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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재조합 인체 디스인테그린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 

 

 

   급성 관동맥 증후군 등 혈전 관련 질환에서 혈소판의 

glycoprotein (GP) IIb/IIIa 수용체 억제를 통한 혈소판응집 억제가 

중요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더 이상적인 항혈소판 약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GP IIb/IIIa 수용체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 뱀독 디스인테그린과 구조가 유사한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inase (ADAM)이 최근 인체에서 

발견되었으나, 혈소판응집 억제에 대한 이 물질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조합 인체 디스인테그린과 이 

중 Arg-Gly-Asp (RGD) 부근 서열을 포함하는 펩타이드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를 평가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에서 ADAM 15 유전자 cDNA를 

클로닝하고, 효모 균주에서 대량발현하여 인체 유래 

디스인테그린을 생산하였으며, ADAM 15의 RGD주변 서열을 

변형한 cyclic 펩타이드 (A1)를 합성하였다. 혈소판응집 

측정기에서 대조 약물인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 saxatilin,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 cyclic 펩타이드 A1을 이용하여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mouse 경동맥 혈전 

모델에서 각 물질에 의해 혈전에 의한 혈관폐쇄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는 지 측정하였다. 또한 다른 인테그린에 대한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αvβ3에 대한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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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세포부착 억제를 조사하였다.  

   혈소판응집 억제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이용한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인 saxatilin은 인간 혈소판에서 IC50가 약 137 

nM였으며, 재조합 ADAM 15 단백질은 약 50 µM, cyclic 펩타이드 

A1은 약 100 µM, linear 펩타이드 GRGDSP가 약 270 µM이었다. 

Mouse 경동맥 혈전 모델을 통한 실험 결과,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혈전에 의한 동맥폐쇄 지연 효과가 낮았으나, 

cyclic 펩타이드 A1은 80mg/kg 용량에서 대조 약물인 saxatilin과 

동맥폐쇄 지연 효과가 비슷하였다.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와 

vitronectin과의 부착 실험에서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의 

IC50는 약 21uM로써, 이 단백질이 GP IIb/IIIa보다 αvβ3에 

특이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보아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 보다 혈소판응집 억제 효율이 낮았는데 이는 

RGD loop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뱀 독 

디스인테그린의 RGD loop와 유사한 구조로 변형된 디스인테그린 

변이체를 추가로 개발한다면 면역 반응은 최소화하면서도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이 높은 새로운 항혈소판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되는 말: 인체 ADAM 15 단백질, 뱀독, 디스인테그린, 

saxatilin, 혈전, 동물 모델, 혈소판 응집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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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인체 디스인테그린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 

 

<지도교수 김성순김성순김성순김성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이    상상상상    학학학학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혈소판은 정상적인 지혈에 관여할 뿐 아니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과 같이 혈전이 원인인 질환의 병태 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관동맥 성형술을 받는 환자에서는 

aspirin과 clopidogrel 등이 대표적인 항혈소판 약물로 사용되고 

있으나, aspirin보다 혈소판응집을 더 강하게 억제하는 약물이 

필요하였다. 혈소판이 응집될 때 혈소판 표면의 GP IIb/IIIa 

수용체에 fibrinogen같은 혈장 단백질이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혈소판을 자극하는 물질에 관계 없이 혈소판응집에서 최종 공통 

경로를 매개한다. GP IIb/IIIa 수용체는 세포막에 있는 당단백 

인테그린으로 α (αIIb)와 β (β3) subunit으로 구성되며, Arg-Gly-

Asp (RGD) 서열을 인식한다1. 

   GP IIb/IIIa 수용체가 혈소판응집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에 

착안하여 이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로 GP IIb/IIIa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급성 혈전증을 예방하는 것이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 GP IIb/IIIa를 억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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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것은 abciximab (Reopro®, Centocor/Eli Lilly and Co, 

Indianapolis, IN, USA)으로 GP IIb/IIIa 수용체에 대한 Fab 

chimera 단일항체이며3, tirofiban (Aggrastat®, Merck, 

Whitehouse station, NJ, USA)은 RGD 펩타이드를4, eptifibatide 

(Integrilin®, COR therapeutics, San Francisco, CA, USA)는 KGD 

펩타이드를 기본으로 합성한 약물이다2. 최근 급성 관동맥 

증후군과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에서 이런 약물들이 유익하다고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약리학적 작용과 부작용 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이상적인 항 혈소판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뱀독에서 발견되었으며 항 혈소판 활성이 있는 강력한 

단백질인 디스인테그린 (disintegrin)도 지난 20여년간 신물질 

도출의 대상이었다5,6. 뱀독 혹은 거머리에서 분리된 

디스인테그린은 분자량이 작으면서 cysteine 12개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RGD motif가 있어 ligand가 

인테그린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뱀 독에서 분리된 

디스인테그린은 인체에 사용할 경우 외부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체내에서 단백질 분해 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인체에도 뱀독 디스인테그린과 구조가 비슷한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inase (ADAM)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DAM은 

세포막 단백질의 한 family로, prodomain, metalloproteinase 

도메인, disintegrin 도메인, cysteine-rich 도메인, EGF-like 

도메인, transmembrane 도메인, cytoplasmic tail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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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oproteinase와 disintegrin의 이름을 따 ADAM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 단백질 family는 현재까지 30여 종이 밝혀져 

