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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We wanted to evaluate the immunomodulatory effect of three antifungal agents,
amphotericin B (AmB), micafungin (MF), itraconazole (ITZ), in the aspect of cytokine production and
expression of nuclear factor-κB (NF-κB) in the Aspergillus fumigatus conidia treated-RAW264.7 cells,
a murine alveolar macrophage cell line.
Materials and Methods : We evaluated cytotoxic effect of antifungal agents using commercial cell
proliferation assay.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nd interleukin (IL)-10 production according to
stimulation (control, A. fumigatus conidia only, conidia + antifungal drug, conidia + antifungal drug +
GM-CSF) was evaluated and compared each using commercial ELISA method. NF-κB activation was
evaluated by western blot analysis.
Results : AmB, MF, ITZ showed dose-dependent cytotoxic effect on the tested cells. Stimulation of
cells by A. fumigatus conidia induced TNF-α production. Pretreatment of AmB at concentration not
affecting cellular survival did not change the production of TNF-α compared to conidia treated cells, but
pretreament of MF or ITZ showed reduced amount of TNF-α production compared to conidia treated
cells. AmB also showed synergistic effect on TNF-α production when simultaneously treated with
GM-CSF. IL-10 production was markedly increased whe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AmB with
conidia. MF and ITZ induced less increase of IL-10 production than AmB. AmB also showed
synergistic effect on the production of IL-10 when treated with GM-CSF simultaneously. A. fumigatus
conidia enhanced expression of NF-κB. The degree of NF-κB expression was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TNF-α and IL-10 produced.
Conclusion : The antifungal agents we used in this experiment showed that decreased TNF-α
production and increased IL-10 production from the RAW264.7 cells stimulated by A. fumigatus
conidia after pretreatment of antifungal agents. But more studies, such as the association between
immunomodulatory effect, antifungal activity and difference of signal pathway of cellular activation
according to drugs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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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AIDS와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에서의 적극
적인 진단과 치료로 이들 환자군의 생존이 증가함에 따라
진균 감염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약제와
항진균범위가 다르고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항진균제가
개발됨으로써 임상에서 약제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 진

균 감염, 특히 Aspergillus 종에 의한 감염은 면역저하 환

배지에, itraconazole (ITZ, Choongwae Pharmaceutical

자군에서 여전히 60-80%를 상회하는 사망률을 보인다

Corporation, Seoul, Korea)은 isopropyl alcohol에 희석하

(1-3).

여 사용하였으며, granulocyte macrophage colony-stimu-

진균 감염에 의한 생체 면역 반응 연구는 비교적 최근

lating factor (GM-CSF, Calbiochem, Darmstadt, Ger-

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many)는 3차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않았으나 세균감염에서의 면역 반응과는 양상이 다른 것

항진균제의 농도는 혈중 최고 농도를 포함하도록 저농도

으로 보고 되고 있다. 진균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형

에서부터 고농도까지로(AmB, 1, 2, 4, 8 µg; MF, 0.01,

(metamorphosis)을 하게 된다. 즉, Aspergillus의 경우 최

0.05, 0.1, 0.5, 1 µg; ITZ, 0.1, 0.4, 0.8 µg) 하였다.

초 감염의 형태인 conidia에서 궁극적으로 침습형태인 균
사(hyphae)로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생체에

2. Raw 264.7 세포 주

서 이를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수용체나 매개물

Murine macrophage 세포주인 RAW264.7은 한국 세포

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

주 은행에서(KCLB, No. 40071) 구입하여 10% FBS (vol/

과이다(4-6).

vol), penicillin (100 U/mL), streptomycin (100 µg/mL)이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은 체내로 침투한 미생물을 살균하

첨가된 DMEM 배지에서 37℃, 5% CO2의 조건으로 배양

거나 정균하는 효과이외에도, 탐식작용, 화학주성, 내독소

하였다. 필요한 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2시간 배양한 후 부

유리(release), cytokine 생산, 조혈기능, 특정 암세포주에

착되지 않은 세포는 제거하고 부착되어 단층을 형성한 세

대한 항암효과 등 다양한 면역조절 효과가 알려져 있다

포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7-9).
항진균제의 면역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임상에

