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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섬유모세포에서섬유모세포에서섬유모세포에서 Hsp 70 Hsp 70 Hsp 70 Hsp 70이이이이 MMP MMP MMP MMP----2,92,92,92,9의의의의    발현에발현에발현에발현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켈로이드는 외상이나 수술적 자극에 의해서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과도한 교원질이 침착되는 피부의 병적 상태로 허혈이론(hypoxia 

theory) 등 여러 가지 병인기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창상치유 과정의 광범위한 이상에 의한 

섬유모세포의 과다증식, 지속적인 세포외 기질의 증가, 

collagenases(matrix metalloprotinases, MMPs)의 증가 혹은 감소,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TIMPs)의 증가 등이 

특징이다.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기법은 시료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고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등을 규명할 수 있어, 생물학적 자극에 의한 단백질 

표현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표현된 단백질과 질환(켈로이드)과의 

연계성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의 

발현되는 단백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발현이 차이가 나는 16가지 

단백질 스팟을 관찰하였으며 이중에서 Hsp 70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거나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 

보다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Hsp 70은 분자량 70kDa의 열 충격 단백질(heat-shock 

proteins)로서 인체내의 스트레스 상황(허혈상태, 열 충격 등)에서 

주로 발현되며 변성된 단백질이 응집되거나 새로운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포 내에서 새로 합성되는 단백질이 정확한 

삼차원적 구조를 갖도록 하는 보호 분자(chaperone)로서 작용한다. 

과다발현(over-expression) 된 Hsp 70은 뇌 허혈 손상에서 

세포질내의 변형된 단백질 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chaperone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MMP-2, 9 의 유전자 및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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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Hsp 

70의 발현 정도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및 조직에서 정상에 비해 

차이가 있는 지와 Hsp 70의 발현이 MMP-2, 9 발현 및 효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켈로이드 조직 

내에서의 Hsp 70, MMP-2, 9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며, in vitro 연구로 허혈 상태(7, 24, 48시간)로 Hsp 70의 

과다 발현을 유도한 후 MMP-2, 9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siRNA-Hsp 70을 이용하여 Hsp 70과 MMP-2, 9 발현과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발현이 증가되어 있으며 MMP-

2의 발현은 감소, MMP-9은 발현이 증가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켈로이드 조직에서는 증가된 Hsp 70의 발현, 감소된 

MMP-2, 9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허혈상태를 유발했을 때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과 MMP-9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증가하다가 48시간 이후 발현이 감소되었으며, MMP-2는 7시간의 

초기 허혈상태에서는 발현이 감소했지만 24시간 이상의 허혈 

상태가 지속되면 발현이 증가하였다. 초기 허혈(7시간) 상태에서 

Hsp 70의 발현을 SiRNA 를 이용하여 억제하면 MMP-2, 9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4시간 이상의 허혈이 

지속되면 억제된 Hsp 70의 영향으로 MMP-2, 9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인접한 정상진피 

섬유모세포와는 다르게 발현되는 단백질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중에서 Hsp 70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며 초기 

허혈상태에서 MMP-2, 9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Hsp 70의 MMP-2, 9에 대한 작용은 켈로이드 병인기전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프로테오믹스, 허혈, Hsp 70, 

MMP-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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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    섬유모세포섬유모세포섬유모세포섬유모세포에서에서에서에서 H H H Hspspspsp 70 70 70 70이이이이 MMP MMP MMP MMP----2,92,92,92,9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에에에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지도교수 탁탁탁탁    관관관관    철철철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이    원원원원    재재재재    

    

1. 1. 1. 1. 서서서서    론론론론    

 

켈로이드(keloid) 및 비후성 반흔(hypertrophic scar)은 외상이나 수술적 

외부 자극에 의해서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과도한 교원질(collagen)이 침착 

되는 피부의 병적 상태로 병인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치료법이 제시 되었으나 아직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  