있는데 막 융합, cytokine과 성장 인자 shedding, 세포 이동 등을 

조절하며, 근육 발생이나 수정 (fertilization)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7,8. ADAM 중 세포 외 부분은 뱀독 디스인테그린과 매우 

비슷한데, 이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하면 뱀독 디스인테그린과 같이 

GP IIb/IIIa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혈소판응집은 억제하면서도 

인체에 대한 면역반응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ADAM이 인체에서 디스인테그린 도메인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 등은 인체 유래 디스인테그린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위해 효모의 일종인 Pichia pastoris에서 유전자 

재조합 인체 디스인테그린을 대량 발현한 뒤, 이를 가지고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디스인테그린 활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GD 아미노산 서열 부위를 포함하는 

cyclic 펩타이드를 합성하여 디스인테그린의 효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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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의 추출 및 배양 

   인간 탯줄 (약 15 cm) 정맥에 존데 (sonde)를 양쪽으로 

삽입하고 PBS 완충용액 약 50 ml로 3회 세척하여 잔여 혈액을 

제거하였다. 존데를 통해 0.2% type 1 collagenase (SIGMA. St. 

Louis, MO, USA)를 탯줄 1 cm당 1 ml씩 투여한 뒤, 탯줄 양 

말단을 클램프로 차단하고 37℃의 5% CO2 배양기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collagenase 반응액을 회수하고, 이 반응액 

2배의 PBS 용액으로 탯줄 정맥을 세척한 용액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collagenase 반응액에 20% FBS가 함유된 M199 배양액을 

2배 이상 처리하여 collagenase를 불활성화하였다. 2000 rpm으로 

3분 간 원심 분리한 HUVEC을 2% collagen이 코팅된 plate에 

20% FBS, heparin 및 bFGF가 함유된 M199 (Invitrogen, 

Carlsbad, CA, USA) 배양액에 풀어서 4시간에 걸쳐 부착을 

확인한 후, 동일 배양액으로 교환하고 계속 배양하였다. 배양된 

HUVEC은 western blot을 수행하여 von Willebrand factor 양성, 

smooth muscle alpha-actin 음성임을 확인하여 내피 세포임을 

판정하였다. 

 

2. 인체 디스인테그린 유전자 클로닝 

   HUVEC 배양체 2 x 107 세포를 Ultraspec II kit (Biotecx, 

Houston, TX, USA)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고, 약 1 g의 

total RNA와 cDNA 합성 kit (Promega, Madison, WI, USA)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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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이 cDNA를 주형 (template)으로 

하고 올리고 프라이머 #1 (5’-GCTGCTTTCTGCGGAAATA-3’)과 

#2 (5’-ATCCCCTAGGCTGACATCA-3’)를 사용하여, PCR을 통해 

인체 ADAM유전자의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부위를 코딩하는 

유전자 서열을 증폭하였다.  이때 반응 조건으로 94℃에서 

denaturation 1분, 50℃ annealing 1분, 72 ℃ extension 1분을 30 

번 반복하였다. 1.5% agarose 전기 영동을 실시한 후 EtBr 

염색으로 확인된 약 0.27kbp의 DNA 절편을 GENECLEAN®III-kit 

(Q-Bi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이를 

pGEMT-Easy 벡터 (Promega)에 삽입하여 DNA 염기 서열을 

판독하였다.  

 

3. 인체 디스인테그린 유전자 발현벡터 구축 

   인체 ADAM 유래 디스인테그린 유전자를 코딩하는 DNA 

절편에 올리고프라이머 #3(5’-CTCGAGAAAAGAGAGCCGGGCG 

AGCAG-3’), #4(5’-GCGGCCGCTTATCACCCTAGGCTGAC-3’) 

를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Pichia 발현 벡터 

pPIC9의 EcoRI과 XhoI 부위에 T4 DNA ligase를 이용하여 

삽입하였고, 대장균 균주에 형질 전환한 후 생성된 콜로니로부터 

재조합 발현 벡터 pPhD-1을 구축하였다. 제한효소 분석과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pPhD-l 발현 벡터에 인체 유래 

디스인테그린 유전자가 삽입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4. 인체 디스인테그린 단백질 발현 및 정제 

   발현벡터 pPhD-1의 DNA를 제한효소 Sal I (New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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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abs, Beverly, MA, USA)으로 처리하여 선형으로 만든 후 

정량하였으며, 10 µg을 electroporator (BTXTM, Genetronics,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Pichia 효모 (GS115) 균주에 

주입하여 형질전환된 효모 콜로니 histdine 결손 배지에서 

선별하였다. 이를 글리세롤 배양액 (buffered minimal glycerol: 

BMG) 30℃에서 O.D 600 값이 약 1.0이 될 때까지 200rpm으로 

진탕 배양하였으며, 1% methanol을 첨가하여 Pichia로부터 

alcohol oxidase 1 (AOX1) 프로모터에 의해 인체 디스인테그린 

발현을 유도하였다. 그 배양액으로부터 SDS-PAGE와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 분석을 통해 인체 유래 디스인테그린 단백질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발효액을 원심분리한 후 0.45 ㎛ 필터로 

투과시킨 후, phenyl-sephrose와 mono-Q 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하여 재조합 단백질을 정제하였다. 