3. A sper gillus fumigatus conidia

서 사용 경험이 풍부한 항진균제인 amphotericin B와 am-

A. fumigatus (IFO no. 30870)는 37℃에서 Sabouraud's

photericin B 지질제제에 대한 것으로 amphotericin B가

dextrose agar 사면배지에 배양한 후 0.05% Tween 80이

특히 염증성(proinflammatory) cytokine 분비에 미치는 영

첨가된 식염수로 수확하여 멸균된 거즈로 걸러 conidia만

향과 이에 따른 독성 발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약제인 azole과 echinocandin 계열
의 항진균제에 의한 면역조절 효과는 거의 보고된 바 없

4. 세포 생존률 측정

으며 특히 amphotericin B와 면역조절 효과가 비교된 연

각 약제가 시험 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Cell Prolifera-

구 역시 없다. 저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몇 가지 항생제가

tion Reagent WST-1 (Roche, Mannheim, Germany)을

cytokine 생산, 특정 면역세포의 apoptosis 등 숙주세포의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264.7 세포를 1×10 cells/100

면역 반응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µL/well이 되도록 96 well 배양 접시에 분주한 후 실험에

왔다(7-10).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서

사용할 항진균제를 농도별로 0, 24, 48, 72시간 동안 처리

4

로 다른 계열의 세 가지 항진균제가 실제 Aspergillus 감

하여 37℃, 5% CO2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그 후 10 µL

염에 대한 최초 접촉 세포인 폐 대식세포(alveolar macro-

의 Cell Proliferation Reagent WST-1 시약을 첨가하여 4

phage)에서 몇 가지 cytokine 생산과 세포 활성의 중요한

시간 동안 배양한 후 ELISA reader로 440 nm의 흡광도에

요소인 nuclear factor-κB (NF-κB)활성화에 미치는 영

서 측정하였다.

향을 시험관내에서 파악하고 그 의미를 추론해 보고자 하
5. Cy tokine 생산량 측정

였다.

6

항진균제를 24시간 동안 Raw264.7 세포에(1×10 cells/

재료 및 방법

mL) 전 처리 한 후 37℃, 5% CO2에서 배양하였다. PBS
로 세포를 세척한 후 conidia를 세포에 첨가하여(Effector:

1. 시약

Target=10:1) 4시간 동안 자극하였다. 반응 후 세포 상층

Amphotericin B (AmB, Sigma, St. Louis, USA), mica-

액을 얻어 -80℃에서 보관하였고 cytokines 생산량은

fungin (MF, Fujisawa Pharmaceutical Company, Osaka,

ELISA kit (Endogen, Rockfor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Japan)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50 µL의 시료를 96 well 배양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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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넣은 후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를 첨가하여 실

rabbit immunoglobulin G (Zymed Laboratory Inc., San

온에서 배양하였고, 세척 후 streptavidin-HRP를 첨가하

Francisco, CA)가 들어있는 TBST에 membrane을 담근

여 30분 배양하였다. 그 후 100 µL의 3,3',5,5'- tetrame-

후 1시간 3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켜 Supersignal West

thylbenzidine (TMB) substrated solution을 첨가하여 반

chemiluminescent substrates (Pierce, Rockford, USA)를

응시키고, 30분 후 stop solution으로 반응을 정지시켰다.

첨가하고 밴드를 확인하였다.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의 흡광도에서 측정하
8. 분 석

였다.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3회에 걸쳐 실험하였다.
6. 핵 및 세포질 추출

각 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t-검정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6

Raw264.7 세포에(7×10 cells/mL) 항진균제를 24시간

검정하였으며 P<0.05를 유의 수준으로 하였다.