 켈로이드의 유발 원인으로는 허혈이론(ischemia theory)1, 역학적 

가설(mechanical theory)2, 호르몬3, 자가면역(autoimmune)4, 유전적 

가설(genetic theory)5 등 다양한 이론이 제기 되어 왔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켈로이드 섬유모세포는 정상 진피내의 섬유모세포와 모양이나 

크기는 차이가 없지만 교원질, 피브로넥틴(fibronectin), 엘라스틴(ela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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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백당(proteoglycans) 등과 같은 세포외 기질을 과도하게 형성하며6-

10 세포자멸사9, 세포외기질의 대사 및 글루코코티코이드(glucocorticoids), 

성장인자(growth factors)10,11, 포볼에스터(phorbol esters)12와 같은 

대사성(metabolic) 조절인자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을 보이며, 창상 치유 

과정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한 결과 과도한 세포외 기질이 생성되는 것이 

켈로이드의 특징이라고 볼 때 이러한 비정상적인 켈로이드 섬유모세포가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과 같은 이상 반흔 및 섬유화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다.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기법은 이차원 전기영동(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2-DE)을 이용하여 단백을 분리하고, 이를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을 이용하여 단백을 감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전기영동의 결과 얻어진 프로테옴 지도는 MALDI-MS(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mass spectrometry) 또는 ESI-MS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등을 이용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단백질의 특성이 분석된다 13,14.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면 대량 발굴 탐색(high-throughput screening)이 가능하여 

정제과정 없이 시료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고,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의 발전으로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특성을 규명할 수 있어 생물학적 자극에 의한 단백질 

표현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표현된 단백질과 질환(켈로이드)과의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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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단백질간의 상호 작용의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여 켈로이드와 주변의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간의 발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켈로이드 발생의 기전을 

규명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치료로 쓰이는 여러 가지 약물들의 

효과를 단백질 수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sp 70은 분자량 70kDa의 열 충격 단백질(heat-shock protein; 

HSPs)로서 인체내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허혈상태, 열 충격 등)에서 

주로 발현되며 변성된 단백질이 응집되거나 새로운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포 내에서 새로 합성되는 단백질이 정확한 삼차원적 구조를 

갖도록 하는 보호 분자(chaperone)로서 작용한다14-18. 과다발현(over-

expression) 된 Hsp 70은 뇌 허혈 손상에서 세포질내의 변형된 단백질 

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chaperone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MMP-2와 

MMP-9의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상처 치유에 있어서 열 충격 단백질의 역할은 다양한 손상에 대한 

스트레스 단백질로서 작용하며 창상 치유 과정중의 염증시기 

(inflammatory phase) 때에 증가되어 TNF-α, IL-1β, iNOS 등의 합성 및 

분비 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또한 창상 치유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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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궤양 등의 만성 창상에서는 Hsp의 발현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2. 하지만,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의 발현이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또한 허혈 상태로 

Hsp 70의 과다 발현을 유도했을 때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와 이러한 Hsp 70 과다발현과 MMP-2, 9의 발현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며 이를 알아보는 것은 켈로이드의 

발생기전을 이해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동시에 규명할 수 있는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주위의 정상 

진피섬유모세포 간의 발현되는 단백질들의 차이를 알아보고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의 발현 정도와 이것이 MMP-2, 9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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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    섬유모세포섬유모세포섬유모세포섬유모세포    배양배양배양배양    

활성기 켈로이드 환자에서 조직 생검을 통해서 켈로이드 중앙 

진피층에서 채취한 조직을 켈로이드군으로 하였고 인접한 정상피부의 

진피를 채취하여 이를 대조군으로 하였다(그림 1). 중앙 진피 부위만을 

사용하여 Waymouth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 배양을 시행하였다. 조직을 

petridish 위에 놓고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용액을 사용하여 

2회 세척한 후 이 조직에 37도에서 평형 시킨 0.25% trypsin 용액을 

7mml 가한 후 Pasteur pipette으로 용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세포를 

