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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쥐 신경절세포주에서 α-2 아드레날린수용체 효현약물의
신경보호효과
(연구배경) Endoplasmic reticulum(ER) stress에 의한 세포자멸사
(apoptosis)는 알쯔하이머병을 포함한

여러 퇴행성신경질환의 병인으

로 주목받고 있다. 녹내장에서 발생하는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자멸
사도 퇴행성신경질환과 공통된 병리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망막신경절
세포의 세포자멸사에도 ER stress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녹내장 약물 중 망막신경절세포에서 신경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α-2 아드레날린수용체 효현약물인
brimonidine이 ER stress에 의해 유도된 망막신경절세포주의 세포자
멸사를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Thapsigargin 1 μM을 transformed rat retinal
ganglion cell line(RGC-5 세포)에 처리하여 ER stress를 유도하였다.
Thapsigargin 처리 1시간 전에 brimonidine(25 μM - 1000 μM)과
betaxolol(25 μM - 1000 μM)을 전 처치한 후 24시간 뒤에 LDH 분석
과 TUNEL 염색을 시행하여 이 약물들이 thapsigargin에 의한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brimonidine(100 μM) 사용 유무에 따른 caspase 12와 caspase 3, 그
리고 PARP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또한, caspase 3 특이
적 억제제인 z-DEVD-fmk 1 μM 처리 유무에 따라 thapsigargin을
처리한 RGC-5 세포에서 caspase 12와 caspase 3, 그리고 PARP의 발
현양상을 western blot을 시행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LDH 분석 결과 thapsigargin은 RGC-5 세포에서 세포사를

유발하였으며 세포사는 brimonidine에 의해 억제되었으나 betaxolol에
의해서는 억제되지 않았다. TUNEL 염색 결과 thapsigargin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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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경우와 betaxolol을 전 처치 한 경우에서는 다수의 TUNEL(+)
세포가

관찰되었으나

brimonidine을

전

처치한

경우에서는

TUNEL(+) 세포의 숫자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Western blot
을 시행한 결과 RGC-5 세포 내에 분절화 되지 않은 caspase 12와
caspase

3,

그리고

PARP가

관찰되었으며

thapsigargin에

의해

caspase 12와 caspase 3, 그리고 PARP의 분절화가 일어나는 것이 관
찰되었다. Brimonidine은 thapsigargin에 의한 caspase 12와 PARP의
분절화를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caspase

3

억제제인

z-DEVD-fmk는 thapsigargin에 의해 유도된 PARP의 분절화를 억제
하였으나 caspase 12의 분절화는 억제하지 못하였다.
(결론)

RGC-5 세포에서 thapsigargin에 의해 세포의 세포자멸사가

유발됨을 알 수 있으며 brimonidine에 의해 세포자멸사가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Thapsigargin에

의한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는

caspase 3와 caspase 12의 활성화가 관계되며 caspase 3의 활성화와
관계없이 capsase 12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Brimonidine은
caspase 12와 caspase 3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thapsigargin에 의한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 억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ER stress, 망막신경절세포, 세포자멸사, brimonidine,
caspase 3, caspas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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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신경절세포주에서 α-2 아드레날린수용체 효현약물의
신경보호효과
<지도교수 홍 영 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 재 홍

I. 서론
녹내장은 전 세계를 통하여 주요한 실명 원인 중의 하나이며,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Thylefors
등은 세계 실명원인의 13.5%가 녹내장에 의한 것이며 이는 실명을 일
으키는 안질환 중 3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1 녹내장의 병인으로 안압
2

과 혈류변화,3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4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망막의 신경절세포(ganglion cell)의 세포자멸사
가

유발되며

그

축삭(axon)의

손상으로

인한

시신경병증(optic

5

neuropathy)이 온다는 것이다. 녹내장의 발병 및 진행에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는 안압이지만 안압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도 계속적으
로 녹내장성 시신경병증이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6 안압
의 조절 이외에도 시신경유두 주변의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시신경 자
체를 보호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7 시신경을 유해한 인자들로
부터

보호하여

녹내장의

진행을

막아보려는

신경보호

(neuroprotection)에 관한 연구는 녹내장 분야의 주요한 연구방향이
되고 있다.8
녹내장에서 망막신경절세포사를 유발하는 기전으로 알려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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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향신경인자(neurotrophic factor)의 차단,

oxidative stress,

세포내

전해질과 이온의 불균형, 세포외(유리체강내) glutamate 농도의 증가
와 이에 따른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체의 활성화(excitotoxicity), 그리
고 세포내 칼슘 이온 농도의 증가 등이며,

11

glutamate

수용체

억제

제,12 칼슘통로 차단제,13 caspase 단백분해효소 억제제14 등이 동물실
험모델과 세포배양모델에서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녹내장 약물
중에서는