동안 전처리하여 37℃, 5% CO2 조건에서 배양 후 PBS로

결

세척하고 conidia (E:T=10:1)로 2시간 동안 세포를 자극하

과

였다. 세포 세척 후 1,500×g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한
후 160 µL buffer A (10 mM HEPES (N-(2-hydroxye-

1. 항진균제가 Raw 264.7 세포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thyl) piperazine-N-(2-ethanesulfonic acid) hemisodium

WST-1 assay kit을 이용하여 항균제가 RAW264.7 세

salt), pH 7.9, 10 mM KCl, 0.1 mM EDTA (ethylenedia-

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AmB는 저농도

mine tetraacetic acid), 0.1 mM EGTA (ethylene glycol-

(1, 2 µg/mL)에서 세포 생존에 영향이 없었으나, 4 µg/mL

bis (2-aminoethylether)-N,N,N',N'-tertraacetic acid), 1

의 농도로 72시간 배양하였을 때와 8 µg/mL을 처리하였

mM DTT (dithiothreitol), 0.5 mM PMSF (phenylmethyl-

을 때 시간 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이 감소하였다(Figure

sulfonyl fluoride)를 첨가하고 얼음에서 15분 동안 배양하

1). MF는 48시간까지 모든 농도에서 영향이 없었으나 1

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2.5%의 4-nonylphenolpolyethy-

µg/mL의 농도로 72시간 배양하였을 때 생존률이 감소하

lenglycol (Nonidet P-40, Roche Diagnostics Corporation,

였다(Figure 1). ITZ은 0.4, 0.8 µg/mL 농도에서 시간 의

Indianapolis, IN) 40 µL를 첨가하고 10초간 섞어준 후

존적으로 세포수가 감소하였다(Figure 1). 이 결과를 토대

12,000×g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세포질 추출물인 상

로 AmB 2 µg/mL, MF 0.05 µg/mL, ITZ 0.1 µg/mL의 농

층액을 수집하여 -80℃에 보관하였다. 남아있는 pellet에

도를 이 후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40 µL의 buffer C (20 mM HEPES, pH 7.9, 0.4 M NaCl,
1 mM EDTA, 1 mM DTT, 1 mM PMSF)를 첨가하여

2. 항진균제가 Raw 264.7 세포의 T N F-α와 IL -10 생

4℃에서 20분간 섞어주고 12,000×g에서 5분간 원심 분리

산에 미치는 영향

후 얻은 핵추출물 상층액을 실험시까지 -80℃에서 보관하

A. fumigatus conidia (E:T=10:1)만의 자극에 의해서도

였다. 단백질량은 MicroBCATM protein assay reagent

RAW264.7 세포에서의 TNF-α의 생산이 증가하였다(86.6

kit (Pierce, Rockford,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15 pg/mL) (Figure 2A). AmB를 전처치한 후 같은 양
의 conidia로 자극한 경우 TNF-α의 생산에 유의한 차이

7. N F-κB 활성화 측정

는 없었으나, MF (72.3±3.32 pg/mL, P=0.02)와 ITZ (58.4

같은 양으로 10% SDS-polyacryla-

±2.83 pg/mL, P=0.001)를 전처치 한 경우에는 TNF-α

mide gel상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Nitrocellulose mem-

생산량이 적은 폭이기는 하지만 conidia만으로 자극한 경

brane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에 검체를 옮

우와 AmB를 전처치한 경우에 비해 의미있게 적었다.

긴 후 5% 탈지유가 첨가된 TBST (10 mM Tris-Cl [pH

GM-CSF의 처리에 의해 TNF-α의 생산은 현저히 증가

8.0], 150 mM NaCl, 0.05% Tween 20)에서 membrane을

하였는데(183.9±1.15 pg/mL), GM-CSF와 AmB를 함께

blocking하고 세척 후 1:500으로 희석된 rabbit polyclonal

전처치한 후 conidia로 자극한 경우 TNF-α 생산은 GM-

정량된 검체들은

anti-NFκB p65 antibody (핵 추출물) (Cell Signaling

CSF를 단독 처리했을 때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echnology Inc, Beverly, Mass.)가 들어있는 TBST에서

(204.1±0.89 pg/mL). MF또는 ITZ를 GM-CSF와 함께 전

4℃에서 15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embrane 세척 후 1:

