass

Fig. 1. Modulation of immune activity-related genes in the

lactoferrin and PMA treated U937 cell. (A) TYROBP,

PITPNA and GAPDH, (B) TYROBP and PITPNA, (C)

DC STAMP, IL-10 and ICAM-1.



Multi-immunological Properties of Lactoferrin in In Vitro 367

et al., 2002). 반면에 lactoferrin의 anti-inflammatory 특징

의 대부분은 endotoxin에 대한 lactoferrin의 중화효과와 그

와 관련된 수용체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Legrand

et al., 2005; Legrand et al., 2006).

Mutz-2 세포에서 면역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유전자의 변화

Dendritic cell(수지상 세포) 세포를 분화시키기 전 세포

인 Mutz-3 세포를 이용하여 TYROBP, PITPNA 그리고 IL-

1α 유전자의 lactoferrin에 의한 발현여부를 RT-PCR로 조

사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TYROBP 유전

자는 lactoferrin 단독 처리 경우 강하게 발현하였는데 이

는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PMA와 혼합처리 했을 경우와 비

슷하게 발현하였다. 따라서 lactoferrin이 TYROBP 유전자

발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ITPNA 유전자 역시 lactoferrin을 처리했을 경우에 강하

게 발현하였고, IL-1α 유전자 발현에는 아주 미약하게 작

용하였다. Spadaro 등(2008)의 보고에 의하면 재조합 인체

lactoferrin의 하나인 talactoferrin(TLF)을 항암물질로써 임

상 진행과 임상 실험의 단계 3에 적용하였는데, monocyte(

단핵구)로부터 유래된 dendritic cell(수지상 세포)의 성숙

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LF의 생리학적으로 기능

을 나타내는 농도는 100 µg/mL로 human leukocyte antigen

(HLA) class II, CD83, CD80, CD86 공동 분자, CXCR4,

CCR7 주화성 수용체 등의 발현을 상향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dendritic cell을 통한 후천성 면

역에 선천성 면역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TLF가 면역 조절

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NK92 세포에서 면역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NK92 세포에서는 lactoferrin과 PMA를 처리하여

TYROBP와 PITPNA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RT-PCR로 조

사한 결과는 Fig. 3A에 나타난 바와 같다. PITPNA 유전

자는 lactoferrin과 PMA 단독 처리 경우에 발현이 잘 되

었고, TYROBP 역시 NK세포에서는 잘 발현되는 유전자

로 사료된다. NK92세포에 lactoferrin과 PMA를 처리하여

IL-1α와 DC-stamp, IFN-α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RT-PCR

Fig. 2. Modulation of immune activity-related genes (TYROBP, PITPNA and IL-1α) in the lactoferrin and PMA treated Mutz-3

cell.

Fig. 3. Modulation of of immune activity-related genes in the lactoferrin and PMA treated NK92 cell. (A) TYROBP and PITPNA,

(B) DC-STAMP, IFN-α and IL-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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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한 결과는 Fig. 3B에 나타난 바와 같다. IL-1α와

DC-stamp 유전자는 lactoferrin과 PMA 단독 처리하였을

경우 발현되지 않았는데, 두 물질을 혼합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발현되었다. 따라서 lactoferrin과 PMA 두 물질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IFN-α의 유전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요 약

유청단백질의 일종인 lactoferrin은 이미 많은 보고에 의

해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는데, U937, NK92, 수지상세포의 분화된 상태인 mutz-3

와 muDC를 이용하여 과민반응과 천식, 면역 관련 유전자

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Lactoferrin 단독 또는 면역증강물질인 PMA

와 혼합하여 처리 한 경우 상승효과 작용으로 과민반응과

천식, 면역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강하게 유도하였다. 이

는 유청단백질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lactoferrin이 면역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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