분리 시켰다. 약 10분 후 penicillin(300units/ml), 

streptomysin(300µg/ml), actinomysin 과 열비활성화 시킨 10% fetal 

bovine serum dl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을 배양용액으로 사용하여 100mml를 가한 후 international 

centrifuge에서 3500RPM으로 15초간 원침시켜 침전물을 제거한 후 다시 

20분간 원침시켜 침전물을 모아 배양용액 5ml에 부유시켜 세포배양용기에 

옮겨 95% 대기, 5% CO2, 37도 상태에서 3일간 배양하였다. 이후 2-3일 

간격으로 배양용액을 갈아주면서 섬유모세포가 자라서 배양용기 바닥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배양하였다. 일차 세포배양이 confluent state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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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세포 배양용 용기 내에 있는 배양액을 제거하고 PBS용액으로 씻어낸 

후 0.025% trypsin 2mml를 가하여 배양용기 밑바닥에 부착된 세포를 

완전히 분리해낸 다음 세포들을 모았다. 세포는 4-5차례 계대 배양된 

섬유모세포를 이용하였다.  

 

 

 

그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조직 생검. 활성기 켈로이드 환자의 중앙 

진피층에서 채취한 조직(실험군, keloid central dermal tissue)과 인접한 

정상피부의 진피(대조군, peripheral dermal tissue)를 채취하여 섬유모세포 

배양을 시행하였다. 

 

 

 

Keloid central dermal tissue Peripheral dermal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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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프로테오믹스프로테오믹스프로테오믹스프로테오믹스((((pppproteomics)roteomics)roteomics)roteomics)    분석분석분석분석    

    가가가가. . . . 이차원이차원이차원이차원    전기전기전기전기    영동영동영동영동(two dim(two dim(two dim(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ensional electrophoresis) ensional electrophoresis) ensional electrophoresis)     

  (1) 시료의 용해 및 cup -loading  

   배양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를 PBS 세척한 후 세포 수집기로 긁어 

원심 분리한 후 세포 침전물을 모았다. 7M urea, 2mM thiourea, 4% 3-

[(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1-propane 

sulphonate(CHAPS), 2 mM tributyl-phosphosine(TBP), 0.5% carrier 

ampholytes, 40 mM Tris, 0.001% bromophenol blue (BPB)가 함유된 

시료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원심 분리한 시료 350 ㎕넣고 pH-7 

immobilized pH gradient(IPG) strip 을 재수화하였다. Urea 의 결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ml 의 covering fluid 를 가하고, 실온에서 약 12 시간 

재수화 시켰다. 재수화된 strip 에 시료 cup 을 설치하고 시료를 

loading하였다.  

  (2) 일차원 등전화(first-dimensional isoelectric focusing: IEF)와 IEF 

gel strip의 평형  

 재수화된 IPG strip 을 IPG-phor (Amersham Pharmacia Biotech)를 

이용하여 20℃에서 등전화시켰다. 등전화 조건은 0 – 8,000V 까지 

gradient 로 64 kVh 가 되게 하였다. 등전화 후 각각의 strip 을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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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HCI (pH 8.8), 6M urea, 2% SDS, 20% glycerol, 2.5% acrylamide 

그리고 5mM TBP에서 15분간 평형에 이르도록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3) 이차원 전기영동  

   본 실험에서 사용된 gel 들은 8-16% 농도구배 (23 X 20 X 

0.1cm)gel 을 사용하였다. strip 의 평형이 완료된 후, 각각의 strip 을 

second dimensional gel 위에 얹고 0.5% low melting agarose와 0.001% 

BPB 가 들어있는 sodium dodecyl sulfate (SDS)로 봉합하였다. 

전기영동은 Hoefer 사의 Isodalt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dye 가 gel 의 

바닥까지 오도록 약 19시간 100 volt로 실시하였다.  