처치한 경우는 GM-CSF를 단독 처리하였을 때와 비교하

1,000으로 희석된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anti-

여 TNF-α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승작용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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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진균제가 Raw 264.7세포의 N F-κB의 활성에 미

었다.
Conidia의 자극에 의해 Raw264.7의 IL-10 생산량은 자

치는 영향

극을 주지 않은 세포와 비교해 변화가 없었으나 항진균제

항진균제에 의한 cytokine의 생산의 변화가 NF-κB 활

를 전 처리하였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AmB, 65.8±

성화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F-κB의 활성화

8.50 pg/mL; MF, 43.7±3.22 pg/mL; ITZ, 52.7±7.41 pg/

를 관측하였다. Figure 3에서 처럼 conidia의 자극에 의해

mL), GM-CSF를 처리하였을 때도 증가하였다(54.3±7.64

NF-κB의 활성은 증가하였다. 항진균제와 GM-CSF 등의

pg/mL) (Figure 2B). GM-CSF와 AmB를 동시에 처리하

전처치에 의한 NF-κB 활성 정도는 TNF-α, IL-10의 생

였을 때 GM-CSF 단독 처리에 비해 IL-10의 생산량이 증

산량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개개의 활

가하였으나(78.2±7.44 pg/mL) ITZ 동시 처치는 IL-10 생

성 정도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GM-CSF와 MF 동시 처리
시에 IL-10 생산이 상승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고

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진균, 특히 치명률이 높은 Aspergillus에 의한 면역반응

4

F igure 1. R aw264.7 cells (1×10 ) were treated with antifungal
drugs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WST- 1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expressed as the inhibition percentage compared to
untreated cells.

F igure 2. Effects of antifungal drugs on TNF- α (A) and
IL- 10 (B) production in R aw264.7 cells. TNF-α (A) and IL- 10
6
(B) production of R aw 264.7 cells (1×10 cells) were detected
by E LISA method. Con, control; AF, A. fumigatus conidia;
AmB; amphotericin B; MF, micafungin; ITZ, itraconazole.
**
( P <0.01 compared with control; †P <0.05, ††P <0.01 compared
with A. fumigatus conidia treated cells; ‡P <0.05, ‡‡P <0.001
compared with GM- CSF treated cell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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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는 생체내에서 최고 혈중농도는 -2 µg/mL이다.
시험관내에서 5 µg/mL 이상 농도의 AmB는 세포 독성을
보인다(20), 본 연구에서도 4 µg/mL이상의 농도에서는 세
포사가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 흥미있는 것은 MF와
ITZ은 2-4 µg/mL의 혈중 최고 농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F igure 3. E ffects of antifungal drugs on NF- κB activation/
translocation in R aw264.7 cells. NF- κB activation/translocation
6
in R aw264.7 cells (7×10 cells)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
analysis. Con, control; AF, A. fumigatus conidia; AmB; amphotericin B; MF, micafungin; ITZ, itraconazole. GM, GM- CSF.
AmB＋GM; amphotericin B＋GM-CSF; MF＋GM; micafungin＋
GM- CSF; ITZ＋GM; itraconazole＋GM- CSF;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극히 적은 농도에서 48-72시간 경과후 세포 생존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일부 항생제가 특정 세포주의 apoptosis
를 촉진한다는 보고(8)가 있으나 새로운 항진균제의 세포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
로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포주, 특히 사람의 세포주를
이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에 대한 연구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1997년 toll 유사

결과를 토대로 본 실험에서는 세 가지 약제 모두 세포 생

수용체(toll-like receptor, TLR) 중 TLR-4가 그람음성균

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농도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의 lipopolysaccharide를 인식하여 면역반응을 유발한다는

항진균제에 의한 면역 반응에 대한 보고는 주로 임상

획기적 보고 이후 진균에서의 면역반응 연구도 예외가 아

경험이 풍부한 AmB에 대한 것으로 특히 신독성 등 약제

니어서 최근 진균감염과 TLR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

에 의한 중증 부작용을 면역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

기를 띄고 있다(4-6, 11, 12).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근 보고들에 의하면 AmB는 시험관내에서 혹은 정상인에