아드레날린

베타

1

수용체에

대한

선택적

차단제인

betaxolol, 아드레날린 알파 2 수용체 작용제인 brimonidine 등이 동물
실험과 세포배양 모델에서 신경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15-16 임상연구에 있어서는 안압하강효과가 더 좋은 timolol과의 비
교시험에서 betaxolol 투여군의 시야개선효과가 더 나았다는 보고가
있으나,17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18 아직 임상적으로는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또한, brimonidine 단독 투여시 시야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안압하강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brimonidine과 timolol의 비교연구가 진행 중이다.16 이들 아드레
날린 수용체 약물의 신경보호효과에 대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betaxolol(10 μM - 100 μM)과 brimonidine(10 μM 100 μM)의 경우 isolated retina model에서 glutamate 독성에 의한 칼
슘 이온의 세포내 유입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betaxolol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통하지 않고, brimonidine의 경우는
아드레날린 알파 2 수용체를 매개로 세포내 칼슘 유입을 차단하는 작
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1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betaxolol은 칼슘
통로에 대한 친화성이 있고 isolated rat retinal model에서 NMDA에
의해 유발된 칼슘의 유입을 차단하지만 brimonidine의 경우는 칼슘
통로에 대한 친화성이 없고 NMDA에 의해 유발된 칼슘의 유입을 차
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20,

brimonidine의

흥분독소

(excitotoxin)에 대한 망막신경절세포의 칼슘 유입 차단에 대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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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Brimonidine의 신경보호효과에 대한 연
구는 주로 mitochodria dependent caspase pathway에 대하여 이루어
졌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기전으로는, extracellular
kinase (ERK)를 활성화시키고,

signal-regulated

bFGF, BCL-2, BCL-XL 등 세포생존

에 필요한 인자들의 합성을 증가시키며, protein kinase/Akt pathway
를 통해 BCL-2, BCL-XL 등의 합성을

증가시켜 BAX과 BAD 등에

의한 사립체의 막투과성 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21

되었다.

녹내장을 유발하는 인자가 무엇이든지 최종적인 시신경의 손상은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자멸사에 의해 유발되므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의 연구 결과가 녹내장의 병인과 치료 연구에 다수 적용되어 왔
다. 알쯔하이머병도 trophic factor의 결핍, oxidative radical damage,
저산소증, excitotoxicity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22 녹
내장과 그 병인에 있어 두 질환이 서로 유사성이 있음이 주목되어 왔
다. 또한,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25%에서 녹내장성 시신경손상을 보이
는 반면 연령을 고려한 대조군의 경우에는 5%에서만 녹내장성 시신
경손상 소견을 보여준, 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
었다.23,

24

최근에는 쥐에서 고안압을 유도하여 망막신경절세포사를 유

도한 실험에서 알쯔하이머병의 병리학적인 특징인 Aβ peptide의 면역
반응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25 쥐에서 시신경을 압박한 모델
26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 되었다.

녹내장과 알쯔하이머병에 있어

서 세포자멸사가 일어나는 기전은 BAX에 의한 사립체 막투과성의
증가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BCL-2의 증가를 유발하는 brimonidine
이 두 질환에 있어서 신경보호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22
세포질세망(endoplasmic reticulum)은 세포내에서 단백질의 합성과
접힘(folding)에 관계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포내 칼
슘의 주요 저장소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의 접힘이나 방출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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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질, 단백질의 포도당화(glycosylation)를 억제하는 물질, 세포질
세망으로부터의 칼슘의 유입이나 방출에 작용하는 thapsigargin같은
물질을 투여하면 세포질세망에 많은 부하(stress)가 걸려서 세포사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ER stress라고 하며 ER stress는 세
27

포의 세포자멸사가 유발되는 또 다른 기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세포

막에 존재하는 세포사에 관여하는 많은 수용체와 세포사 유발에 있어
서 사립체(mitochondria)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ER stress에 의한 세포사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
다. ER stress에 의한 세포사의 경로로 caspase 7이 매개되어
caspase 12가 활성화되면서 세포사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었다.28 또
한 세포내 칼슘 양이 증가하면 calpain이 활성화되고 세포질세망 표면
쪽으로의 이동이 유발되어 이것이 caspase 12를 활성화시킨다는 보고
도 있다.27 14가지의 알려진 caspase 중에서 caspase 12는 caspase 1,
4, 5, 11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주로 세포질세망에 존재한다.29
Caspase 12(약 60 kDa)는 주로 세포질세망의 세포질 측에 존재하며
칼슘 항상성의 변화와 세포질세망내에 unfolded protein의 축적에 의
해 유발된 ER stress에 의해 활성화된다.30 Caspase 12는 amyloid
(A)에 의해 유도된 세포자멸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30 알쯔하이머병 같은 퇴행성신경질환의 병인에 관계될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는 녹내장의 병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R stress에 의한 세포사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ER stress에 의해
활성화되는 특정한 caspase를 억제하는 것이 보고 되었으며 ER
stress를 유발하는 방법과 세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31 망막신경절세포에 대한 ER stress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으며,
세포질세망을 매개로 하는 신경세포의 세포사에 미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imonidine이 ER stress에 의해 유발된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사에
- 4 -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의 신경보호효과
에 대한 기전을 보다 분명히 함과 동시에 망막신경절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포사의 경로를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이 어느 정
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의 신경보호 작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
어지는지는

신경세포의 배양을 통해 연구되었으며

쥐의 망막신경절

세포를 직접 사용하거나 신경세포로 분화시킨 PC12 세포나 소뇌의
22

신경세포 등을 사용한 연구가 있었다.