  (4) Coomasie 염색  

   Coomassie 염색을 위해  gel 을 꺼낸 후 30% methanol 과 10% 

acetic acid 로 1 시간 고정하고 증류수로 간단히 씻은 후 colloidal 

Coomassie brilliant G 250 으로 24 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10% 

methanol 과 7% acetic acid 로 4 시간 탈염색하여 다음 단계에 

사용하였다.  

 

 나나나나. . . . 이차원이차원이차원이차원    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분석분석분석분석        

  염색이 완료된 gel 은 Quantity One 4.2.1 program 을 이용하여 Bio-

Rad GS-800 Calibrated Densitometer (Bio-Rad, Munich, German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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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스캔 하였으며, 스캔 된 이미지는 Melanie III 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alyse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다다다. Mass specrometry. Mass specrometry. Mass specrometry. Mass specrometry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단백질의단백질의단백질의단백질의    동정동정동정동정        

  (1) In-gel digestion과 단백질 스팟 추출  

   Mass spectrometry 를 위한 단백질 스팟들을 gel 로부터 얻은 후, 25 

mM ammonium bicarbonate (pH 7.8), 50% acetonitrile(ACN) 용액으로 

세척하였다. 다시 세척액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색이 없어질 때까지 

37℃에서 반응시켰다. 여기에 50 ㎕의 100% ACN 을 넣고 gel 이 하얀 

색으로 변할 때까지 약 5 분간 반응시킨 다음 SpeedVac evaporator 를 

이용하여 건조 시켰다. 각 gel 마다 0.02g/l trypsin 10 ㎕를 가해 얼음 

속에서 45 분간 반응한 후, 다시 50mM ammonium bicarbonate buffer, 

pH 7.8 을 가해 37℃에서 12-14 시간 반응 시켰다. 그 후 peptide 의 

추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 ㎕ 0.5% TFA, 50% ACN 속에서 10분간 

3회 sonication방법으로 펩타이드를 추출하였다.  

  (2) MALDI-TOF-MS를 이용한 펩타이드 지문 획득  

   추출한 펩타이드 시료를 1:1 로 섞어서 target plate 에 점적 후 

상온에서 완전히 건조 시킨 다음 Maldi-Reflectron Tof(Micromass, 

Manchester, UK)를 이용하여 평균 100-150 개별적인 레이저 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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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스팩트럼을 얻었고, 내부 표준물질로서 소의 트립신 자가분해 

펩타이드 피크 (m/z 842.5099, 2211.1046)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3) 전산 자료 검색을 이용한 단백의 동정  

  펩타이드 질량은 ProFound program (http://prowl.rockefeller.edu/cgi-

bin/ProFound)으로 검색하여 단백을 동정하였다.  

 

3. 3. 3. 3. InInInIn vitro  vitro  vitro  vitro 상에서상에서상에서상에서 H H H Hspspspsp 70, MMP 70, MMP 70, MMP 70, MMP----2,92,92,92,9 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정도정도정도정도    및및및및    허혈허혈허혈허혈    상태상태상태상태로로로로 Hsp  Hsp  Hsp  Hsp 

70707070을을을을    과다발현과다발현과다발현과다발현    시켰을시켰을시켰을시켰을    때때때때    이의이의이의이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양상양상양상양상    

가) 실험군 

켈로이드 섬유모세포를 실험군으로 하고 켈로이드와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를 대조군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 허혈 손상(hypoxia status) 

 배양된 섬유모세포를 37 도, 85% N2, 10% H2 5% CO2 를 관류하는 

세포배양기(Forma Scientific, Marietta, OH)에서 5.5mM glucose 

balanced salt solution(BSS5.5)을 배양액으로 사용하여 7 시간, 24 시간, 

48시간 동안 각각 배양하여 허혈 상태를 유도하였다.   