 

5. Cyclic RGD-펩타이드의 합성 

   효모를 이용한 재조합 단백질과 아울러 디스인테그린 활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GD 아미노산 서열 부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cyclic 펩타이드를 합성하여 활성을 비교하였다. 이미 강한 

디스인테그린으로 규명된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인 saxatilin을 

근거로, 인체 유래 ADAM 15의 RGD-서열 부근 14개와 20개의 

변이체 펩타이드를 합성하여 (ANYGEN Co., 광주, 한국) 재조합 

단백질과 활성을 비교하였다. 

 

6. 혈소판응집 억제활성 측정 

   재조합 인체 디스인테그린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혈소판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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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실험에는 전혈 또는 고농도 혈소판을 이용하였다. 인간, rat, 

및 mouse에서 전혈 및 고혈소판 혈장액 (Platelet Rich Plasma, 

PRP)의 종 간 활성을 비교하였다. 혈액은 citrate buffer와 

9:1비율로 혼합한 후 전혈 상태로 aggrgometer (Chrono-Log Co, 

Havertown, PA, USA)를 사용하였으며, ADP나 collagen으로 

응집을 유도한 후 impedance 변화를 측정하여 응집억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혈에서 혈소판응집이 미미한 Spraque-Dawley rat 

혈액은 1,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인 PRP를 취한 

후, 그 일부를 3,000rpm으로 10분간 다시 원심분리하여 저혈소판 

혈장액 (Plasma Poor Plasma, PPP)을 만들었다. 이 혈장액의 

혈소판을 300,000개/ml로 희석하여 450µl를 취한 후 ADP 

20µM을 가하여 혈소판응집을 유도하였으며, 이때 변하는 빛 

투과도 (light transmittence)를 aggregometer로 측정하였다. 

 

7. Mouse 혈전 모델에서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 비교 

 

가. Mouse 경동맥 손상에 의한 혈전 모델 

   무게 35g 가량의 10 주령 웅성 mouse (ICR mouse, 폴라스 

인터내셔널, 서울) 30마리를 사용하였다. Ketamine HCl (유한 양행, 

서울, 한국) 60mg/kg 과 Xylazine HCl (바이엘 코리아, 서울, 

한국) 5mg/kg을 이용한 복강 내 주사로 전신 마취가 1시간 가량 

부작용 없이 유지되었다. Mouse의 사지를 tape로 붙여 편 자세를 

유지하고 경부 중앙을 절개한 뒤 뭉툭한 기구로 결체조직과 

지방조직을 분리하였으며, 주로 왼쪽 경동맥을 이용하였다.  

혈전을 유발하기 위해, 1 x 2mm 여과지 (Whatman 1)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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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c chloride (FeCl3, SIGMA) 용액에 충분히 적셔 경동맥 

복부에 3분 간 부착시켰다9,10,11(그림 1.). 항 혈소판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ferric chloride를 접촉시키기 직전 측부 꼬리 

정맥을 통해 24-guage catheter를 삽입하고 이후 약 15분 동안 

약물을 주입하였다. 혈전유발 시점부터 광 혈류측정기의 probe를 

ferric chloride 부착 부위의 바로 원위부에 놓고 혈류를 

측정하였으며, 혈류가 점차 감소하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였다.  

 

 

 

그림 1. Mouse 경동맥 혈류 측정 광경 

 

 

 



 11 

 

 

그림 2. 광 혈류 측정기와 data 분석 

 

 나. 광 혈류측정기 (Photoplethysmography: PPG) 

   광 혈류측정기는 특정 조직에 빛을 조사하여 투과된 빛의 

양으로 혈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12. 본 실험에서는 2 채널 

PPG (연세 의대 의학 공학 교실, 서울, 한국, 그림 2)를 

사용하였다. PPG의 하드웨어는 PPG 센서, 센서 구동 및 제어 

회로, 증폭기로 구성되었다. Mouse 혈관의 혈류 측정을 위해 

기존의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서 사용하는 센서 (D-100, 

Durasensor, Nellcor, Pleasanton, CA, USA)를 이용하였다. 

Mouse 경동맥 혈류는 데이터수집 보드 (DAQ-board, PCI-6020E, 

National instrument, Austin, TX, USA)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12 bit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PC로 저장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LabVIEW 6.1 (National instrument, 그림 2.)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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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동맥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혈전이 생긴 경동맥을 잘라내고 분절을 4% phosphate-buffered 

formaldehyde에 16시간 동안 넣어두었다가, 파라핀에 넣기 

전까지 70% ethanol에 보관하였다. 고정된 혈관을 이등분 한 후 

300 µm 간격으로 3µm 두께로 절단하여 3개의 절편을 만들었다. 

각 조직은 hematoxyline-eosin 염색법으로 염색한 뒤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8. αvβ3와의 결합에 의한 세포부착 (cell adhesion) 억제 분석 

   세포의 인테그린 αvβ3와 vitronectin과의 결합에 대한 ADAM 

15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 (HUVEC)를 

트립신 처리하고, 저혈청 M-199배지에 세포를 1x106/ml로 

분산시킨 다음 시료를 농도별로 희석하고 약 20분간 전처리하였다. 