같이 진균은 감염의 형태와 실제 병을 유발하는 성장된

투여시 TNF-α, IL-8,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면역반응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1 등 다양한 cytokine과 chemokine 분비를 유도하며 Am-

있다. 쥐의 대식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TLR의 신호전달

bisome, AmB lipid complex, AmB colloidal dispersion 등

에 있어 기능이 가장 잘 알려진 부착 물질인 MyD88 결핍

AmB 지질제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cytokine과

여부가 Candida의 경우 cytokine 생산이나 항진균효과에

chemokine을 분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AmB의 높은 독

영향을 미치지만 Aspergillus에 의한 cytokine 생산과 항

성 발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3, 14). 혹자는

진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11).

이러한 면역 자극이 부작용의 면에서는 해가 되겠지만 면

또한 Aspergillus의 경우 conidia와 균사가 서로 다른

역 향상으로 해석하여 생체에서의 감염 제거에 유익할 수

TLR에 의해 인식되어 면역반응을 유발되는 것으로 보여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13).

진다. 즉, conidia와 달리 균사의 형태가 되면 TLR-4보다

지질 제형의 AmB가 AmB desoxycholate보다 cytokine

TLR-2에 의해 매개되어 IL-10과 같은 면역억제 기능이

과 chemokine의 분비가 적은 것은 지질 미세르(micellar)/

강한 cytokine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체 면역반응

이중층(bilayer)내에 AmB 분자가 끼어들어 있어 상대적으

을 회피하여 질환을 유발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12). 즉,

로 유리 상태(free form)의 AmB 분자 농도가 적고 따라

진균 감염에 의한 생체 면역 반응은 진균의 종에 따라, 진

서 세포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AmB 분자가 숫적으로

균의 성장 형태에 따라 생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0).

따라서 면역 반응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mB 전처치 후 conidia 자극에 의한
TNF-α 분비의 변동은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항

면역 반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진균제 전처치 후 conidia로 다시 한번 자극을 주어 실제

할 것은 치료에 사용하는 항진균제이다. 항생물질 역시 면

생체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유사성을 부여하고자

역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

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고에서 관찰되던 항진균제고유의

생물질간에 차이는 있으나 호중구를 포함한 면역세포의

효과는 판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MF와

살균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람음성균의 세포벽 합성에

ITZ의 전처치에 의해서는 conidia 자극에 의해 분비되는

영향을 주어 내독소 유리에 변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직접

TNF-α에 비해 적은 폭이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양적 감

적으로 생체내 신호전달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염증성, 항

소가 관찰되었다. 추후 기존의 보고에서 사용된 세포주를

염증성 cytokine 분비는 물론 세포의 apoptosis에도 관여

포함한 다양한 세포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번

하여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7-9).

실험에서의 결과와 비교하고 항진균제 단독의 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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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는 물론 약제의 치료 효과, 부작용 발현 등과 관계가 있을

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된 항진균제의

대표적인 항염증성 cytokine인 IL-10도 항진균제를 전

농도는 실제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혈중 최고 농도를 밑

처치한 경우 conidia만으로 자극한 경우에 비해 의미있게

도는 농도를 이용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추후 사람

분비가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GM-CSF와 상승작용

의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주를 통한 실험을 통해 본

도 관찰되었다. Conidia만의 자극에 의해 IL-10의 생산에

연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TLR 등 면역반응과

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IL-10은 conidia보다

관련된 주요 수용체와 매개물 발현에 항진균제 자체가 미

는 균사에 의해 생산이 유도되고(15), conidia 자극은 주로

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TNF-α와 같은 염증성 cytokine의 활성에 관여한다는 연

요

구(16)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IL-10과 같은

약

항염증성 cytokine은 TNF-α나 IL-1과 같은 염증성
cytokine의 생산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17, 18),

배 경 :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계열의 항진

후에 자극후 경과에 따른 cytokine 변화 측정 등을 통해

균제가 면역세포인 폐 대식세포(alveolar macrophage)에

TNF-α와 IL-10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서의 cytokine 생산과 nuclear factor-κB (NF-κB)활성

로 생각된다.