 

 다) Hsp 70, MMP-2, 9의 발현 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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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Hsp 70, MMP-2, 9의 발현 정도를 정상 산소 분압 

상태와 허혈 손상을 준 후에 western blo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배양시킨 세포를 PBS 로 채취하여 3,000rpm에서 2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용기(pellet)에 proteinase inhibitors {10 ml/ml PMSF 

(10 mg/ml), 30 ml/ml Aprotonin (Sigma, cat# A6279), 10 ml/ml sodium 

orth ovanadate (100 mM)}를 포함하는 RIPA buffer (10 mM PBS, 1 % 

NP40, 0.5 % sodium deoxycholate, 0.1 % SDS)를 첨가하여 lysis시켰다. 

이렇게 얻은 시료를 electrophoresis loading buffer {containing 1.0 ml 

glycerol, 0.5 ml 2-mercaptoethanol, 3.0 ml 10% SDS, 1.25 ml 1.0 M 

Tris-Hcl(pH 6.7), 1-2 mg bromophenol blue}에 처리한 후 3 분간 

끓였다. 10% SDS-PAGE 를 시행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 

(Millipore Co., Bedford, MA, USA)에 전기영동을 하였다. Membrane 을 

5% nonfat dry milk 를 포함하는 10mM Tris buffered saline (TBS, pH 

8.0) 용액으로 하룻밤 동안 4℃에서 blocking 을 시행하였다.  1: 

1000 으로 희석한 anti-Hsp70(Stressgen, British Columbia, CANADA), 

anti-MMP-2(Chemicon, CA, USA)와 anti-MMP-9(Chemicon, CA, 

USA)을 실온에서 각각 하룻밤 반응시킨 후 PBS 로 3 회 세척한 후 

1:1,000 으로 희석된 2 차 항체인 anti-rabbit 과 anti-goat (Amersham, 

UK)에 1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ECL system (Amersham, UK)으로 

발색 후 X-ray 필름으로 발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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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섬유모세포에 SiRNA-Hsp 70의 처리 

허혈 순상 7 시간 및 24 시간 후 Hsp 70-SiRNA 를 이용하여 

섬유모세포의 Hsp 70의 발현을 억제 시킨 후 Hsp 70, MMP-2, 9의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 과 zymogra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DMEM 배양액(GIBCOBRL, 

USA)에 2×106 개의 세포를 배양요기에(100mm dish, Nunc, Naperville, 

IL) 분주한 후 분주된 세포가 30~50% 정도 배양기 표면에 붙을 때까지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Opti-MEM 

medium(GIBCOBRL, USA) 1 ㎖과 80nM Human-Hsp70 siRNA(5'-

AAGAAGAAGGUGCUGGACAAGTT-3')를 상온에서 5 분간 반응시킨 후 

Opti-MEM medium 1 ㎖과 20 ㎕ Lipofectamine RNAiMAX(Invitrogen)의 

혼합액에 첨가하였다. 배양된 세포에 siRNA 혼합액을 조심스럽게 첨가한 

후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3 일 후에 target gene 이 

knockdown 되었는지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 Gelatin zymogram 방법을 이용한 MMP-2,9의 발현 정도 측정 

젤라틴(gelatin)을 0.2%를 포함하는 12.5% SDS-PAGE 에 refolding 된 

sample 5 ㎕의 4% SDS, 125mM Tris-Hcl(pH 6.8), 10% (v/v) glycerol, 

0.1% (w/v) bromophenil blue를 포함하는 loading buffer와 함께 비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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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loading 하여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Gel 을 상온에서 100ml 의 

2.5% Triton X-100, 50ml Tris-Hcl (pH 7.5), 0.1M NaCl 용액에 1시간 

동안 부드럽게 흔들어 주어 MMPs 를 renaturing 및 activation 시킨 후, 

250ml의 50mM Tris-H치 (pH 7.5), 10 mM CaCl2, 0.02% NaN3 용액에 

37℃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Coomassie blue로 염색 및 탈염색한 

후 띠를 확인하였다.  

