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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라는 걸 배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짧은 시간 동안 항상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려 합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처음 연구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기
틀을 잡아 주시고 친절하고 소상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않
으셨던 김혜영 교수님께 감사와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가장 잘 알고 있
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지도교수이신 김경환 교수님께 고마움을 우선
표현 합니다.실험에 있어 많은 조언과 공부하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 주
셨던 안영수 교수님,김동구 교수님,이민구 교수님,박경수 교수님,김철
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약리학 교실의 큰 기둥이시며 학자의 참된 모습
을 보여주신 이우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으
로 올바른 지도와 격언을 주신 정재복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실험에 있어서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는 임주원 교수님,Lab의 전
설미인이신 정혜연 선생님,멋쟁이 이장원 선생님,여러 분야 팔방미인이
신 서정연 선생님,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가르치느라 고생하신
유지훈 선생님,Lab의 맏언니로 수고하신 서지혜 선생님,항상 최선을
다하시며 바른 길을 잡아주신 친형 같이 도와주신 주경돈 선생님,실험
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도움만 받았던 완!소!내친구 차보람.재치
덩어리 그녀 장성희,만능꾼 심동휘,잘 챙겨주지도 못한 선배를 잘 따라
주었던 후배들 이쁜 막둥이 이선은,‘날개’달린 털프가이 최상용,lab을
runway로 만든 model한지연,새로 함께 lab을 잘 이끌어 나가실 올리
브 박경숙,최지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약리학교실에 있으며 학교 생활에 여러 많은 도움을 받은 옆방의 다현

이 아빠 남궁완 선생님,김주영 선생님,이성희 선생님,,이정수 선생님,
윤재석 선생님,지헌영 선생님,김준오 선생님,남자지현,여자지현,아라



레 누나 이정남선생님 쿠스 박현우,밤토리 김승근,맞은 방의 배우기봉
이 서기호,애리 유리 임미경,이정호 선생님,김인숙 선생님 건넛방의
약리학교실 히메 최지하 선생님,푸우 장성복,황토방 갈치 정효선,S라
인 걸 이윤정,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유상배 선생님,카리스마 형님
김재구 선생님,재치 최고인 김남열 선생님과 약리학교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임종수 선생님,민선해 선생님,김건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합
니다.
언제나 정신적으로 항상 힘이 되 준 10년 지기 보람이 친구들,철들어라
김주환,이 녀석도 빨리 장가가야 철들텐데 장홍석,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아지 강지현,얼굴 좀 보며살자 할배 김건우,축구시키 어찌 살고 있나?
김유진,남은 학기도 수고 김태진,효도는 언제 하나?엄마 서현주,만인
의 자기 신윤주,한번에 필히 합격!당근 오효진,올해는 결혼하지?조수
영,항상 건강 조심 하시고 공주 신현진,진실로 친절한 금자씨 최금자,
항상 행복하시게 남양 윤희주부부,올해는 바람도 한군데 정착해야지 이
동주,언제나 자신 있게 힘내라 이주현,연애하면 바뻐?치와와 장치영,
이젠 항상 좋은 일만 있을거다 이뿌이 할매 박석영,이쁘고 귀여운 누리,
다인이 두 자매 엄마 아빠 홍병준,이안나 행복하길,대구 지킨다고 수고
하는 우리 윤중관,학부친구 락커 김남호 경미도 잘 있지?,분리공학의 대
가 김태영,너두 빨리 졸업해라 손주완,그냥 그렇지?좋은 일만 있길 김
정욱,살 좀 쪄요 전부남 선배,후배 같지 않던 문병산,실미도 그때가 그
립네 김윤정,황선영 기숙사 방돌이 이성오,신일섭과 항상 도움만 받는
동형이형,승민이 엄마 동주누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늘 가까이서 지켜봐주시며 돌보아주신 큰집,고모네 가족,친지들과 이쁜
조카 소정,지민,저를 늘 지켜봐 주셨던 송현동 큰아버지,외할아버지와
여기에 적지 못한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소중한 사람 최애란과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마음도 이쁜 동생 영은이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드립니다.