녹내장 연구에 있어서는 쥐의

망막신경절세포를 직접 배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
술적으로 어렵고 세포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쥐의

망막신경절세포에서

얻어진

transformed rat retinal ganglion cell line(RGC-5 세포)을 사용하여
이미 trophic factor의 제거나 glutamate에 의한 excitotoxicity에 의해
세포자멸사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진32 이 세포주에서 ER stress를
유발하여 세포의 세포자멸사가 유발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ER
stress에 의해 유도된 세포자멸사를 brimonidine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RGC-5

세포에서

thapsigargin에 의해 유발된 ER-stress에 의한 세포자멸사를 억제하
는 brimonidine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caspase 12와 caspase 3
assay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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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Transformed rat retinal ganglion cell line의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될 망막신경절세포주는 Dr Abe F. Clark (Alcon
Research Ltd, Fort Worth, TX, USA)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생후
1일된 쥐의 망막세포를 분리한 뒤 ψ 2 E1A virus를 이용하여
26

transformation 시킨 것이다.

Transformed retinal ganglion cell

line(RGC-5 세포)을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Salt
lake

city,

Utah,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Salt lake
city,

Utah,

USA)에

hydrochloride(Sigma,

St.

배양하였다.
Louis,

MO,

USA)

세포는

betaxolol

또는

brimonidine

(UK14304, 5-bromo-N-(2-imidazolin-yl)-6-quinoxalinamine)(Sigma,
St. Louis, MO, USA) 또는 PBS를 1시간 전처리하고, thapsigargin
(Calbiochem, La Jolla, CA, USA)을 serum-free medium에서 37°C,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2. Thapsigargin 처리
Thapsigargin (Calbiochem, La Jolla, CA, USA)을 DMSO에 용해
시킨다. Thapsigargin은 RGC-5 세포에서 세포사를 유발하는 적정농
도를 찾기 위해 10 nM에서 10 μM까지 10배씩 농도를 증가시키며 준
비하였다. 계대배양된 세포주에 thapsigargin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세
포사를

유발하는

적정농도를

LDH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thapsigargin은 이 후 1 μM을 사용하였다. 적정농도를 찾은 후 세포
사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TUNEL 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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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 처리
Brimonidine(Sigma, St. Louis, MO, USA)또는 betaxolol(Sigma,
St. Louis, MO, USA)을 DMSO에 용해시키고 serum-free DMEM에
희석시킨다.

Thapsigargin

처리

1시간

전에

brimonidine

또는

betaxolol을 전 처치하였고, 실험군을 betaxolol 또는 brimonidine과
thapsigargin을 처리한 경우, thapsigargin만 처리한 경우, betaxolol
또는 brimonidine 만 첨가한 경우, 아무 약제도 첨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LDH 분석, TUNEL 염색을 시행하였고 세포사를 억제하는 약
물에 대해서는 caspase 분석을 시행하였다.
4. LDH 분석
세포를 24 well plates에서 60-70% 정도 차도록 배양한 후 200 ul
serum free media (DMEM with 1% penicillin/streptomycin)로 교체해
주고 각 시약을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Cytotoxicity Detection Kit
(Roshe, Basel, Switzerland)를 이용해 세포사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well로부터 100 ul의 media를 옮겨와서 100 ul의 assay buffer와 섞은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96 well assay plate로 옮긴 후 ELISA
reader를 이용해 4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Western blot 분석
Rat polyclonal antibodies anti-caspase 12 (Dr. Yuan-Harvard
medical school,
polyclonal

Boston, MI, USA-으로부터 공여받음)와 rabbit

Ab-1과Ab-2(Calbiochem,

La

Jolla,

CA,

USA),

anti-PARP(Roche, Basel, Switzerland), anti-caspase 3(Stressgen,
San

Diego,

CA,

USA)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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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

12의

full

length와

N-terminal,

C-terminal,

PARP(poly(ADP-ribose)

polymerase),

caspase 3를 인지하며 western blot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포를 6
well plates 또는 100mm culture dish에 60-70% 정도 차도록 키운 후
serum free media로 교체해주고 각 시약을 처리하였다. 또한 caspase
12와 caspase 3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aspase 3 specific inhibitor
인

z-DEVD-fmk(Calbiochem,

La

Jolla,

CA,

USA)

1

μM을

thapsigargin 투여 1시간 전에 전 처치하여 caspase 3 inhibitor의 존
재 유무에 따른 caspase 12, caspase 3, PARP의 발현 양상을 비교하
고자 하였다. 24시간 후에 Immunoblotting을 위해서 배양한 세포를
모은 후 protease inhibitors (in mg/ml, 100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2 leupeptin, and 2 aprotinin; all from Sigma)가 포함된
RIPA buffer (150 mM NaCl, 1 % NP-40, 0.5 % deoxycholic acid,
0.1 % SDS, 50 mM Tris, pH 8.0)를 넣고 얼음에서 5분간 방치하였
다. Cell lysate를 25,000 x g 로 10분간

원심분리 하고 상층액을 모

았다. Lysates는 BCA assay kit (Sigma)를 이용하여 농도를 정량한
후 동일량을 12% SDS polyacrylamide gels (SDS PAGE)에 loading
하여

단백질을

membranes

분획하고

(Millipore,

polyvinylidene

Bedford,

MA,

difluoride

USA)에

(PVDF)

transfer하였다.