미리 1µg/well의 농도로 vitronectin (Takara Biotech, Otsu, 

Japan)을 코팅하고 알부민으로 블로킹시켜 놓은 96-well 

플레이트에 well당 1x105 세포를 분주하고 37℃에서 1시간 

배양하여 세포부착을 유도하였다.  PBS 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하고 3% formaldehyde로 상온에서 약 10분간 세포 고정을 

유도한 다음, crystal violet 용액으로 부착된 세포를 염색하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을 기준으로 

부착 저해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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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인체 디스인테그린 유전자 클로닝 및 발현벡터 구축 

   HUVEC으로부터 클로닝한 인체 ADAM 15 유전자의 cDNA를 

주형으로 PCR을 실시하여 0.27kbp의 절편을 증폭하였고, pGEMT 

Easy 벡터에 클로닝한 후 염기서열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이 

PCR 증폭 유전자를 효모 발현용 벡터에 삽입하고자 5’-말단에는 

제한효소 XhoI와 3’-말단에는 NotI 부위로 변형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으며, 재조합 DNA절편을 

얻고 pGEMT Easy 벡터에 삽입하였다. 유전자 서열로부터 

아미노산 서열을 유추한 결과, 인체 디스인테그린 도메인은 

예상분자량 8288.17 Da, pI 3.83이고, cystein이 14개이며 RGD 

(Arginine-Glycine-Aspartate) 서열이 포함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디스인테그린 유전자를 Pichia pastoris 효모용 발현 벡터 

pPIC9에 삽입하여 pPhD-1 발현 벡터를 완성하였다 (그림 4.). 

 

 

그림 3.  ADAM 15 유래 인체 디스인테그린 도메인의 cDNA와 

아미노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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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조합 인체 디스인테그린 재조합 효모 발현벡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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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현된 인체 ADAM 15의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단백질의 SDS-PAGE 양상. Lane U는 

인체 디스인테그린 발현 벡터 phD-1으로 

형질전환된 Pichia 효모의 glycerol 배양체의 

배양액임. Lane I는 동일 효모에 대한 메탄올 

48시간 첨가시  배양액으로 약 8.3kDa의 

ADAM 15 디스인테그린 도메인이 

발현되었음을 나타냄. 

 

2. 인체 디스인테그린 단백질 발현 및 정제 

   인체 ADAM 15 발현 벡터인 pPhD-1이 형질전환된 효모 

콜로니를 선별하였고, 메탄올 첨가시에 ADAM 15 디스인테그린 

도메인인 약 8.3KDa 크기의 단백질 발현 여부를 SDS-PAG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5.). 또한 N-말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과 분자량 측정을 통해 효모 배양액으로부터 얻은 단백질이 

ADAM 15의 디스인테그린 도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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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림 6. 효모로부터 생산된 인체 ADAM 15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단백질의 정제 (1) 재조합 ADAM 디스인테그린 단백질의 mono-Q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2) Mono-Q 컬럼 용출 분획 번호 5-28의 

SDS-PAGE 결과. (L: Mono-Q 컬럼 전의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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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ichia 효모에서 발현된 인체 ADAM 15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규명. 8.3kDa 단백질의 

chymotrypsin 처리 단편에서 Q-TOF를 이용한 분자량과 

아미노산 서열. ADAM 15 내부의 PEFCPGDSS 서열의 확인 (그림 

3.).  

 

 

 

 

PEFCPG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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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단백질 발현이 확인된 효모 생산균주를 BIOSTAT®B 

발효기 (Sartorius BBI Systems International GmbH, Melsungen, 

Germany)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발현하였다. 발현된 배양액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한 뒤, ammonium sulfate의 농도가 2 

M이 되도록 첨가하였다. 이를 phenyl-sepharose column에 

로딩하고 2-0 M ammonium sulfate로 되도록 선형 구배를 통하여 

용출하였다. 용출된 단백질 분획은 Mono-Q column (Amersham 

Pharmacia, Piscataway, NJ, USA)을 이용하여 한번 더 

정제하였다 (그림 6.). 정제된 ADAM 15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단백질은 SDS-PAGE, N-terminal sequencing, 그리고 MS/MS 

spectroscopy (그림 7.)를 통하여 동정하였다.  

 

3. Cyclic RGD-펩타이드 합성 

   재조합 인체 ADAM 15 디스인테그린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을 뱀독 유래 saxatilin과 비교한 결과 (그림 8), 51%의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미노산 서열 비교 결과 ADAM 

15에는 RGD 서열 주변부와 아미노말단 부위를 disulfide 

결합시키는 cystein 잔기가 saxatilin보다 한 쌍 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8. (1), (2)). 이 결합이 RGD를 포함하는 

loop의 3차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13, 이 부위 

서열을 제거 또는 치환한 형태의 펩타이드를 디자인한 후 

disulfide 결합을 가진 cyclic form의 펩타이드를 합성하였다 (그림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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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quence alignment. 