2007년 1월 이 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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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실실실험험험적적적 췌췌췌장장장염염염에에에서서서 IIILLL---111ββββ    발발발현현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JJJAAAKKK///SSSTTTAAATTT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췌장염은 췌장 소화효소의 활성화로부터 일어나 췌장의 손상을 시작으
로 다장기부전(multipleorganfailure)으로 이르는 질병이다.실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erulein에 의한 췌장염 모델은 소화효소 생성의 조절
장애,세포질 내의 공포화,부종형성,췌장 선세포의 죽음,췌장으로 염증
세포의 침윤 등의 인간의 임상적인 부종성 췌장염 특징과 생화학적,형태
학적,병리학적으로 유사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Celurein에 의해 췌장
선세포는 여러 염증성 cytokine을 발현한다. Janus kinase/signal
transducerandactivatoroftranscription(JAK/STAT)경로는 여러 세포
와 조직에서 다양한 염증반응을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다.본 연구는
cerulein처리에 의해 췌장 선세포주인 AR42J와 흰쥐에서 JAK/STAT 신
호를 활성화하는 것을 측정하였으며,cerulein이 염증성 cytokine인 IL-1β
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리고 JAK2억제물질인 AG490을
사용하여 JAK/STAT신호경로가 cerulein에 의한 IL-1β의 발현을 매개하
는 지를 확인하였다. AR42J 세포와 흰쥐에 cerulein 처리에 의한
JAK/STAT의 활성화를 Westernblotting분석법을 통해 인산화된 JAK2
와 STAT3를 측정해 보았다.AR42J세포와 흰쥐의 혈청에서 IL-1β의
mRNA 발현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으로 측정하며 단백 수준을
ELISA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결과적으로 AR42J세포에서 cerulein에
의해 JAK2와 STAT3의 활성화와 IL-1β의 발현이 유도되어지며 JAK2
억제물질인 AG490의 처리로 이들의 활성화와 발현을 막을 수 있었다.흰
쥐에서도 AG490이 cerulein에 유도된 STAT3의 활성화와 IL-1β의 발현
을 억제하였다.결론적으로 JAK2,STAT3경로는 IL-1β와 같은 염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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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을 유도하여 췌장염 발생 기전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JAK2
억제물질은 췌장염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물질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Cerulein,IL-1β,JAK/STAT,AG490,췌장 선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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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김김 경경경 환환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이이 종종종 화화화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췌장염은 알코올,담석,고지혈증 등의 다원적인 질병으로 췌장에서 소화
효소의 방출과 조직순환에 상승된 염증성 cytokine의 생산과 방출 등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적 증상을 나타낸다.1,2,3췌장의 선세포는 소화효소를 합
성,분비하는 세포이며 췌장염 시 췌장 내에서 활성화된 소화효소를 검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췌장염이 췌장 내 소화효소의 활성화에 따
른 자가소화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염증성 cytokine인 IL-1β,
TNF-α,IL-6의 국소 및 전신의 발현이 췌장염에서 중요한 매개체임이
밝혀졌다.4,5,6국소적으로 췌장염은 활성화된 췌장 조직 내 대식세포에서
IL-1β,TNF-α등의 cytokine발현을 유도하여 췌장 조직의 손상을 악화
시킨다.그리고 IL-1β,TNF-α,IL-6가 함께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
키고,호중구의 접착성과 침투를 촉진하여 다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을 야기한다.4,11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췌장염의
발생에 있어 세포 내 발생기전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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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모델은 사람에서 접할 수 있는 질환과 그 발현양상이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재현성이 있어야 하며,취급하기 용이한 것이 이상적이다.여
러 췌장염 모델 중에서도 cerulein췌장염 모델은 임상적으로 급성 부종성
췌장염의 증상과 생화학적,형태학적,병리학적으로 유사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췌장염 모델이다.Cholecystokinin(CCK)과 CCK 유도체인
cerulein이 대량으로 투여할 경우 췌장은 소화효소의 생성과 분비장애를
일으키고,췌장의 부종형성,선세포의 공포화(vacuolization)와 출혈 및 조
직괴사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12Cerulein은 여러 염증성 cytokine발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염증세포가 없는 췌장 선세포에 cerulein이 처
리되었을 때,cytokine들(IL-1β,IL-6)의 발현이 증가됨이 보고 되었다.본
연구는 cytokine발현에 관여하는 Januskinase/signaltransducersand
activators of transcription(JAK/STAT) 경로를 췌장염의 염증성
cytokine인 IL-1β의 발현과 관련하여 알아보자 하는 것이다.
JAK/STAT신호 경로는 수많은 cytokine의 면역반응을 매개한다.또한

