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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Cell Adhesion Molecule에 의한 대식세포 매개 염증반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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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Cell Adhesion Molecule Suppresses Macrophage-mediated Inflammator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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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1 cell adhesion molecule (L1CAM) is a cell surface molecule to initiate a variety of cellular responses through

interacting with other cell adhesion molecules in a homophilic or heterophilic manner. Although its expression was found

to be upregulated in some tumor cells, including cholangiocarcinomas, and ovarian cancers, and many studies have inves-

tigated the role of L1CAM in these cancers, its role in inflammatory responses has been poorly understood.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role of L1CAM in macrophage-mediated inflammatory responses. L1CAM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pro-

duction of nitric oxide (NO), but induced cell proliferation in RAW264.7 cells. L1CAM expression was detectable, but its

expression was markedly decreased by lipopolysaccharide (LPS) in RAW264.7 cells.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pro-

inflammatory genes, such as tumor necrosis factor (TNF)-α, cyclooxygenase (COX)-2,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induced by LPS was dramatically suppressed by L1CAM in RAW264.7 cells. L1CAM inhibited the transcriptional

activities of NF-κB and AP-1 while its cytoplasmic domain deletion form, L1ΔCD did not suppressed their activities in

RAW264.7 cells. Moreover, L1CAM suppressed nuclear translocation of p65 and p50 as well as c-Jun, c-Fos and p-ATF2

which are transcription factors of NF-κB and AP-1, respectively. In conclusion, L1CAM suppressed inflammatory responses

in macrophages through inhibiting NF-κB and AP-1 pathways.

Keywords □ L1CAM, inflammatory response, macrophage, signal transduction, NF-κB, AP-1

염증은 외부 병원균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

계 최전선의 신체방어 기전으로, 통증, 발열, 부종, 발적, 신체의

기능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1) 염증이 신체의 방어 기전임에

도 불구하고, 만성 염증은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및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 되어져왔다.2) 이러한 염증반응은 주

로 선천성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단구 및 중성구 등에 의해 발생

되는데, 이는 톨-유사 수용체(toll-like receptors) 등과 같은 세포

표면 수용체가 감염균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톨-유사 수용체의

감염균 인식을 통해 대식세포는 활성화되고, 그 결과 산화질소

(NO), 활성산소/활성질소(ROS/RNS), 프로스타글란딘(PG)-E2, 종

양괴사인자(TNF)-α, 인터루킨(IL)-1β 및 인터루킨-6 등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 물질을 발생한다.3-5) 위에서 언급한 선천성 면역

세포 중, 염증반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는 대식세포

로서, 대식세포에서의 염증반응에 관한 연구는 분자세포학적으

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왔다. 대식세포가 표면 수용체를 통

해 병원균을 인식하게 되면 염증반응이 개시되며, 수용체로부터

전해진 염증반응 신호를 시작으로 단백질 티로신 키나아제(protein

tyrosine kinase; e.g. Src 및 Syk) 및 미토젠 활성화 단백질 키

나아제(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e.g. p38, ERK1/2, 및

JNK) 등과 같은 세포 내 신호전달 분자들의 순차적인 활성화를

통해 핵인자 카파 B(NF-κB) 및 활성화 단백질-1(AP-1) 등과 같

은 전사인자들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염증성 물질이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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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9) 따라서, 염증반응 중 활성화되는 대부분의 세포 내 신호

전달 분자들은 염증반응 억제 및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

완화를 위한 잠재적 약물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이용한 염증억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양한 종류의 항염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만성염증 및 궤

양이 암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항암 관련 후보물질 및 분자를 이용한 염증반응 연구는 아직 많

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매우 흥미롭고 심도 깊은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L1 세포부착분자(L1 cell adhesion molecule; L1CAM)는 면

역글로불린 슈퍼패밀리에 속하는 약 200~220 kDa 크기의 막관

통 당단백질로, 신경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로 처음

발견이 되었다.10,11) 세포부착분자는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 등과 연관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12-15) L1CAM 역

시 다양한 암세포에서 그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되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암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16-22) 그러나, 세포부착분자는 암세포