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관내에서 파악하고 그 의미를 추론

최근 AmB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는 TLR를 경유한

해 보고자 하였다.

면역 반응 유도에 관한 것이다. AmB는 TLR2, CD14 수용

재료 및 방법 : AmB, MF, ITZ 등 세 가지 항진균제가

체, MyD88 부착 물질 등 세균에 의한 면역 반응 유도와

쥐의 폐 대식세포인 RAW264.7 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

같은 양상으로 NF-κB를 활성화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

향과, 이들 항진균제의 전처치가 Aspergillus fumigatus

다는 것이다(19, 20) AmB는 그람양성균인 Streptomyces

conidia 자극에 의한 RAW264.7 세포에서의 TNF-α,

nodosus로부터 얻은 물질이므로 일반적으로 peptidogly-

IL-10 생산, NF-κB 활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GM-

can, lipoteichoic acid 등 그람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을 인

CSF와의 상승 작용 등을 WST-1, ELISA, western blot

식하는 TLR-2에 의해 인식되어 NF-κB를 활성화함으로

assay를 이용해 통해 측정하였다.

써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며

결 과 : AmB, MF, ITZ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RAW

시험관내에서, 생체내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13, 20, 21).

264.7 세포의 생존을 감소시켰다. A. fumigatus conidia 자

그러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azole계, echinocandin계 항진

극으로 RAW264.7 세포에서 TNF-α 생산이 증가하였으

균제는 pattern recognition receptor인 TLR를 경유할 가

며, 세포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의 AmB를 전처

능성은 적어보이며 따라서 이들 새로운 항진균제는 TLR

치하고 conidia로 자극한 경우 TNF-α 생산에는 차이를

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

보이지 않았으나, MF와 ITZ을 전처치한 경우에는 TNF-

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되는 연구로 규명할

α 생산이 감소하였다. GM-CSF는 AmB 전처치 및 A.

예정이다.

fumigatus conidia 자극에 의한 TNF-α 생산에 상승 효

본 실험을 통해 AmB, MF, ITZ 등 항진균제는 Asper-

과를 보였으나, MF, ITZ은 GM-CSF에 의한 상승 효과를

gillus conidia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면역반응 중 염증성

보이지 않았다. IL-10은 AmB 에 의해 생산량이 증가하였

면역 반응은 감소시키고 항염증성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으며 GM-CSF와 동시 투여시 IL-10 생산이 유의하게 상

것으로 관찰되었다. TNF-α의 경우 약제간 생산에는 차

승하였다. MF와 ITZ 역시 RAW264.7 세포에서 IL-10 생

이가 없었으나 IL-10의 경우 AmB에 비해 MF, ITZ에서

산을 유도하였으나 AmB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으며 GM-

의 증가 정도가 적었다. GM-CSF와 함께 항진균제를 처

CSF와의 상승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A. fumigatus co-

치한 경우 cytokine 생산은 물로 NF-κB 활성이 증가하

nidia는 NF-κB를 활성화하였으며 항진균제와 GM-CSF

여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통

등 약제 처치에 따른 NF-κB의 활성 정도는 분비된

해 A. fumigatus conidia는 NF-κB를 활성화하여 cytokine

TNF- α와 IL-10의 생산 정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 분비를 유도하며 GM-CSF와 항진균제, 특히 AmB는

결 론 : AmB, MF, ITZ 등 본 연구에 사용된 항진균제

conidia에 의한 NF-κB 활성을 상승적으로 유도한다는

는 시험관내에서 A. fumigatus conida로 자극하는 RAW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역 반응 변화는 항진균효과

264.7 세포에 전처치함으로써 염증성 cytokine인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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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항염증성 cytokine인 IL-10의 생산
을 증가시키는 면역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관찰
되었다. 추후 약제간의 면역조절 기능 차이가 항진균효과
에 미치는 영향 및 약제에 따른 면역 조절 경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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