성장인자와 호르몬과 같은 비 면역 자극을 활성화한다.이 JAK/STAT
경로는 세포 외부의 polypeptide에 반응하여 신호를 전달하는데,STAT의
활성화를 통하여 유전 발현을 조절한다.JAK과 STAT분자의 특이
subunit들은 각기 다른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각각의 특이
반응을 보인다.11,14JAK은 tyrosinekinase의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
표면에 위치한 cytokine수용체와 결합하고 있다.이 수용체와 결합물질
의 결합으로 활성화된 수용체 복합체 형성을 유도하고 수용체와 관계된
JAK(JAK1,JAK2,JAK3,TYK2)의 인산화도 유도한다.JAK의 인산화는
STAT의 결합 위치를 제공하게 되고,STAT의 tyrosin과 serine잔기를
인산화 하게 된다.이 아미노산의 인산화는 STAT 활성에 필수적이다.인
산화된 STAT은 수용체 복합체로부터 이형체의 형태를 이루어 방출되어
진다.이형체는 핵으로 전위하여 특이 목표 유전자의 promoter지역에 직
접 결합하여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한다.14---17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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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전연구에서 JAK/STAT경로의 역할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AG490은 JAK2를 억제하는 물질이다.이는 tyrosinekinase억제물질인
tyrphostinfamily에서 유도 합성된 것이다.18,19AG490이 여러 백혈병 세
포주의 DNA 합성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뿐 아니라,급성 림프구성 백혈
병 환자에서 얻은 Bcell에 존재하는 활동 항진 상태의 JAK2를 저농도의
AG490으로 억제하여 세포의 성장을 완전히 막는 것이 보고 되었다.20과
립성 대식세포의 colony stimulating factor에 의해 자극된 호산구에서
AG490이 JAK2를 억제하였고,21AG490이 angiotensinⅡ에 의해 활성화된
혈관 평활근세포와 심장근세포에서 JAK2 활성화를 억제하였다.22,23

AG490은 mycosisfungoides세포주의 STAT3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봉쇄하였다.24

IL-1β는 잘 알려진 면역반응에 중요한 cytokine으로 대식세포,단핵구,
등에 의해 분비된다.Cerulein췌장염에서 IL-1β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췌장염에서 염증성 cytokine인 IL-1β는 국소지역의 췌장의 손상과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5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반응하여 IL-1β는
면역세포들이 감염부위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내피세포의 부착인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IL-1β가 내부의 발열원으로 작용하며
시상하부의 체온조절 기관을 조절하여 체온이 올라가게 한다.
JAK/STAT과 IL-1β의 관한 연구로 cytokine과 같이 염증반응을 매개할
수 있는 phosphatidicacid를 대식세포에 처리함으로써 JAK/STAT 경로
를 활성화 시키고 이 결과로 염증성 cytokineIL-1β,IL-6,TNF-α의 생
산을 증가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췌장 선세포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췌장염을
유도한 후,염증성 cytokine의 발현을 보며 이로부터 JAK/STAT의 역할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췌장 선세포와 실험동물에 cerulein과
JAK2 억제물질인 AG490을 투여하여 JAK/STAT 활성화와 염증성
cytokine인 IL-1β 발현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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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췌췌췌장장장 선선선 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췌장 선 세포주인 AR42J(pancreatoma,ATCCCRL1492)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Sigma,St.Louis,MO,USA)에
10% fetalbovine serum(GIBCO-BRL,Grand Island,NY,USA)와
antibiotics(100U/mlpenicillinand100µg/mlstreptomycin)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세포는 37℃,10%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AR42J
세포에 cerulein(10---8M,Clabiochem,LaJolla,CA,U.S.A)을 처리한 후,
IL-1β의 mRNA 발현과 단백 발현을 관찰하였다.Cerulein을 처리하기 2
시간 전 AG490(50µ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군의 JAK2인산화
와 STAT3 인산화를 Western blotting법으로 확인하였고, IL-1β의
mRNA 발현과 단백 발현을 보기 위하여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과 배
지 내 유리된 단백에 대한 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ELISA)
를 수행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실험동물로는 무게 200-250g의 Sp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