의 성장 및 전이 등 암세포와 연관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포부착분자는 다양한 면역반응, 특히 대식세포 매개 선천성 면

역반응에서도 면역세포의 염증부위로의 이동, 면역세포의 혈관

벽 투과, 면역세포 간 신호전달 및 활성화 등과 같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L1CAM 관련 연구는 암

과 관련된 연구에만 집중되어 왔으며, 면역반응, 특히 대식세포

매개 염증반응에서의 연구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

고 거의 연구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지닌 세포부

착분자 중 하나인 L1CAM이 대식세포 매개 염증반응에서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방법

시약

L1CAM(pCMV-L1; phL1A-pcDNA3; Fig. 1A) 및 L1CAM 세

포내 도메인이 제거된 돌연변이인 L1CAMΔCD(pCMV-L1ΔCD;

L1-1147)를 발현하는 플라스미드를 Addgene(Cambridge, MA,

US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RAW264.7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1640(RPMI 1640),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

phosphate-buffered saline(PBS), streptomycin, penicillin, and

L-glutamine는 Gibco(Grand Island, NY, USA) 구매하였다.

Lipopolysaccharide(LPS), Tumor necrosis factor-α,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PMA),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그리고 polyethylenimine

(PEI)은 Sigma(St Louis, NO, USA)에서 구매하였다. AP-1 및

NF-κB luciferase 플라스미드는 조재열교수(성균관대학교, 수원,

대한민국)로부터 제공받았다. TNF-α, cyclooxygenase(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및 GAPDH PCR primers

및 PCR pre-mix는 Bioneer(대전, 대한민국)로부터 합성 및 구매

하였다. 인산화 형태(phosphorylated) 및 전체 형태(total form)의

p65, p50, c-Jun, c-Fos, ATF2 및 LaminA/C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Beverly, MA, USA)에서 구매하였다. TRI reagent®는

Molecular Research Center Inc.(Cincinnati, OH, USA)에서 구입

하였다. MuLV 역전사효소는 Thermo Fisher Scientific(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

은 AbFrontier(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Fig. 1 − Effect of L1CAM on NO production and cell proliferation. (A) Structure of L1CAM (L1) and cytoplasmic domain deleted L1CAM

(L1ΔCD) (B) RAW264.7 cells transfected with either pCMV or pCMV-L1 were treated with LPS for 24 h, and NO production was

determined by Griess assay. (C) RAW264.7 cells transfected with either pCMV or pCMV-L1 were treated with LPS for 24 h,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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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RAW264.7 세포는 10% FBS와 항생제(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wptomycin)가 포함된 RPMI1640 배지에서 5%

CO2, 37oC의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최상의 세포 상태의 유지를

위해 1주일에 3회 배지 교환 및 1회 세포 계대를 실시하였다.

NO 생성 측정

NO 측정은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3) RAW264.7

세포(1×106 cells/ml)에 pCMV 또는 pCMV-L1를 transfection

시킨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액(100 μl)에 생성된

NO에 100 μl Griess 시약(1% sulphanilamide, 0.1% N-[1-

naphthyl]-ethylenediamine in 5% phosphoric acid)을 첨가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OD 값을 550 nm에서 측정하여 세

포 생존율을 결정하였고, 100%로 표시한 대조군에 대하여 백분

율로 표시하였다.

세포 분열능 측정

세포생존률 측정을 위해 MTT assay를 이용하였다.24)

RAW264.7 세포(1×106 cells/ml)에 pCMV 또는 pCMV-L1를

transfection 시킨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의 세포

배양액(100 μl)에 10 μl MTT 용액(10 mg/ml in PBS)을 첨가하

고 4시간 동안 37oC에서 배양한 후, 15% sodium dodecyl

sulfate(SDS)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37oC에서 배양하였다. OD

값을 490 nm에서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결정하였고, 100%로

표시한 대조군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반정량적 중합효소 연쇄반응(Semi-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RAW264.7 세포(1×106 cells/ml)에 LPS를 6시간 처리 후,

TRI reagent®를 이용하여 총 RNA를 추출하였다. MuLV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 1 μg의 총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각 타겟의 PCR에 이용한 primer

서열은 Table I에 정리하였다.