 

4444. . . . 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    HHHHspspspsp 70, MMP 70, MMP 70, MMP 70, MMP----2,92,92,92,9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정도정도정도정도    측정측정측정측정    

 환자에서 조직을 채취할 때 켈로이드와 근접한 정상 조직을 함께 

채취하여 각 조직에서 Hsp 70, MMP-2,9 의 발현 정도를 hematoxylin-

eosin(H&E) 염색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면역조직화학염색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박절한 조직을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여러 번 세척하고 1% sodium borohydride 로 

1 시간 처리하여 남아있는 고정액 성분을 제거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 

3%의 과산화수소 용액에 10 분간 처리하고, 다시 PBS 로 여러 번 세척한 

후 Histostain-plus kit(Zymade, CA, USA) blocking solution 으로 

실온에서 1 시간 처리하여 비특이항원의 반응을 막고, 조직표본을 

1:1,000으로 희석한 anti-Hsp70(Stressgen, British Columbia, CANADA), 

anti-MMP-2(Chemicon, CA, USA)와 anti-MMP-9(Chemicon, CA, 

USA)을 실온에서 각각 하룻밤 반응시켰다. PBS로 세척하고, Histon-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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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의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 solution 을 상온에서 10 분간 

처리한 후, horse radish peroxidase conjugated tertiary antibody 를 

상온에서 10 분간 처리하였다. 이후에 0.05% diaminobenzidine (DAB, 

Sigma, St. Louis, USA)에 0.01% 과산화수소를 첨가한 용액으로 발색시켜 

증류수로 씻은 후 통상의 방법으로 탈수, 투명 과정을 거쳐 덮개유리를 

씌워 관찰할 수 있는 조직표본을 제작한 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5. 5. 5. 5. 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Paired t-test 와 ANOVA 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알아보았으며 

유의수준은 0.05미만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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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섬유모세포와섬유모세포와섬유모세포와    정상정상정상정상    진피진피진피진피    섬유모세포의섬유모세포의섬유모세포의섬유모세포의    이차원이차원이차원이차원    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    소견소견소견소견    

비교비교비교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두 명의 환자에서 채취된 조직을 배양하여 얻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의 총 단백질을 추출한 후 pH 4-7 linear 

범위에서 이차원 전기 영동을 시행하여(그림 2) Melanie III 로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성 분석한 결과 표 1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표 2). 

변화가 심한 단백질에 대한 정성,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4 개의 스팟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만 동정되었으며 6 개의 스팟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과다 발현되었고 나머지는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는 

동정되지 않거나 발현이 감소되었다(그림 3, 4). 

 

표 1.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를 이용한 이차원적 

전기영동 결과의 정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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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에만 

있는 스팟 수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만 있는 

스팟 수 

합계 

18개 11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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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접한 정상진피 섬유모세포(A1, A2)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B1, 

B2)의 이차원 전기영동 소견.  

 

 

 

 

 

 

그림 3.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정상진피 섬유모세포간의 단백질 

발현 차이. A, B) 정상진피섬유모세포에서는 발현되지만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단백질로 정량, 정성분석 결과 prosomal 

Normal(A) Keloid(B) 

Keloid(D) Norm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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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K protein 로 동정되었다. C, D)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발현이 

저하되어 있는 단백질로 정량, 정성 분석 결과 tropomyosin 4-anaplastic 

lymphoma kinase fusion protein로 동정 되었다. 

 

 

 

 

그림 4. Hsp 70 의 동정 결과.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sp 70 의 발현 변화는 

켈로이드에서 특이적이거나 이의 발현이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보다 

증가되어 있었다. 