였으며,12시간의 빛의 유무 cycle과 23±2℃의 온도를 갖춘 실내의 표
준 cage내에서 사육하였다.표준 실험 먹이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물
이 주어지고 무작위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배정하였다.췌장염은 한 시간
의 간격을 두고 cerulein(50µg/kg)을 7번의 복강 주사를 주어 유도되어졌
다.19Cerulein을 처리한 후 3일 뒤에 흰쥐를 죽인 후 췌장 적출 및 정맥
혈을 채취하였다.모든 쥐들은 실험 12시간 전에 공복상태로 두고 물은
자유로이 먹게 하였다.AG490(20mg/kg)은 cerulein첫 주사 2시간 전에
한 번 주사하여 주었다.혈청의 IL-1β의 발현은 ELISA를 통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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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췌장 조직에 대한 JAK2와 STAT3의 인산화와 비 인산화된 단백은
Westernblotting법으로 확인하였다.

333...역역역전전전사사사 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
IL-1β의 mRNA 발현은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chainreaction: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췌장 선세포와 흰쥐의 IL-1β mRNA의 유전자 발현을 보기 위하여 내부
대조물질로 GAPDH를 같이 증폭하여 실험하였다.총 RNA는 cerulein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군 그리고 AG490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 guanidinethiocyanate추출법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총
RNA는 IL-1β와 GAPDH primer,PCR을 통해 DNA로 역전사 되었다.
IL-1β primer의 sequence는 5'-TCCTAGGAAACAGCAATGGTCG-3'
(forwardprimer)와 5'-TTCATCCCATACACACGGACAAC-3'(reverse
primer)이며,PCR 생성물의 크기는 363염기쌍이다.GAPDH의 primer
sequence의 5'-ACCACAGTCCATGCCATCAC-3' (forward primer)와
5'-TCCACCACCCTGTTGCTGTA-3'(reverseprimer)이며 PCR생성물
의 크기는 460염기쌍이다.PCR은 32cycle로 denaturaioncycles95°C
30초,annealing60°C 30초,extention72°C 30초로 증폭시켰다.첫 번째
cycle에서 95°C 단계의 시간을 5분으로 연장하였다.PCR 생성물은
0.5µg/ml의 ethidium bromide를 함유한 1.5% agarosegel에 부하시킨 뒤
전기 영동하여 UV 투과법으로 IL-1β와 GAPDH에 대한 발현량을 측정하
였다.

444...EEEnnnzzzyyymmmeee---llliiinnnkkkeeedddiiimmmmmmuuunnnooosssooorrrbbbeeennntttaaassssssaaayyy법법법
배양액 및 혈청 내 IL-1β 단백량은 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
(ELISA)kit(R&D System,Minneapolis,MN,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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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tttiiinnnggg법법법
세포 내 단백 발현 측정을 위하여 추출한 총 단백을 8%

polyacrylamide 젤에 부하시킨 후 전기 영동하여 단백을 분리하였고,
nitrocellulosemembrane(Amersham Inc.,ArlingtonHeights,IL,U.S.A)
에 옮긴 후 5% 탈지분유를 함유한 TBS-T 용액(10mM Tris,pH 7.5,
100mM NaCl,0.15% Tween20)을 넣고 상온에서 3시간 blocking한 후
JAK2,STAT3,phospho-JAK2,phospho-STAT3(SantaCruzBiotechnology,
SantaCruz,CA,U.S.A)의 항체를 1:500혹은 1:1000으로 희석한 후 4℃에
서 한밤 동안 표지하였다.TBS-T로 세척 후 horseradishperoxidase로
conjugate된 goatanti-rabbit2차 항체를 결합시켰다.발광 반응의 측정에
enhanced chemiluminiscencekit(Amersharm,Buckinghamshire,UK)를
사용하였다.정확히 같은 양의 단백을 정량하기 위하여 Bradford방법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30

666...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통계 검정은 one-wayANOVA와 Newman-Keul'stest를 사용하여 결

정하였다.모든 자료는 평균±표준오차(mean±S.E.)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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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CCCeeerrruuullleee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JJJAAAKKK222와와와 SSSTTTAAATTT333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유유유도도도
AR42J세포에 cerulein을 처치한 후 각각 시간에서 AR42J세포의 단백
을 분리하여 JAK2와 STAT3의 인산화를 Westernblotting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실험결과 AR42J세포에서 cerulein에 의해 JAK2와 STAT3
의 인산화가 15분 부터 60분까지 지속적으로 발현되었다(그림1A,B).