정량적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Quantitative real time

PCR)

pCMV 또는 pCMV-L1를 transfection 시킨 RAW264.7 세포(1

×106 cells/ml)에 LPS를 6시간 처리 후, TRI reagent®를 이용

하여 총 RNA를 추출하였다. MuLV 역전사효소를 이용해 1 μg

의 총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한 후, 이 전에 이용한 방법25)

으로 실시간 PCR을 수행하였다. 각 타겟의 PCR에 이용한 primer

서열은 Table II에 정리하였다.

루시퍼라제 리포터 유전자 분석(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

pCMV 또는 pCMV-L1를 transfection 시킨 RAW264.7 세포(1

×106 cells/ml), 그리고 pCMV, pCMV-L1 또는 pCMV-L1ΔCD

를 transfection 시킨 RAW264.7 세포(1×106 cells/ml)에 TNF-α

(15 ng/ml) 또는 PMA(100 nM)를 처리한 후, 이 세포로부터 이

전에 이용한 방법23)으로 루시퍼라제 리포터 유전자 분석을 수행

하였다. 모든 RAW264.7 세포는 NF-κB-Luc 또는 AP-1-Luc 플

라스미드를 transfection하였으며, transfection 보정을 위해 β-

galactosidase 플라스미드를 동시에 transfection하였다.

세포의 핵 분획(nuclear fraction) 분리 및 Western blot

분석

pCMV, pCMV-L1 또는 pCMV-L1ΔCD를 transfection 시킨

RAW264.7 세포(1×106 cells/ml)에 LPS(1 μg/ml)를 1시간 처리

한 후, 핵 분획을 이 전에 이용한 방법26)으로 분리하였다. Western

blot 분석을 위해 분리한 핵분획을 SDS polyacrylamide 전기영

동으로 분리 후,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로 이동시켰

다. 인산화 및 전체 형태의 p65, p50, c-Jun, c-Fos, ATF2 및

Lamin A/C 항체를 이용해 타겟 단백질을 탐지하였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을 이용해 이 단백질들을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

계적 유의성 분석은 Student’s t-test 또는 one-was ANOVA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P<0.05인 값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처리하였다.

Table II − Sequences of primers used for quantitative real time PCR

Targets Sequences (5' to 3')

TNF-α
Forward  TGCCTATGTCTCAGCCTCTT

Reverse  GAGGCCATTTGGGAACTTCT

COX-2
Forward  CACTACATCCTGACCCACTT

Reverse  ATGCTCCTGCTTGAGTATGT

iNOS
Forward  GGAGCCTTTAGACCTCAACAGA

Reverse  TGAACGAGGAGGGTGGTG

GAPDH
Forward  CAATGAATACGGCTACAGCAAC

Reverse  AGGGAGATGCTCAGTGTTGG

Table I − Sequences of primers used for semi-quantitative PCR

Targets Sequences (5' to 3')

L1CAM
Forward TACCGCTTCCAGCTTCAG

Reverse TGATGAAGCAGAGGATGAGC

TNF-α
Forward TTGACCTCAGCGCTGAGTTG

Reverse CCTGTAGCCCACGTCGTAGC

COX-2
Forward CACTACATCCTGACCCACTT

Reverse ATGCTCCTGCTTGAGTATGT

iNOS
Forward CCCTTCCGAAGTTTCTGGCAGCAG

Reverse GGCTGTCAGAGCCTCGTGGCTTTGG

GAPDH
Forward CACTCACGGCAAATTCAACGGCAC

Reverse GACTCCACGACATACTCAG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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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고찰

세포표면분자인 L1CAM은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서 그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러한 암종에서 그 기능 및 면역치

료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왔다.12,13,15-21,27-30) 그러나 암발병이

만성염증 및 궤양으로부터 진행됨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염증반응에서의 L1CAM 기능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의 직접적