CLUSTAL W (1.8) multiple sequence alignment 

 Saxatilin       EAGEECDCGAPA---NPCCDAATCKLRPGAQCA-EGLCCDQCRFMKEGTICRMARGD-DM 

 Salmosin        EAGEECDCGSPG---NPCCDAATCKLRQGAQCA-EGLCCDQCRFMKEGTICRRARGD-DL 

 A15-Dis         EPGEQCDCGFLDDCVDPCCDSLTCQLRPGAQCASDGPCCQNCQLRPSGWQCRPTRGDCDL 

                 * **:****      :.***: **:** ***** :* **::*::   *  ** : .: *: 

  

 Saxatilin       DDYCNGISAGCPRNPFHA (73 a.a./ 6 S-S bonds) 

 Salmosin        DDYCNGISAGCPRNPFHA  

A15-Dis         PEFCPGDSSQCPPDVSLG (78 a.a./ 7 S-S bonds) 

                  : * * *: *  :     

A-15-DIs: human ADAM 15 disintegrin domain 

Saxatilin: Salmosin: Identities = 68/73 (93%), Positives = 70/73 (95%) 

Saxatilin: A15-Dis: Identities = 37/72 (51%), Positives = 47/72 (64%), 

 Gaps = 5/72 (6%) 

(2) Disulfide bonds of saxatilin. 

EAGEE CDCGS PGNPC CDAAT CKLRP GAQCA EGLCC DQCRF MKEGT ICRMA RGDDM DDYCN GISAG CPRNP FHAEAGEE CDCGS PGNPC CDAAT CKLRP GAQCA EGLCC DQCRF MKEGT ICRMA RGDDM DDYCN GISAG CPRNP FHA  
(3) Cyclic RGD 펩타이드. 

A1: CRPTRGDSDLPEFC 

A2: CRPTKGDSDLPEFC 

X1: CRMARGDDMDDYC 

A11: CRPTRGDDLPEFSPGDSSQC 

A21: CRPTKGDDLPEFSPGDSSQC 

X11: CRMARGDDMDDYSNGIS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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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에 이용된 디스인테그린과 cyclic 펩타이드의 

구조. (1)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인체 ADAM 15의 

디스인테그린 도메인간의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 비교. 

화살표는 ADAM에 한쌍 더 존재하는 disulfide 결합을 

표시함. (2) 뱀독 유래 saxatilin의 disulfide 결합 패턴 (3) 

saxatilin의 RGD 부근 서열에 기초한 ADAM 15의 RGD 

부근 서열 cyclic 펩타이드 유도체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 

서열. 

 

4. 혈소판응집 억제활성 측정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 단백질 (8.3kDa)과 합성 

cyclic 펩타이드들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를 인간 및 mouse의 

혈소판 또는 전혈을 이용하여 비교측정 하였다. 이를 위해 

혈소판응집 억제 대조물질로는 혈소판의 GP IIb/IIIa에 대한 강한 

길항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abxcimab (Reopro)과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인 saxatilin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뱀독 

유래 saxatilin은 종 (species) 간 차이 없이 혈소판응집을 강하게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saxatilin은 인간 

혈소판 응집 억제 활성인 IC50가 약 137 nM 정도였으며, 

Pichia에서 발현된 재조합 ADAM 15 단백질은 약 100 µM을 

보였다. ADAM 15 유래 14mer 크기의 합성 cyclic 펩타이드 

A1은 약 34 µM, linear 펩타이드 GRGDSP는 약 270 µM이었다 

(그림 9.,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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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합성 

펩타이드들의 ADP-유도성 인간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 

IC50 (50%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치) 뱀 독 유래 

saxatilin이 약 137 nM, 인체 유래 ADAM 15 

단백질은 약 100 µM, ADAM 15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RGD 부근 서열로 합성한 펩타이드 A1은 약 34 µM, 

펩타이드 GRGDSP가 약 270 µM로 나타났다.  

 

5. Mouse 혈전 모델에서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 비교 

   Mouse 혈전 유발 모델에서 비투여 대조군이 평균 12분경에 

혈류가 차단되는데 비하여, 재조합 saxatilin (2.1 mg/kg) 투여군은 

차단 시간이 2배 이상 지연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in vitro에서 

측정한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과 일치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체 ADAM 15 유래 재조합 디스인테그린을 약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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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100mg/kg) 투여하였을 경우, saxatilin 투여효과의 50% 

지연효과밖에 볼 수 없었던 반면, 합성 cyclic 펩타이드 A1은 약 

40배 (80mg/kg) 용량을 투여한 경우 saxatilin의 혈전 유발 

억제능 활성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표 1.). 

 

그림 10. Mouse 경동맥 혈전 모델에서 디스인테그린 

에 의한 혈관 폐쇄 지연.  

 

6. Mouse 혈관의 조직학적 소견 

   정상 대조군의 혈관 채취: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은 우측 총 

경동맥을 관류 고정법으로 적출하였다. 양측 경정맥을 절개한 후 

대동맥을 통하여 생리 식염수를 관류시켜 혈관계를 세척한 다음, 

즉시 대동맥을 통하여 10% 포르말린 10ml을 관류하여 압력 

고정을 시행하였다. 고정된 혈관을 이등분 한 후 300 µm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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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씩 3µm 두께로 만든 다음, hematoxyline-eosin으로 염색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혈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1)). 

   Injury 군의 혈관 채취; 혈전 생성으로 완전히 막힌 좌측 총 

경동맥을 약 1cm 길이로 절단하여 적출한 뒤, 식염수에 세척하여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킨 후 파라핀에 포매시켰다. 이를 

대조군과 같은 방법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mouse 혈관에 

FeCl3에 의해 혈전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2)) 

 

 

(1)      (2) 

 

그림 11. Mouse 혈전 모델에서 혈관 폐쇄의 조직학적 

소견.  (1) 정상 대조군, (2) FeCl3 유도성 혈관 폐쇄. 