그그그림림림 111...CCCeeerrruuullleeeiiinnn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JJJAAAKKK222및및및 SSSTTTAAATTT333인인인산산산화화화 변변변동동동...
AR42J세포에 cerulein(10---8M)을 처치한 0분,15분,30분,60분 다음 각 세포에
서 단백을 분리하여 JAK2및 STAT3의 Westernblotting법을 실시하였다.

P-STAT3

STAT3

0       15      30      60 min

P-JAK2

JAK2

0       15      30      60 mi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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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CCCeeerrruuullleee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IILLL---111ββββ의의의 mmmRRRNNNAAA 발발발현현현과과과 단단단백백백 유유유도도도
AR42J세포에 cerulein을 처치한 후 각각의 시간에서 AR42J세포의

IL-1β mRNA 및 단백의 발현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및 ELISA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실험 결과,cerulein에 의한 IL-1β mRNA 발
현이 2시간부터 4시간까지 증가하였다(그림 2A).IL-1β 단백은 4,8,12,
16,24시간에서 각각 24.7±1.8,35.7±2.0,40.8±1.5,72.1±1.3,110.5
±5.2(pg/ml)으로써 시간 의존적으로 cerulein에 의해 IL-1β 단백이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B).

그그그림림림 222...CCCeeerrruuullleeeiiinnn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IILLL---111ββββ    mmmRRRNNNAAA 및및및 단단단백백백의의의 발발발현현현...
AAA...AR42J세포에 cerulein(10---8M)을 처치한 다음 세포에서 총 RNA를 분리하
여,역전사 중합효소 반응법을 이용하여 IL-1β에 대한 mRNA 발현을 4시간까지
측정하였다.BBB...AR42J세포에 cerulein(10---8M)을 처치한 다음 세포 배양액을 분
리하여,IL-1β 단백량을 24시간까지 측정하였다.결과는 네 번의 다른 실험을 통
하여 오차막대는 평균±표준오차(mean±S.E.)로 표현하였다.None:cerulein처치
하지 않는 군,Cerulein:cerulein을 처리한 군.

0.00

50.00

100.00

150.00

0 4 8 12 16 24

IL
-1

ββ ββ
(p

g
/m

l)

0        4        8       12      16       24 h

None
Cerulein

150

100   

50

0

GAPDH
IL-1ββββ

0        1        2        3        4    h

A

B



-11-

333...CCCeeerrruuullleee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JJJAAAKKK222와와와 SSSTTTAAATTT333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AAAGGG444999000의의의
효효효과과과
AR42J세포에 AG490을 전처리하고 cerulein(10---8M)을 처치한 뒤 JAK2
와 STAT3의 활성화를 Western blotting법으로 측정하였다.실험결과,
JAK2 억제물질인 AG490 전처리에 의해 cerulein에 유도된 JAK2,
STAT3의 인산화가 억제되었다(그림 3A,B).췌장 선세포에서 AG490이
JAK2/STAT3염증 신호경로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그그림림림 333...AAAGGG444999000전전전처처처리리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eeerrruuullleeeiiinnn유유유도도도 JJJAAAKKK222및및및 SSSTTTAAATTT333인인인산산산화화화 변변변동동동...
AR42J세포에 cerulein(10---8M)만 처리한 군과 ceurlein처리 2시간 전에 JAK2
억제물질인 AG490(50µM)처리 후 cerulein자극을 주어 60분 배양한 뒤 세포에
서 단백을 분리하여 JAK2및 STAT3의 Westernblotting법을 실시하였다.