Membrane은 1차 항체를 처리하여 4°C에서 8시간 이상 반응을 시킨
후 HRP가 결합된 2차 항체 (Amersham Pharmacia, Arlington
Heights, IL, USA)를 상온에서 2시간 처리하였다. 반응이 일어난 단
백질은

enhanced

Pharmacia,

chemiluminescence

Arlington

Heights,

IL,

protocol

(ECL;

USA)에

따라

Amersham
Bio-Imaging

analyzer (LAS-3000; Fuj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검출하고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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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UNEL 염색
Dead End Colorimetric TUNEL System(Promega, Medison, WI,
USA)을 이용하여 세포자멸사가 일어난 세포핵을 염색하고 세포를 6
well plates에서 coverslips위에60-70% 정도 차도록 키운 후 고정액
(4% paraformaldehyde, 0.1 M phosphate buffer, pH 7.4)에 20분 동
안 방치하고

PBS로 옮긴다. Coverslips를 다시 0.2% triton X-100

solution in PBS에 5분간 방치하고 PBS에 5분씩 3회 세척한다.
Equilibration buffer로 옮겨 5분간 상온에 방치하고, rTdT reaction
mix를 첨가한다. Coverslips를 humidified chamber로 옮기고 37°C에
서 60분간 반응시킨다. 2X SSC로 15분씩 3번 세척을 하고 0.3%
H2O2를 5분간 처리한 후

다시 PBS로 세척한다. Streptavidin HRP

solution(1:500)으로 30분간 반응시켜 DAB solution으로 염색하고
Hematoxylane으로 counter stain을 한다. 염색된 세포는 광학현미경
(Olympus)을 이용하여 40배와 400배의 배율로 분석하였다.

7.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Student's t-tests를 이용하여 mean ± SEM 으로 표
시한다. 각 군간의 차이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 value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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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RGC-5 세포에서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이 ER stress에 의한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RGC-5 세포를 thapsigargin 1μM로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
여 LDH 분석 상 1.7배의 세포사가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p<0.01). Brimonidine을 25μM부터 1mM까지 농도를 증가시키며 전
처치한 후 thapsigargin 1μM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LDH
세포사 분석 상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00).
Betaxolol의 경우는 모든 농도(25μM부터 1mM)에서 thapsigargin에
의한 세포사를 유의하게 억제하지 못하였다(data not shown)(그림 1).

2

*

1.8
1.6
1.4
1.2
1
0.8
0.6
0.4
0.2
0
ctrl

tg

TG +
25uM

TG +
50uM

UK

UK

TG +
75uM

TG
+100uM

TG +
250uM

TG +
500uM

TG +
625uM

TG +
750uM

UK

UK

UK

UK

UK

UK

TG +
1mM
UK

1mM UK
(UK only )

그림 1.
RGC-5 세포에서 thapsigargin 처리와 brimonidine 농도별 전처치에 따른
LDH 분석 결과

(ctrl: 대조군, TG: thapsigargin , UK: brimonidine)

배양된 RGC-5 세포에 brimonidine(25μM - 1mM)을 처리한 후 1시간 후에
thapsigargin(1μM)을 투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사 정도는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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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각 측정치는 3회 측정치(흡광도)의 평균 ± 표준 편
차로 표시되었으며 통계분석은 1-way ANOVA 후 Bonferroni post hoc 비
교분석을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p<0.01의 유의한 차이가 난 경우를 *로 표시
하였고,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p>0.05)는 표시하지 않았다.

2.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 처리 후 TUNEL 염색을 통한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 분석
RGC-5 세포에 있어서 thapsigargin에 의한 세포사가 세포자멸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TUNEL 염색을 시행하였고 대조군에
비해 thapsigargin 처리 군에서 TUNEL(+) 세포의 숫자가 증가되었
다. Brimonidine 전처치 군의 경우 thapsigargin 처리 군에 비해
TUNEL(+) 세포의 숫자가 감소되었지만 thapsigargin 에 의한 세포자
멸사를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였다. Betaxolol 처리 군의 경우는
thapsigargin 처리 군과 유사한 TUNEL(+) 세포의 수를 보여주었다
(그림 2).

x 40

x 400

Control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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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G

+e

그림

2.

RGC-5 세포에서

thapsigargin(1 μM)투여군과

betaxolol(100 μM) 전 처치 후
결과. (TG: thapsigargin

,

brimonidine(100 μM) 혹은

thapsigargin을 투여한 군의 TUNEL 염색

UK:

brimonidine,

Bet:

betaxolol)

배양된 RGC-5 세포에 brimonidine(25μM - 1mM) 혹은 betaxolol(25μM 1mM)을 처리한 후 1시간 후에 thapsigargin(1μM)을 투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TUNEL 염색을 시행하고 40배(그림 상단)와 400배(그림 하단)의
배율로

광학현미경을

TUNEL(+)

3.

ER

이용하여

세포를 볼

stress로

수

인한

관찰하였다.

짙은

갈색으로

염색되는

있다.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

과정에서

brimonidine의 caspase-12 억제 효과
Caspase 12 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caspase 12에 대한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상적으로 RGC-5 세포 내에 60 kDa의 full
length의 caspase 12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조군에 비해서
thapsigargin 처리 군에서는 full-length의 caspase-12가 감소되어있
고, brimonidine이 함께 처리된 군에서는 대조군 보다는 감소되어 있
으나 thapsigargin 처리 군에 비해 full-length의 caspase-12가 회복되
는 소견을 보여주었다(그림 3).

caspase-12
t

n

o

c

그림

G

T

K

U

+

G

T

K

3.