 

7. αvβ3와의 결합에 의한 세포부착 억제 분석 

   혈소판 GP IIb/IIIa 수용체와 또 다른 인테그린인 αvβ3에 대한 

ADAM 15 디스인테그린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HUVEC 

세포를 이용하여 vitronectin에 대한 세포부착 억제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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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혈소판에 대해 낮은 억제활성을 보였던 ADAM15 

디스인테그린의 IC50값이 21µM이었던 반면, 혈소판에 상대적으로 

강한 억제 효과을 보인 cyclic 펩타이드 A1은 107µM을 나타내어 

전자가 αvβ3에 대한 특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혈소판 활성이 높다고 알려진 KGD서열을 

포함하는 펩타이드들을 합성하여 HUVEC과 vitronectin간의 부착 

억제 효과를 관찰한 결과 활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2., 표 1.). 

 

그림 12.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에 대한 부착 

억제효과. HUVEC을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 

cyclic 펩타이드 A1 및 KGD 펩타이드와 전 처리한 후 

vitronectin을 코팅한 표면에 대한 부착 반응을 본 

결과,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의 억제 효과가 

cyclic 펩타이드 A1에 비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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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조합 인체 ADAM-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의 항 혈소판, 항 

혈전, αvβ3 억제 효과 비교 

 

      Antiplatelet   Antithrombotic  Anti-αvβ3 

      activity      activity      activity 

(in vitro)     (in vivo)        (in vitro) 

      IC50 (µM)     ED50 (mg/Kg)   IC50 (µM) 

Saxatilin     0.14     2.1       2.0 

ADAM-15-     100     ND       21 

 Disintegrin 

Cyclic peptide A1  34      80       107 

IC50: 50% inhibitory concentration  

ED50: 50% effective dose 

ND: Not detectable 

 



 26 

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에서는 인체 ADAM-15 단백질 중 디스인테그린 

도메인만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하고 분리 정제하였으며, 이 

펩타이드가 체외에서 인간 혈소판응집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ouse 경동맥 혈전모델을 이용하여, 혈소판 

응집이 생체 내에서 억제되고 이에 따라 혈전 형성이 차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등 혈전관련 질환에서 혈소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질환에서 혈전이 생길 때 plaque 파열, 혈액 

응고계 활성화, 혈소판 점착 (adhesion) 및 활성화 (activation), 

그리고 응집 (aggregation)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므로 혈소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혈전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항 혈소판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aspirin을 비롯하여 몇몇 약물이 

항 혈소판제로 사용되었으나 혈소판 활성 단계 중 특정 단계만 

차단하므로, 이외의 경로를 통해 혈소판이 활성화 되면 효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혈소판이 응집될 때 GP IIb/IIIa 수용체가 

최종 공통 경로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규명되어 GP IIb/IIIa 

수용체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제가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14. 이 

수용체는 활성화 되지 않은 혈소판 표면에 약 8만 개가 존재하며, 

혈액 중의 fibrinogen을 리간드로 하여 응집에 관여할 뿐 아니라, 

prothrombin과 결합하여 thrombin으로 활성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GP IIb/IIIa 억제제는 혈소판이 고정된 (immobilized) 

fibrinogen에 점착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thrombin과 fib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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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 생성을 억제하기도 한다. 혈액 중 혈전 형성에 중요한 

대표적인 점착 단백질은 von Willebrand factor (vWF)와 

fibrinogen인데, vWF는 1개의 RGD 서열, fibrinogen은 2개의 

RGD 서열과 KQAGDV 서열을 통해서 GP IIb/IIIa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15. Coller 등은 mouse에서 유래한 단일 

항체인 m7E3의 variable portion을 함유한 Fab chimera인 

abciximab (Reopro, Centocor/Eli Lilly and Co)을 개발하여, 이 

항체가 생체 내에서 강력한 혈소판응집 억제효과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3. 이후 GP IIb/IIIa 수용체를 겨냥하여 새로운 합성 

물질이 연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RGD 서열의 전기적, 입체적 

성질을 모방한 합성 물질인 tirofiban이다. 이 밖에 디스인테그린 

구조를 기본으로 합성한 cyclic KGD heptapeptide인 

eptifibatide가 있다4. 지금까지 임상에서 사용하는 GP IIb/IIIa 

억제제가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일은 드무나 일부에서 (1.1-5.6%)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며, heparin과 병용함에 따라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4,16. 또한 적정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고2,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염증반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17.  

   디스인테그린은 뱀독 혹은 거머리에서 처음 분리되었고, 

분자량이 적으며, 특정 인테그린을 인식하는 RGD서열이 포함된 

cycteine-rich protein이다. 디스인테그린 류는 구조 중에 

disulfide 결합이 유사하며5,6, 이를 통해 고유한 3차원적 RGD 

loop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디스인테그린에는 cysteine 

잔기의 개수와 서열에 상동성이 있으며 disfulfide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아미노산의 서열과 disfulfide 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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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인테그린의 활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18. 아직 인체 ADAM-

15 단백질 내의 디스인테그린 도메인의 분자 기능과 생리적 

기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RGD를 함유한 대부분의 

디스인테그린이 GP IIb/IIIa나 αVβ3에 결합하듯이, 특징적인 세포 

표면 인테그린에 결합하여 세포간, 세포와 세포외 기질간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혈소판응집을 억제하며6,19,20 RGD나 KGD 

서열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GP IIb/IIIa 수용체에 의해 인식되는 

구조적 motif일 뿐 아니라 αVβ3 등 다른 인테그린에 대한 활성을 

보이기도 한다21. 합성 디스인테그린 유도체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RGD 서열 중 일부를 변형한 결과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열이 수용체와의 

결합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18. 