발병 요인인 대식세포 매개 염증반응에서 L1CAM 분자의 기능

및 그 기전에 대한 연구를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

포를 이용하여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수행하였다. L1CAM 분

자는 다양한 세포부착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 외부 신호

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26,31-33) 크게 세포 외 도메인

과 세포내 도메인 그리고 세포막 투과 도메인의 구조로 이루어

졌 있다(Fig. 1A). 이 중 세포 외 도메인은 다른 세포부착분자와

의 상호작용에 그리고 세포내 도메인은 세포 외부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세포내 도

메인의 제거는 신호전달을 차단하여 다양한 세포 반응을 저해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따라서 염증반응에서의 L1CAM 기능

을 연구하기 위해, 온전한 형태의 L1CAM(pCMV-L1)과 세포내

도메인이 제거된 L1CAM(pCMV-L1ΔCD; Fig. 1A)을 발현하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였다. 먼저 염증반응에서 L1CAM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NO의 생성을 살펴보았다. RAW264.7 세포

에 pCMV-L1을 transfection 시킨 후, NO 생성을 확인한 결과,

빈 플라스미드(pCMV)만을 transfection 시킨 대조군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감소함(81%)을 확인하였다(Fig. 1B). 그러나 이

두 그룹의 세포들을 LPS로 자극했을 경우에는 NO 생성량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B). 대식세포는 염

증성 자극을 주었을 때 세포증식(cell proliferation)이 감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식세포 증식에 있어 L1CAM

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RAW264.7 세포에 pCMV-L1을

transfection 시킨 후, 세포 증식을 살펴본 결과, pCMV만을

transfection 시킨 대조군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증가함(31%)

을 확인하였다(Fig. 1C). 그러나 이 두 그룹의 세포들을 LPS로

자극했을 경우, NO 생성과 마찬가지로 세포 증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C). 그 결과를 통해, L1CAM

은 NO의 생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세포 증식을 증가시키는 등

항염증반응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NO 생성 및 세포 증

식이 LPS 자극에도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 된

이유는 LPS는 매우 강력한 염증반응 유도물질이기 때문에

L1CAM에 의한 효과를 넘어선 것으로 생각 되어지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대식세포에서의 염증반응과 L1CAM 발현의 연관

성을 PCR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RAW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한 후, 먼저 염증반응이 잘 유도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다양한 염증성 마커 유전자(e.g. TNF-α, COX-2, 및 iNOS)를

확인한 결과, 그 발현이 현저히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어 대식세

포에서 LPS에 의한 염증반응이 성공적으로 유도되었음을 확인

하였다(Fig. 2A). 이어서 LPS를 처리한 RAW264.7 세포에서

L1CAM 발현을 확인한 결과 그 발현이 LPS를 처리하지 않은 대

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2A). 염증반응 시,

L1CAM의 발현이 감소하는 앞선 결과에 근거하여, L1CAM의 발

현을 증가시킬 경우 이러한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될 것

이라 가정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L1CAM을 발현시킨

RAW264.7 세포에 LPS을 이용해 염증반응을 유도한 후,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을 실시간 PCR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예

상대로, LSP를 처리한 RAW264.7 세포에서는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L1CAM을 transfection한

Fig. 2 − Effect of L1CAM on mRNA expression of inflammatory genes. (A) RAW264.7 cells were treated with LPS for 6 h and mRNA levels

of the indicated genes were determined by semi-quantitative PCR. (B) RAW264.7 cells transfected with either pCMV or pCMV-L1

were treated with LPS for 6 h and mRNA levels of the indicated genes were determined by quantitative real time PC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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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264.7 세포에서는 LPS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Fig. 2B).