RGC-5

세포에서

ER

stress에

의한

caspase-12의

brimonidine의 억제 효과 (TG: thapsigargin
- 12 -

,

UK:

활성화에

brimonidine)

대한

U

배양된

RGC-5

세포에

brimonidine(100

thapsigargin(1μM)을 투여하고 24시간

μM)

동안

처리한

배양하였다.

후

1시간

배양된

뒤에
세포를

detergent solution에서 반응시킨 후 25,000 x g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
층액(soluble protein 분획)을 모아 rat polyclonal antibodies anti-caspase 12
를 사용하여 caspase-12에 대한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조군과
thapsigargin 단독 처리군, thapsigargin과 brimonidine

투여군,

brimonidine

단독 처리군에서의 60 kDa의 full length의 caspase 12 band를 보여준다.

4.

ER

stress로

인한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

과정에서

brimonidine이 PARP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Thapsigargin에 의한 caspase-3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caspase-3의 substrate로 알려진 PARP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
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thapsigargin

처리

군에서는

full

length(116 kDa)의 PARP가 감소되어 있고, brimonidine이 함께 처리
된 군에서는 대조군 보다는 감소되어 있으나 thapsigargin 처리 군에
비해 PARP가 회복되는 소견을 보여주었다(그림 4).

PARP
control

TG TG+UK

UK

그림 4.
RGC-5 세포에서 ER stress에 의한 PARP의 분절화에 대한 brimonidine의
억제

효과

배양된

(TG: thapsigargin

RGC-5

세포에

,

UK:

brimonidine)

brimonidine(100

thapsigargin(1μM)을 투여하고 24시간

μM)

동안

처리한

배양하였다.

후

1시간

배양된

뒤에
세포를

detergent solution에서 반응시킨 후 25,000 x g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
- 13 -

층액(soluble protein 분획)을 모아 anti-PARP 항체를 사용하여 PARP에 대
한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조군과 thapsigargin 단독 처리군,
thapsigargin과 brimonidine 투여군, brimonidine 단독 처리군에서의 116 kDa
의 full length의 PARP band를 보여준다.

5.

ER

stress로

인한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

과정에서

Caspase-12와 caspase-3의 연관성
Caspase 12의 활성화에 caspase 3의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RGC-5 cell에 thapsigargin과 함께 caspase-3의 특이적 억
제제인 z-DEVD-fmk(1 μM)를 투여하여 caspase-12와 caspase-3 그
리고 PARP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Caspase-3의 특이적
억제제를 처리한 경우 caspase-3의 분절화는 thapsigargin 만 처리한
경우와 같이 발생하였으나 PARP의 분절화는 thapsigargin 단독처리
군에 비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Caspase 12는 caspase-3의 특
이적 억제제 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thapsigargin에 의해 full length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주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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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12

caspase-3
fragment

PARP
fragment
non-specific band

-

+

그림

-

+
+

+

thapsigargin
caspase-3

nih
b
otir z(-DEVD-m
f k)

5.

RGC-5 세포에서 thapsigargin에 의한 caspase 12, caspase 3, PARP의 활성
화에

caspase

3

특이적

억제제가 미치는

배양된 RGC-5 세포에 z-DEVD-fmk(1
thapsigargin(1μM)을 투여하고 24시간

영향.

μM)를 처리한 후 1시간 뒤에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detergent solution에서 반응시킨 후 25,000 x g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
층액(soluble protein 분획)을 모아 anti-caspase 12, anti-PARP 그리고
anti-caspase 3 항체를 사용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조군,
thapsigargin 단독 처리군, thapsigargin과 z-DEVD-fmk
z-DEVD-fmk

투여군,

그리고

단독 처리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하단의 non-specific

band는 sample의 loading이 동일한 양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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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세포질세망

내강(lumen)은

단백질

합성과

post-translational

protein folding이 일어나는 곳이다. 합성된 단백질이 3차원적 혹은 4
차원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효소의 작용이 필수적인데,
peptidyl

prophyl

isomerase,

glycosylation

enzyme,

glucose

regulatory protein(grp78, grp94 등) 등이 대표적인 효소들이다.33 단
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질세망 내에 unfolded
protein이 축적되어 ER stress가 유발된다.

가족력이 있는 알쯔하이

머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grp78 level이 감소된 소견이 발견되었고,34
amyloid beta protein의 toxic isoform인 Aβ peptide의 합성이 세포질
세망에 의해 조절됨이 알려져 있어35 ER stress가 알쯔하이머병과 관
계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stress가

관여하는지에

아직

대한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사에 ER

증거는

없으나,

녹내장의

병인에

neurofilament protein의 이상과 Aβ peptide에 의한 신경세포사가 관
계될 가능성이 제시되는 등,26 퇴행성신경질환으로 생각되는 녹내장에
서의 망막신경절세포사도

알쯔하이머병과 같은 병인을 공유할 가능

성이 제시되고 있다.
ER

stress를

brefeldin

A

유발하는

등이

있으며,

약물들은
그

thapsigargin,
기전은

각각

tunicamycin,
ER-associated

2+

Ca -ATPase를 억제하여 세포질세망의 칼슘 항상성을 파괴하거나,
세포질세망의 N-glycosylation을 억제하거나, ER-Golgi transport를
억제하는 것이다.30,