P-JAK2

JAK2

P-STAT3

STAT3

- +             +      Cerulein
- - +      AG490

- +            +       Cerulein
- - +       AG49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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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CCCeeerrruuullleee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IILLL---111ββββ    mmmRRRNNNAAA 발발발현현현 및및및 단단단백백백 생생생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AAAGGG444999000의의의 효효효과과과
AR42J세포에 cerulein을 처리한 군과 AG490을 전처리하고 cerulein을

처치한 군의 세포에서 총 mRNA를 분리하여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법을 이용하여 IL-1β의 mRNA 발현량을 측정하였고,세포 배양액을 분리
하여 ELISA법을 이용하여 AR42J세포의 IL-1β의 단백 발현을 측정하였
다.실험결과,JAK2억제물질인 AG490을 전처리한 후 cerulein을 처리한
세포에서 cerulein만을 처리한 세포보다 IL-1β mRNA와 단백의 발현이
억제됨을 보았다(그림 4A).
IL-1β의 배지 내 단백량(pg/ml)은 cerulein과 AG490을 처리하지 않은
배지에 13.1±1.7,cerulein만 처리한 배지에서 111.2±4.3,AG490을 전
처치 후 cerulein을 처리한 배지에서 44.6 ± 2.7이었다. AG490이
JAK2/STAT3의 염증 신호를 억제함으로써 cerulein에 의한 AR42J세포
의 IL-1β의 단백발현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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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AAAGGG444999000전전전처처처리리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eeerrruuullleeeiiinnn유유유도도도 IIILLL---111ββββ    mmmRRRNNNAAA 및및및 단단단백백백 변변변동동동...
Cerulein(10---8M)을 처리한 세포와 cerulein 처치 2시간 전 JAK2억제물질인
AG490(50µM)처리 후 cerulein(10---8M)을 주고 3시간 후에 세포에서 총 mRNA
를 추출하였다.추출한 mRNA는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IL-1β
의 mRNA발현을 측정하고 cerulein을 처치 24시간 후에 각 세포의 배지를 분리
하여 IL-1β의 단백량을 ELISA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결과는 다섯 번의 다른
실험을 통하여 오차막대는 평균±표준오차 (mean±S.E.)로 표현하였다.*P<0.05
vs.cerulein을 처리하지 않은 군과 AG490을 처리하지 않은 군.+++P<0.05 vs.
cerulein을 처리한 군과 AG490을 처리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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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흰흰흰쥐쥐쥐에에에서서서 ccceeerrruuullleee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SSSTTTAAATTT333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AAAGGG444999000의의의
효효효과과과
흰쥐에 AG490(20mg/kg)을 전 처리하고 cerulein(50㎍/kg)을 반복적으
로 복강 투여한다.3일후에 췌장조직을 분리하여 STAT3의 활성화를
Westernblotting법으로 측정하였다.실험결과 JAK2억제물질인 AG490
전 처리에 의해 cerulein에 유도된 STAT3의 인산화를 억제하였다.

그그그림림림 555...흰흰흰쥐쥐쥐에에에서서서 AAAGGG444999000전전전처처처리리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eeerrruuullleeeiiinnn유유유도도도 SSSTTTAAATTT333인인인산산산화화화 변변변동동동...
Cerulein(50µg/kg)은 하루에 7번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흰쥐 복강 내로 투여하

였으며 JAK2억제물질인 AG490(20mg/kg)은 cerulein주사 2시간 전에 투여하였
다.각 동물은 cerulein최종 주사 후 3일째 희생시켜 췌장을 적출하였으며 단백
을 분리하여 Westernblotting법을 실시하였다.

P-STAT3

STAT3
- +           +      Cerulein
- - +       AG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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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흰흰흰쥐쥐쥐에에에서서서 ccceeerrruuullleee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IILLL---111ββββ    단단단백백백의의의 변변변화화화와와와 AAAGGG444999000의의의
효효효과과과
흰쥐에 cerulein을 반복적으로 복강 주사하여 처리한 군과 AG490을 전

처리하고 2시간 후에 cerulein을 한시간 복강 주사한 군의 혈액을
cerulein투여 3일 뒤 분리하여 ELISA법을 통해 염증성 cytokine인 IL-1β
의 단백 변화량을 측정하였다.실험결과 cerulein만 처치한 군에서 IL-1β
의 발현이 높게 증가하였고 AG490의 전처리 후 cerulein을 처치한 군에
서는 cerulein에 의해 유도된 IL-1β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erulein과 AG490을 처리하지 않은 혈액 내 IL-1β의 수준(pg/ml)은