 

 

 

 

Normal Ke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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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를 이용한 이차원적 

전기영동 결과의 정성 분석 및 정량분석 결과. 세포내의 스트레스 유발 시 

증가되는 여러 가지 단백질(Hsp 70, dnaK-type molecular chaperone, 

BiP protein etc.)들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번호 동정된 단백질 

Sequence 

coverage(%

) 

pI/MW(KDa) 특성 

B8 

heat shock 70kD 

protein 9 [Homo 

sapiens] 

23 5.97/4.02 keloid-specific 

B10, 

B12 

vimentin [Homo 

sapiens] 
34 5.1/53.74 keloid-specific 

B16 

dnaK-type molecular 

chaperone HSPA1L –

human 

24 5.4/70.21 keloid-specific 

B19 
dihydropyrimidinase-

like 2; [Homo sapiens] 
20 6/62.84 keloid-specific 

crocalbin-like protein 

[Homo sapiens]  
38 4.4/34.97 upregulated in keloids 

B-IN1 
calumenin [Homo 

sapiens]  
36 4.4/37.26 upregulated in keloids 

B-IN2 
vimentin [Homo 

sapiens] 
29 5.1/53.74 upregulated in kel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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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3 
BiP protein [Homo

sapiens]  
23 5.2/71.06 upregulated in keloids 

A11 

proteasome alpha 6 

subunit; prosomal 

P27K protein; [Homo 

sapiens] 

27 6.3/27.95  do not exists in keloid 

A16, 

A8 

unnamed protein 

product [Homo 

sapiens] 

36 5/47.54  do not exists in keloid 

A-DE1 

tropomyosin 1, 

fibroblast and 

epithelial cell – human 

28 4.6/33.04 upregulated in keloids 

A-DE3 

heat shock 70kD 

protein 1A[Homo 

sapiens] 

27 5.5/70.38 upregulated in keloids 

A-IN1, 

2,4,5,7,

8,9 

vimentin  39 5/53.77 
downregulated in 

keloids 

A-IN6 

tropomyosin 4-

anaplastic lymphoma 

kinase fusion protein 

[Homo sapiens] 

12 4.9/36.78 
downregulated in 

keloids 

A-IN11 

endoplasmic reticulum 

protein 29 precursor 

[Homo sapiens] 

28 6.8/29.05 
downregulated in 

keloids 

A-IN12 

 heat shock 27kDa 

protein 1; heat shock 

27kD protein 1 [Homo 

sapiens] 

33 6/22.84 
downregulated in 

kel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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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14, 

15, 16 

unnamed protein 

product [Homo 

sapiens] 

30 5/52.49 
downregulated in 

keloids 

 

2. 2. 2. 2. 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섬유모세포와섬유모세포와섬유모세포와    인접한인접한인접한인접한    진피진피진피진피    섬유모세포에서의섬유모세포에서의섬유모세포에서의섬유모세포에서의 Hsp 70, MMP Hsp 70, MMP Hsp 70, MMP Hsp 70, MMP----2, 2, 2, 2, 

9999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Hsp 70 의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발현이 인접한 정상진피 섬유모세포 보다 

증가되어 있으나 MMP-2 발현은 인접한 진피 섬유모세포 보다 감소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5). 각각의 평균 발현도(n=3)를 정량적으로 

알아본 결과 인접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와 비교하여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의 발현이 약 75%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p<0.05)(그림 6, 7). 또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MMP-2 의 

발현은 약 30% 감소된 발현을 보였으나(그림 8, 9) MMP-9 의 경우는 약 

70% 증가된 발현을 보였다(p<0.05)(그림 10, 11). 

하지만, 채취한 조직에 따라서 MMP-2, 9 의 발현은 변화가 있었으며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와 비교할 때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감소하거나 증가된 소견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MMP-2 효소활성도는 개체(n=3)별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이는 개체 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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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MMP-

2, 9 의 발현. 두 가지 섬유모세포를 5.5mM glucose balanced salt 

solution(BSS5.5)을 배양액으로 사용하여 24 시간 배양한 후 Hsp 70 과 

MMP-2 의 발현을 western blot 으로 측정하였으며 일차 배양이 끝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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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섬유모세포에 대해서 zymogram 을 사용하여 MMP-2,9 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이 과다 발현되고 