36

ER stress에 의한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었으나, 망막신경절세포 역시 신경세포이므로 망
막신경절세포에서의 ER stress에 대한 반응도 다른 신경세포를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thapsigargin을 사용하여 망막신경절세포주에 ER stress를

유발하였

을 때 thapsigargin은 RGC-5 세포에서 세포자멸사에 의한 세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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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1, 그림2).
ER

stress에

의한

세포의

세포자멸사는

세포질세망

특이적인

caspase-12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30

재조합된

(recombinant) caspase-12를 이용한 in vitro 연구에서는 caspase-12
에 의해 caspase-9이 활성화 되고 caspase-9에 의해 caspase-3가 활
성화 되는 것이 보고 되었다.37 최초에 caspase 12를 활성화시키는 자
극에 관해서는 세포질 내 칼슘의 증가에 따른 calpain의 세포질세망
막 쪽으로의 이동에 의해 caspase 12가 세포질세망 표면에서 세포질
내로 이동하며 caspase-12의 분할이 일어나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있
어33 caspase 12의 활성화는 세포내 칼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calpain과는 다른 기전으로 caspase 12가 활

성화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인간의 embryonic kidney 293T cell line
을 대상으로 하여 thapsigargin과 brefeldin-A을 이용하여 ER stress
를 유발한 연구에서는

caspase-7이 세포질세망

표면으로 이동하며

이것이 caspase 12를 활성화시켜 세포질내로의 이동을 촉진한다고 하
였다. 또한 caspase-12와 caspase-9은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상호작용
이 있다고 하였다.28

그러나 신경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aspase 12와 caspase 9의 관계가 독립적일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
다.

인간의

neuroblastoma SH-SY5Y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신경세포에서도 쥐

caspase-12와 유사한 60 kDa caspase 12 유

사 단백질이 관찰되었다. Thapsigargin은 이 세포에서 caspase-12 유
사 단백질의 분절화를 유발하였으며 caspase-9 과 caspase-3의 분절
화, PARP의

분절화, DNA 분절화를 증가시켰다. PMA(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를 이용하여 Bcl-2의

발현을 유도하였을

때 Bcl-2는 thapsigargin에 의한 caspase-9 과 caspase-3의 분절화는
억제하였지만 caspase-12 유사 단백질의 분절화는 억제하지 못하였
다. Caspase 억제제인 z-VAD.fmk는

caspase-12 유사 단백질의 분

절화는 억제하였으나, caspase-9 과 caspase-3의 분절화는 억제하지
- 17 -

못하였다. 인간 SH-SY5Y 세포에서 PMA에 의해 유도된 Bcl-2의 발
현은 칼슘과 관계된 ER stress에 의한(thapsigargin) 세포사는 억제하
였지만,

다른

자극(tunicamycin,

brefeldin

A)에

의해

유도된

ER-stress에 의한 세포사는 억제하지 못하였다. 세포질세망과 관련되
어 세포질내 칼슘 함량이 높아지면

이 자극이 사립체의 permeability

transition pore를 개방시키고 이것이 세포질내로의 cytochrome c의
방출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Bcl-2 overexpression은 주로
mitochondria-dependent caspase-9을 억제하며, 비특이적 caspase
inhibitor인

benzyloxycarbonyl-Val-Ala-Asp(OCH3)-CH2F

(z-VAD.fmk)는 주로 세포질세망 의존적인 caspase-12를 억제한다고
하였다. Caspase-12가 억제되어도 caspase-9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이 세포에서 thapsigargin에 의한 세포자멸사에 있어서 capase 12의
활성화와 관계없이 cytochrome c caspase-9 pathway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Bcl-2에 의해 사립체 막이 안정화되어도 caspase-12
의 활성화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31 RGC-5
세포에서도 thapsigargin에 의한 ER stress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자
멸사에 caspase 12와 caspase 3의 활성화가 관계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그림 3, 그림 4, 그림 5). 이 세포에 caspase 3 특이적 억제제인
z-DEVD-fmk(1 μM)를 처리한 경우 thapsigargin(1 μM)에 의해 full
length의 caspase 12가 감소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Caspase 3
specific inhibitor인 z-DEVD-fmk(1 μM)는 caspase-3가 분절화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사용된 caspase 3 특이적억제제가
caspase의 분절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caspase 3의 기질과의 결합부
에 작용하여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ARP의
경우는 caspase-3 특이적 억제제를 처리한 경우 thapsigargin 단독 처
리군에 비해 PARP의 fragment 발현이 억제됨을 보여주어 결과적으
로 z-DEVD-fmk(1 μM)는 caspase-3의 활성화를 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aspase 3의 활성화는 알려진 대로 caspase 9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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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down

stream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RGC-5

세포에서

thapsigargin에 의한 caspase의 활성화는 caspase 3 억제제를 처리한
경우에도 caspase 12의 활성화를 막을 수 없었으며 이는 caspase 3와
caspase 12가 독립적으로 활성화되거나 caspase 12가 caspase 3의 up
stream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인간의 SH-SY5Y 세포를 대
상으로 한 Kitamura 등의 연구결과31를 고려한다면 RGC-5 cell에서의
caspase 3와 caspase 12의 활성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된다.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현약물인 brimonidine은 망막혈관의
허혈을 유도한 모델과 시신경압박모델, 그리고 안압을 상승시킨 모델
등의

녹내장 동물실험모델에서 망막신경절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8-43

또한, 면역조직화학연구에서 인간과 소 그

리고 돼지의 망막에서 α-2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발견되었고,

44

점안

투여한 brimonidine의 유리체강내 농도가 신경보호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용한 농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로 인해16 brimonidine은 망막
신경절세포에서의

신경보호효과를

갖는

약물로

주목받고

있다.