17.0±1.6이고 AG490없이 cerulein만을 처리한 군에서는 119.0±5.6이
며 AG490전처리 후 cerulein을 처리한 군은 50.2±5.7으로 측정되었다.
AG490이 흰쥐에서 cerulein에 의한 IL-1β의 단백 생산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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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흰흰흰쥐쥐쥐에에에서서서 AAAGGG444999000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eeerrruuullleeeiiinnn유유유도도도 IIILLL---111ββββ    단단단백백백 변변변동동동...
Cerulein(50µg/kg)은 하루에 7번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흰쥐 복강 내로 투여하

였으며 JAK2억제물질인 AG490(20mg/kg)은 cerulein주사 2시간 전에 투여하였
다.각 동물은 cerulein최종 주사 후 3일째 희생시켜 혈액을 분리하여 IL-1β의
단백량을 ELISA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결과는 다섯 번의 다른 실험을 통하여
오차막대는 평균±표준오차 (mean±S.E.)로 표현하였다.*P<0.05vs.cerulein을 처
리하지 않은 군과 AG490을 처리하지 않은 군.+P<0.05 vs.cerulein을 처리한
군과 AG490을 처리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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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의 목적은 cerulein에 의한 췌장 선세포 AR42J와 흰쥐에서
IL-1ß의 발현이 JAK2/STAT3의 활성화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 이 경로
에서 JAK2억제물질인 AG490의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JAK/STAT 신
호경로는 cytokine에 의해 염증반응을 매개함이 보고 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성장인자,호르몬 등의 여러 세포반응에도 관계한다고 알려져 있다.25,26

Cerulein은 cholecystokinin(CCK)의 유도체이며 CCK 수용체에 작용한
다.CCK 수용체는 7개의 helix구조로 이뤄진 membrane-spanning수용체
로 G단백과 결합되어 있는 G단백 결합 수용체(GPCR)이다.수용체는
CCKA 수용체와 CCKB 수용체 두가지가 있다.CCKA 수용체는 췌장 소화
효소의 분비를 매개하는 동시에 섭식 행동과 포만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amylase,lipase등의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효과와 관련이 있다.CCKB
수용체는 위산 생성을 자극하며 소화 펩티드 호르몬의 분비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유사분열과 항 자기괴사를 매개한다고 밝혀졌다.30여러 G단백
결합 수용체가 JAK/STAT 경로와 관련 있음이 보고 되었으며 췌장
tumor 세포주에서 CCKB 수용체가 발현되며 이 수용체에 의해
JAK2/STAT3신호경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되었다.CCK 수용
체의 Gq단백이 JAK 단백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정확
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31

JAK/STAT 경로는 cytokine수용체에 의해 활성화되어 진다고 잘 알
려져 있다.그리고 면역반응,분화,세포생존,세포 분열,발암 등의 여러
생물학적인 효과를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다.JAK 단백의 활성화의 기전
은 cytokine수용체라고 잘 알려져 있다.수용체에 ligand가 결합함으로써
수용체가 oligomer를 형성하며 수용체에 관계된 JAK 단백이 인산화 된
다.활성화된 JAK 단백은 STAT 단백을 인산화 하며 인산화 된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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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은 이형체를 형성하여 세포 핵 내로 이동한다.이동한 STAT 단백은
면역반응에 관련 특정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한다.
본 연구에서는 cerulein이 JAK2/STAT3 경로를 활성화하고 염증성
cytokine인 IL-1β의 발현을 유도하였다.AR42J 세포에서 cerulein이
JAK2와 STAT3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일반적으로 cerulein은 CCK 수
용체를 통하여 분비와 염증의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AR42J세
포에서 CCK 수용체가 JAK2/STAT3를 활성화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28

AR42J세포에 cerulein을 처리하여 유도된 JAK2와 STAT3의 인산화를
JAK2 억제물질인 AG490가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이 결과를 통해
cerulein이 CCK 수용체를 통하여 JAK2/STAT3를 활성화 시킨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또한 cerulein에 의한 염증반응의 척도로 AR42J의 배지
에서 IL-1β의 단백 발현 수준을 측정하였다.AR42J에서 cerulein에 의해
IL-1β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AG490이 cerulein에 의한 IL-1β의 발현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였다.
Cerulein을 흰쥐에 투여하여 췌장 조직에서 STAT3의 활성화를 확인하