   ADAM은 고분자형의 뱀독 유래 metalloprotease와 유사한 

포유류 단백질 family로서 metalloprotease와 디스인테그린 유사 

도메인으로 구성된 단백질이다. 현재까지 인간의 경우 34종의 

ADAM 단백질이 보고되어 있다. ADAM의 생체 내 기능은 최근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밝혀졌는데, 주로 발생, 분화 및 암 발생 

등에 관여한다7. 최근 죽상 동맥경화에서 ADAM 15와 ADAM 9의 

발현 증가가 보고되었고22, ADAM 33 유전자의 polymorphism과 

천식 혹은 기관지 과민성의 밀접한 관계가 알려지는 등 ADAM의 

생리 기능에 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3. 본 연구의 대상인 

인체 ADAM 15는 ADAM family 중 유일하게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내부에 RGD서열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Rat나 

mouse의 adam 15의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내에는 RGD 서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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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울러 혈소판응집을 강하게 억제하는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비교해 보면, RGD 주변부와 디스인테그린 

아미노 말단 부위를 연결하는 disulfide결합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3차원 구조를 변형시켜 RGD 서열과 

인테그린과의 specificity를 더 제한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대부분 GP IIb/IIIa를 강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αvβ3에 대해서도 강한 활성을 갖는데 비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αvβ3에 더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생혈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 

도메인이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같이 강한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을 나타낼 경우, 면역반응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항 

혈전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체 ADAM 15 

중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약 8.3kDa 부분만을 재조합 효모에 

클로닝한 후 발현하였다. 이미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 saxatilin을 

고효율로 발현했던 Pichia 효모는 단백질의 복잡한 3차 구조를 

스스로 효율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세포 밖으로 목적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비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재조합 대장균같은 

발현 system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리폴딩 (refolding)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혈소판의 GP IIb/IIIa에 결합하는 특징적인 서열인 Arg-

Gly-Asp-Ser (RGDS)나 Arg-Gly-Asp-Phe (RGDF)같은 합성 

펩타이드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인 IC50값은 10-200 uM인데 

반하여 뱀독 디스인테그린의 IC50값은 30-300 nM로 펩타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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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약 1000배 이상 활성이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도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 RGD 주변 14-mer체의 

cyclic 펩타이드 A1과 linear 펩타이드 GRGDSP가 saxatilin에 

비해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linear 

펩타이드 GRGDSP보다 cyclic 펩타이드 A1이 8배 이상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이 강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yclic 

펩타이드 A1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가 천연형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보다 3배 정도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천연형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 내 RGD 서열을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유사하게 변형할 경우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인체 ADAM-15 유래 디스인테그린 

펩타이드 내에 존재하는 결합을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같이 

변형함과 동시에 RGD 서열을 포함하는 3차원 구조를 잘 

변형시킨다면 면역 반응은 최소화 하면서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단백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동물모델은 mouse 경동맥에 ferric 

chloride를 처리하여 유도한 혈전 모델이다. 관동맥 혈전용해를 

연구하기 위해 초기에는 분리된 관동맥 분절을 이용하거나 구리 

coil을 이용해 유발한 혈전 모델을 이용하였다. 또한 관동맥 

혈전과 보다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내피세포 손상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협착 모델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혈소판이 풍부하며 

동맥경화반 파열과 유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델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Mouse의 경동맥은 지름이 0.6mm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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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작지만 접근과 박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Mouse는 

경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도 비교적 잘 견디며, 측부 혈류가 

발달되어 뇌졸중이 자주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25. 따라서, 

mouse 경동맥에 혈전을 유발시키기 위해 전기 손상, 광화학 손상, 

ferric chloride를 이용한 화학 손상 등이 적용되었다. Ferric 

chloride 손상 모델은 처음에는 rat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9, 

mouse를 이용할 경우 혈소판이 풍부한 혈전 모델로서 실용적이며 

적은 시료량으로도 반응이 빠르고 재현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10,11. 이와 같은 in vivo 모델을 이용하여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의 항혈전 효과를 확인한 결과, 뱀독 유래 saxatilin 

보다 효과가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RGD 주변 서열을 

뱀독 디스인테그린의 RGD주변 서열과 유사하게 변형할 경우 

항혈소판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디스인테그린 내 RGD 주변 서열을 

잘 변형시키면 3차원 구조를 개선하여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한편, 재조합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이 HUVEC과 vitronectin의 결합을 보다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천연형 ADAM 15 디스인테그린에 있는 