Brimonidine을 포함한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의 신경보호효과를
glutamate19나 NMDA20를 이용하여 excitotoxicity를 유발하여 세포배
양모델에서

관찰한

연구에서는

brimonidine과

betaxolol이19

혹은

betaxolol 만이20 세포내로의 칼슘 유입을 억제하는 칼슘 통로 차단제
의 역할을 하여 excitotoxin에 의한 세포사를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질내로의 칼슘 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
려진 betaxolol을 brimonidine과 함께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RGC-5 cell에서 thapsigargin을 처리하여 세포질세망의 칼슘 항상성
을 저해시킨 경우에서는 betaxolol은 thapsigargin에 의한 세포자멸사
를 억제하지 못하였다(그림 2). 이는 betaxolol이 세포막에서의 칼슘
유입에 의한 세포독성은 막을 수 있으나 세포질세망의 세포내 칼슘
조절기능 장애에 의한 세포사는 억제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신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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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brimonidine도 betaxolol과 같이 칼슘 통로 차단 작용을 통해 신
경보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19

betaxolol과는

달리

brimonidine은 신경보호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전들도 보고되어21
ER stress에 의한 망막신경절세포사를 억제하는 brimonidine의 작용
기전은 칼슘 통로 차단 작용 이외의 다른 기전에 의해 나타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녹내장을 유도한 쥐 실험모델과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망막신경절
세포에서 caspase 3의 활성화가 관찰되었고,

25, 45

쥐의 망막조직배양모

델에서 caspase 1, 3, 8, 9의 inhibitor가 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억제하
는 것이 관찰되었다.14 녹내장 모델에서 이들 caspase가 활성화 되는
경로로

알려진

것은

p53-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GAPDH)-BAX pathway45,

46

와 FAS 혹은 TNFα

47, 48

receptor-FADD-caspase 8-BAX pathway

인데, p5349과 Fas49 혹

은 TNF50 signaling은 녹내장뿐만 아니라 알쯔하이머병에서도 가능한
병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BAX의 활성화는 사립체의 cytochrome c을
세포질내로 방출시키며 이는 Apaf-1(apoptotic protease activating
factor 1) 및 dATP와 반응하여 caspase 9을 활성화시키고51 이는 다
시 caspase 3를 활성화시켜 신경절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발하는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BCL-2 와 BCL-XL 는 사립체의 막투과성을 안

정화시켜 BAX에 의해 유도되는 사립체에서의 세포자멸사 유발 인자
들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52

Bcl-2는 알쯔하이머병53 나

Parkinson's disease54 환자의 뇌에

서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아마도 신경세포들이
oxidative stress와 이로 인한 세포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보
상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포막의 α-2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protein

phosphatidylinositol-3-kinase(PI3-kinase)를

kinase

B(Akt)의

인산화를

BCL-2 와 BCL-XL, 의 합성을

55

유발하고,

경유하여

인산화된

Akt는

증가시켜 BAX, BAK, BID 등과 같
- 20 -

은 세포자멸사 유발인자들의 작용을 방해하여 사립체로부터 유해인자
의 방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또한, 세포막의 α-2 아드레
날린

수용체가

NF-kappaB56,

활성화되면
21

signal-regulated kinase(ERK),

57

bFGF

extracellular

등 세포생존에 도움을 주는

인자들의 합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brominidine은 RGC-5 세포에서 thapsigargin에 의해 유도된 ER
stress에 의해 유도된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2). 이 세포에서 thapsigargin에 의한 caspase 12의 분절화는
brimonidine(100

μM)에

의해

억제된다(그림

3).

PARP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thapsigargin(1 μM)은 PARP level
을 감소시키며 이는 PARP가 thapsigargin에 의한 caspase 3의 활성
화경로를 통해

소모되었음을 보여준다. Thapsigargin에 의한 RGC-5

세포내의 PARP 감소는 brimonidine(100 μM)에 의해 부분적으로 억
제된다(그림
thapsigargin에

4).