였다.AG490을 전처리하였을 때 cerulein에 의한 STAT3의 활성화가 효
과적으로 억제되었다.Cerulein을 처리한 흰쥐에 혈청을 분리하여 IL-1β
의 발현이 증가함을 보았고 JAK2억제물질인 AG490에 의해 cerulein에
의한 IL-1β 발현 또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췌장 선세포와 흰쥐에
서 cerulein에 의해 IL-1β의 발현이 JAK2와 STAT3의 활성화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췌장 선세포인 AR42J와 렛드에 cerulein처리에 의해 JAK2와 STAT3

의 인산화가 유도되었고 JAK2억제물질인 AG490이 JAK2와 STAT3의
인 산화를 억제하였다.Cerulein에 유도된 IL-1β의 발현도 AG490이 효
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급성췌장염을 이해하는 분자적 기전으로 JAK2/STAT3의

활성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JAK2인산화의 억제가 아래 경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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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3의 인산화와 염증성 cytokine인 IL-1β의 발현을 모두 억제하는 것
을 보아,JAK2의 억제가 급성췌장염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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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실험적 췌장염에서 IL-1β 발현에 대한 JAK/STAT의 역할을 규명하고
자 AR42J세포와 흰쥐에 cerulein과 JAK2억제물질인 AG490을 처치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Cerulein처리로 AR42J세포에서 JAK2와 STAT3가 활성화 되었다.

2.Cerulein처리로 AR42J세포에서 IL-1β 발현이 증가하였다.

3.AG490은 AR42J세포에서 cerulein에 의한 JAK2와 STAT3의 활성화
와 IL-1β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4.AG490은 흰쥐의 췌장조직에서 cerulein에 의한 STAT3의 활성화와
IL-1β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보아 AR42J세포와 흰쥐에서 cerulein이 JAK/STAT 활
성을 증가시키며 JAK/STAT의 활성에 의해 염증성 cytokine인 IL-1β의
발현을 유도하며 AG490은 JAK2를 억제하는 물질로써 JAK/STAT의 활
성화를 억제하며 염증성 cytokine인 IL-1β의 발현을 억제한다.JAK2와
STAT3경로는 IL-1β와 같은 염증성 cytokine을 유도하여 췌장염 발생기
전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며,JAK2억제물질은 췌장염의 증상을 완화시
켜 주는 물질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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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JJJAAAKKK///SSSTTTAAATTT SSSiiigggnnnaaallliiinnngggiiinnnIIILLL---111ββββ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iiinnnEEExxxpppeeerrriiimmmeeennntttaaalllPPPaaannncccrrreeeaaatttiiitttiiisss

JongHwaLee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yungHwanKim)

Acutepancreatitisischaracterizedbyinitialpancreaticinjuryresulting
from the activation of digestive enzymes and later widespread
inflammationtodistantorgans.Cerulein-inducedpancreatitisissimilarto
humanedematouspancreatitiswithdysregulationofthedigestiveenzyme
production, cytoplasmic vacuolization, death of acinar cells, edema
formation,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to the pancreas.
Cytokines are up-regulated in pancreatic acinar cells stimulated with
cerulein.Invariouscellsandtissues,Januskinase/signaltransducer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JAK/STAT) pathway mediates inflammatory
processes.Inthepresentstudy,itwasaimedtoinvestigatewhetherthe
activationofJAK/STAT signalingmediatesIl-1β expressioninpancreatic
acinarAR42Jcellsstimulatedwithceruleininvitroaswellastherats
with cerulein-induced pancreatitis in vivo using AG490, the JAK2
inhibitor.Activation ofJAK2and STAT3weremonitored by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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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ting analysisforphosphorylation ofJAK2andSTAT3.ThemRNA
expression and protein levelof IL-1β were determined by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and enzym-linked
immunosorbant assay(ELISA).Serum IL-1β levels of the rats were
determinedbyELISA.Asaresult,ceruleininducedactivationofJAK2
andSTAT3aswellasIL-1β expression,whichwereinhibitedby the
treatmentofAG490inAR42Jcells.Incerulein-inducedpancreatitisofthe
rats,increased serum levels of IL-1β were suppressed by AG490
treatment.Inconclusion,JAK2/STAT3pathwayinducingcytokinessuch
asIL-1β mightbeinvolvedinthepathogenesisofpancreatitis,andJAK2
inhibitormightbeatherapeuticcandidateforacutepancreatitis.

KeyWords:Cerulein,IL-1β,JAK/STAT,AG490,Pancreaticacin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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