이러한 결과는 L1CAM이 염증성 유전자이 발현을 감소시킴으로

염증반응을 억제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앞선 L1CAM의 항염증반응 기능에 대한 분자 기전

(molecular mechanism)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식세포 매개 염증

반응 시, 활성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 내 기전은 NF-κB와

AP-1 신호전달과정(signaling pathways)의 활성화이며, 이러한 활

성화에 의해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 및 염증성 물질의 생성이 크

게 증가된다.6-9) 따라서, 염증반응에 의한 NF-κB와 AP-1 신호전

달과정의 활성화에서 L1CAM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NF-κB

및 AP-1 루시퍼라제 리포터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RAW264.7 세포에 pCMV-L1을 transfection 시킨 후, NF-κB 및

AP-1 루시퍼라제 리포터 유전자 활성을 확인한 결과, pCMV만

을 transfection 시킨 대조군에 비해 NF-κB 및 AP-1 두 가지 모

두의 루시퍼라제 활성이 현저히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Fig. 3A~

B), pCMV-L1에 의해 감소된 NF-κB 및 AP-1 루시퍼라제 활성

은 pCMV-L1ΔCD를 transfection 시킨 경우 다시 회복되었다(Fig.

3C~D). 이러한 결과는 L1CAM에 의한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

감소(Fig. 2B) 및 염증성 물질의 생성 억제(Fig. 1B)가 NF-κB 및

AP-1의 활성을 억제함으로 유도됨을 강하게 시사한다.

NF-κB 및 AP-1 신호전달 활성화에 중요한 전사인자는 각각

p65 및 p50과 c-Jun, c-Fos 및 ATF2이다. 염증반응에 의한 NF-

κB와 AP-1 전사인자의 활성화에서 L1CAM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염증반응 시, L1CAM에 의한 이들 전사인자의 핵내 이

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NF-κB 전사인자의 핵내 이동을

확인한 결과, LPS에 의해 유도된 p65 및 p50의 핵내 이동이

pCMV-L1을 transfection 시킨 후 현저히 감소된 반면, pCMV-

L1ΔCD를 transfection 시킨 경우 다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Fig.

4A). AP-1 전사인자의 핵내 이동 또한 NF-κB 전사인자의 핵내

Fig. 4 − Effect of L1CAM on nuclear translocation of NF-κB and AP-1 transcription factors. RAW264.7 cells transfected with either pCMV,

pCMV-L1 or pCMV-L1ΔCD for 24 were treated with LPS for 1 h and nuclear translocation of (A) phosphorylated and total forms of

p65 and p50 and (B) c-Jun, c-Fos and ATF2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Lamin A/C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Fig. 3 − Effect of L1CAM on luciferase activities of NF-κB and AP-1. (A~B) RAW264.7 cells were transfected with either pCMV or pCMV-

L1 for 24 h, and luciferase activities of NF-κB and AP-1 were determined using luminometer. (C~D) RAW264.7 cells transfected with

either pCMV, pCMV-L1 or pCMV-L1ΔCD for 24 were treated with TNF-α or PMA for 18 h, and luciferase activities of NF-κB and AP-

1 were determined using luminomete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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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결과와 동일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LPS에 의해 유도된

c-Jun, c-Fos 및 p-ATF2의 핵내 이동이 pCMV-L1을 transfection

시킨 후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pCMV-L1ΔCD를 transfection 시

킨 경우에는 다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Fig. 4B). 이 두 가지 결

과는 L1CAM이 NF-κB 및 AP-1 전사인자의 핵내 이동을 감소

시켜 염증반응에 의해 유도되는 NF-κB 및 AP-1 신호전달 활성

화를 억제함을 의미한다.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이 전에는 주로 암에서 연구되었던 L1CAM

의 기능을 대식세포 매개 염증반응에서 규명하였다. L1CAM은

NO의 생성 억제, 세포 증식 유도 및 염증성 마커 유전자의 발현

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 대식세포 매개 염증반응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L1CAM의 항염 효과는 염증반응 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NF-κB와 AP-1 신호전달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

졌고, NF-κB와 AP-1 신호전달 억제효과는 각각의 대표적 전사

인자인 p65와 p50 그리고 c-Jun, c-Fos와 p-ATF2의 핵내 이동

이 억제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L1CAM 관련 새로운 분

야인 대식세포 매개 염증반응에서 그 기능을 규명하였으며, 염

증반응의 분자세포학적 기전 및 L1CAM을 활용한 대식세포 매

개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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