따라서,

의해

brimonidine이

유발된

세포사멸을

RGC-5

세포에서

억제하는

기전에는

caspase-12와 caspase 3의 활성화를 억제가 관계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 그림 4). Caspase 3의 활성화 억제는 알려진 대로 BCL-2 와
BCL-XL 의 합성 증가에 의한 사립체 막투과성 안정화를 통해
cytochrome c-caspase 9 pathway 활성화를 억제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56 Caspase 12의 활성화는 앞서 기술한대로 caspase 3의 활
성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그림 5), brimonidine에 의한
caspase

12의

활성화

억제는

사립체와

연계되어

일어나는

cytochrome c-caspase 9 pathway의 억제와는 다른 독립적인 기전으
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31
선택적인 길항제는

신경세포에 있어 caspase-12에 대한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선택적인 caspase

inhibitor인 z-VAD.fmk가 caspase-12를 억제할 수 있음이 보고 되었
고,30 본 연구의 결과로 brimonidine도 caspase 12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그림 3). caspase 12의 활성화 경로에 대하여
- 21 -

는 아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신경세포에서 capsase 12의
활성화 기전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 진다면 brimonidine이 이 중
어떠한 경로를 억제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 22 -

V. 결론
생후 1일된 쥐의 망막세포를 분리한 뒤 ψ 2 E1A virus를 이용하여
transformation

시킨 transformed rat retinal ganglion cell line

(RGC-5 세포)에 thapsigargin을 처리하여 ER stress를 유발하고, α-2
아드레날린수용체 효현약물인 brimonidine (UK14,304)이 RGC-5 세포
에서 thapsigargin에 의해 유도된 ER stress에 대한 세포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RGC-5 세포에 thapsigargin을 처리하여 세포질세망의 칼슘 조절
기능을 억제한 결과 RGC-5 세포의 세포사가 유발되었다. 유발된 세
포사는, TUNEL(+) 세포가 다수 관찰되고 caspase 12의 활성화와
caspase 3의 substrate인 PARP의 분절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세
포자멸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2. Brimonidine은 thapsigargin에 의해 유발된 RGC-5 세포의 세포자
멸사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Brimonidine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mitochondrial dependent cytochrome c - caspase 9 - caspase 3
pathway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caspase 12의 활성화를 억제하
였다.
3.

Thapsigargin에

의한

RGC-5

세포의

세포자멸사에

관여하는

caspase 12와 caspase 3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caspase 3 특
이적 억제제를 투여한 결과 caspase 3 특이적 억제제가 PARP의 분
절화는 억제하였지만 caspase 12의 분절화는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
는 caspase 12의 활성화가 caspase 3의 활성화의 up stream이거나 서
로 독립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brimonidine의
caspase 12 활성화 억제는 사립체와 관계된 caspase 3 활성화의 억제
- 23 -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본 연구 결과 RGC-5 세포에서 brimonidine이 caspase 12의 활성
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brimonidine의 caspase 12 활
성화 억제 작용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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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ontributes
diseases

Endoplasmic
to

the

including

neurodegeneration

reticulum(ER)

stress

pathogenesis

of

Alzheimer's

disease.

may

participate

in

various
the

induced

apoptosis

neurodegenerative

ER

stress

apoptosis

induced
of

retinal

ganglion cells in glaucoma, because glaucoma meets the criteria for
a

neurodegenerative

disease.

Brimonidine,

an

α-2

adrenergic

receptor agonist, has the potential to protect neurons in glaucoma
and other neurodegenerative disea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whether brimonidine protects retinal ganglion cells
from ER stress in vitro, and if so, to determine the mechanisms of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f

the

brimonidine

in

cultured

transformed rat retinal ganglion cell lines (RGC-5 cells).
(Materials and methods) ER stress was induced by 1 μM of
thapsigargin in cultured RGC-5 cells. A series of brimonidine(25 μ
M - 1000 μM), betaxolol(25 μM - 1000 μM) or vehicle solutions
were

administered

to

the

RGC-5

cells

1

hour

administration of thapsigargin (1 μM) for 24 hours.

before

the

The rate and

the type of RGC-5 cell death were evaluated using LDH assay and

- 34 -

TUNEL staining. The western blot analysis to caspase 3, caspase
12, and PARP was performed in thapsigargin treated RGC-5 cells
in

the

presence

or

absence

z-DEVD-fmk(1 μM), a

of

brimonidine(100

μM)

or

specific caspase 3 inhibitor.

(Results) The thapsigargin-induced death of RGC-5 cells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brimonidine

but

not

by

betaxolol.

Thapsigargin increased the number of TUNEL(+) cells, which was
inhibited by brimonidine but not by betaxolol. The western blot
analysis confirmed that thapsigargin promoted cleavage of caspase
3, caspase 12 and PARP. The analysis also confirmed that
brimonidine could inhibit the thapsigargin-induced activation of
caspase

12

and

caspase

thapsigargin-induced

cleavage

3
of

in

RGC-5

caspase

12

in

cells.

The

RGC-5

cells

occurred even if the activation of caspase 3 was blocked by
z-DEVD-fmk, a specific caspase 3 inhibitor.
(Conclusion)

ER

stress

induced

by

thapsigargin

caused

the

apoptosis of RGC-5 cells, and the thapsigargin-induced apoptosis
of RGC-5 cells was blocked by brimonidine. The activation of
caspase

12

and

caspase

3

may

contribute

to

the

thapsigargin-induced apoptosis in RGC-5 cells. The activation of
caspase 12 was thought to be uninfluenced by the activation of
caspase 3. Brimonidine can inhibit the activation of caspase 12 and
caspase 3 in the thapsigargin-treated RGC-5 cells, which may
participate in the mechanisms involved in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f brimonidine in ER stress-induced apoptosis in retinal
ganglion cells.
-------------------------------------------------------Key Words : ER stress, apoptosis, retinal ganglion cells, caspase 3,
caspas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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