RGD 서열은 혈소판 GP IIb/IIIa 수용체보다 인테그린 αvβ3에 대한 

결합 특이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생리적으로 신생혈관 형성이나 혈관 재협착 

반응에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보다 혈소판응집 억제활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유는 RGD loop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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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인테그린 αvβ3에 대한 특이성이 GP IIb/IIIa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뱀독 디스인테그린의 RGD 

loop과 유사한 구조로 변형된 인체 유래 디스인테그린 변이체 

연구를 통해 혈소판응집 억제활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면역반응을 최소화한 새로운 유도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항혈소판 활성이 높은 뱀독 

디스인테그린을 αvβ3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은 물질로도 

변형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인테그린–디스인테그린의 

구조 및 특이성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 디스인테그린의 3차원 구조.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 (saxatilin) 간에 차이가 있는 

disulfide 결합 부위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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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결론결론결론결론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을 효모로부터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상태로 

대량 발현하였으며, ADAM 15 디스인테그린의 RGD 부근 서열을 

변형한 14-mer 크기의 cyclic 펩타이드 A1을 합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혈소판응집 측정기와 mouse 경동맥 혈전 모델에서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인 saxatilin,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 cyclic 펩타이드 A1의 혈소판응집 억제 효과를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로부터 ADAM 15 디스인테그린 

유전자를 cDNA 클로닝하였으며, 효모인 Pichia pastoris를 

이용, 발현 및 정제하여 인체 유래 디스인테그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였다. 또한 RGD 서열 부위를 치환한 형태의 펩타이드에 

disulfide 결합을 통해 cyclic 펩타이드 A1을 합성하였다.  

2. 혈소판응집 측정기를 통한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이용한 

saxatilin은 인간 혈소판에서 IC50가 약 137nM였으며, 재조합 

ADAM 15 디스인테그린은 약 100µM, cyclic 펩타이드 A1은 

약 34uM, linear 펩타이드 GRGDSP는 약 270µM이었다.  

3. Mouse 경동맥 혈전모델을 이용한 생체 실험 결과,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혈전형성 억제 효과가 

약하였으나, cyclic 펩타이드 A1은 80mg/kg 용량에서 대조 

약물인 saxatilin (2.1mg/kg)과 유사한 혈류폐쇄 지연효과를 

보였다.  

4. Vitronectin에 대한 HUVEC 부착 실험에서, ADAM 15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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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인테그린의 억제활성인 IC50 값은 약 21µM이었으며 이는 

GP IIb/IIIa보다 αvβ3에 특이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체 ADAM 15 유래 

디스인테그린은 뱀독 유래 디스인테그린보다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이 매우 낮으며, 그 이유는 RGD loop 주변의 3차원적 구조 

차이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뱀독 디스인테그린의 RGD 

loop과 유사한 구조로 인체 디스인테그린을 변형할 경우 면역 

반응은 최소화하면서도 혈소판응집 억제 활성은 강력한 새로운 

항혈소판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체 유래 

디스인테그린의 대량 생산 체제 구축과 생체 내 항혈전 활성을 

조사한 최초의 보고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야 연구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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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platelet Effect of Recombinant Human Disintegrin 

 

Sang Hak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Soon Kim) 

 

   Snake venom-derived disintegrin is a family of low 

molecular weight, cysteine-rich, RGD-containing peptides 

that inhibit the binding of ligands to the glycoprotein IIb/IIIa 

receptor on the platelets, and this is known to mediate the final 

common pathway in platelet aggregation.  A Disintegrin And 

Metalloproteinase (ADAM) was recently discovered in humans, 

and it contains a disintegrin domain that shows high homology 

with the snake venom disintegrin. However, the effect of 

ADAM on platelet aggregatioin is not yet clea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platelet effect of ADAM-derived 

recombinant human disintegrin and the synthetic peptides that 

were produced on the basis of the RGD sequence of this 

disintegrin.  

   A cDNA encoding the disintegrin domain of ADAM 15 was 

cloned, expressed and then highly purified in Pichia pastoris. 

The cyclic peptides were synthesized on the ba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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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including the RGD pepetides on ADAM 15. The 

antiplatelet effects of saxatilin, snake venom disintegrin, 

ADAM 15-derived human disintegrin, and the ADAM 15-

derived cyclic peptides was analyzed using a platelet 

aggregometer. The antithromotic effect of these peptides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occlusion time after the induction 

of thrombosis in a mouse carotid artery occlusion model. 

   The IC50 for the human platelets was 137 nM, 50 uM, 100 

uM, and 270 uM for saxatilin, ADAM 15-derived disintegrin, 

cyclic peptide A1, and the peptide GRGDSP, respectively. 

Although ADAM 15-derived disintegrin showed no detectable 

effect to prolong the time to occlusion, cyclic peptide A1 (80 

mg/kg) exhibited a significant prolongation time similar to 

saxatilin (2.1 mg/kg). In contrast, ADAM 15-derived 

disintegrin exhibited stronger inhibitory effect on adhesion of 

HUVEC to vitronectin, with an IC50 of 21 uM.  

   In conclusion, ADAM 15-derived human disintegrin 

exhibited a much weaker antiplatelet effect than did the snake 

venom-derived disintegrin, suggesting that the 3-dimensional 

structure may be crucial for their biological activiey. This 

work is the first report on the mass production of human 

disintegrins in recombinant Yeast P. pastoris as well as on the 

in vivo antithrombotic effects of human disintegrins.  

------------------------------------------------- 

Key Words: human ADAM 15 protein, snake venom, disintegr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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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xatilin, thrombosis, animal model,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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