MMP-2 의 발현은 억제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MMP-2 의 

효소 활성도는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저하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A: 

western blots, B: zymogram) 

3. 3. 3. 3. 조직조직조직조직에에에에서서서서 Hsp 70, MMP Hsp 70, MMP Hsp 70, MMP Hsp 70, MMP----2, 92, 92, 92, 9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양상양상양상양상    

 귓볼에 켈로이드 반흔을 가지는 환자에서 인접한 정상 진피를 포함하여 

켈로이드 조직을 채취한 후 H&E 염색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서 Hsp 

70, MMP-2, 9의 조직 내 발현을 알아보았다. H&E 염색에서 인접한 진피 

조직과는 달리 켈로이드 진피 내에서 교원질과 같은 세포외 기질이 

촘촘하고 과다하게 침착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으며(그림 6),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켈로이드 진피 조직내에서 인접한 진피보다 Hsp 

70 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그림 7) MMP-2 의 경우 

발현이 저하된 것을 관찰하였다. MMP-9 의 경우 켈로이드 조직에서 

발현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8). 켈로이드 조직의 

깊은 진피층에서 과다한 세포외기질(교원질 등)이 촘촘하게 침착되고 Hsp 

70 이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MMP-2, 9 은 

켈로이드 진피 깊은 층에서 발현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Hsp 70, MMP-2, 9의 발현 정도를 MetaMorpho image 장치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켈로이드 진피 조직내에서 Hsp 70 의 과다 발현과 

MMP-2 의 발현저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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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p<0.01)(그림 9). MMP-9 의 경우 켈로이드 조직내에서 발현이 

저하되어 있었지만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그림 9). 

 

 

 

 

 

그림 6. 켈로이드와 인접한 진피 조직의 H&E 염색. 인접한 진피 조직과는 

달리 켈로이드 진피 내에서 콜라겐과 같은 세포외 기질이 촘촘하고 

과다하게 침착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H&E stain, X40). A) 

인접한 진피조직, B)켈로이드 진피조직과 인접 진피조직과의 경계, C) 

켈로이드 진피조직(H&E stain, X 20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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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sp 70의 조직 내에서의 발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하여 Hsp 

70 의 조직 내에서의 발현을 알아본 결과 켈로이드 진피 조직 내에서 

연접한 진피보다 Hsp 70 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X4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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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접한 정상 진피조직, C) 인접한 정상 진피조직, B) 켈로이드 

진피조직(X 200).  

 

 

 

 

그림 8. MMP-2, 9의 조직 내에서의 발현 비교. MMP-2의 경우 켈로이드 

진피 조직 내에서 연접한 진피보다 발현이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MMP-9 의 켈로이드 조직 내에서의 발현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인접한 조직보다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X200). 

 

 

        MMP-2 Nor            MMP-9 Nor-1            MMP-9 Nor-2 

        MMP-2 Kel            MMP-9 Kel-1            MMP-9 K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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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Hsp 70, MMP-2, 9 의 정량 분석. 

켈로이드 진피 조직 내에서 Hsp 70 의 과다 발현과 MMP-2 의 

발현저하를 관찰하였으며 (인접한 정상 진피 조직과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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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우 *p<0.01 로 표시하였다). MMP-9 의 경우 

켈로이드 조직 내에서 발현이 저하되어 있었지만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4444. . . . Western blotWestern blotWestern blotWestern blot를를를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허혈허혈허혈허혈    상태에상태에상태에상태에    따른따른따른따른 Hsp 70 Hsp 70 Hsp 70 Hsp 70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변화변화변화변화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7시간, 24시간, 48시간 동안의 허혈상태를 가한 

후 Hsp 70 발현을 western blot 으로 알아본 결과 Hsp 70 발현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경우 7 시간, 24 시간 동안 증가하다가 48 시간 

허혈 상태에서는 감소되었으며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의 경우 7 시간 허혈 

상태에서 최고로 증가하였으며 24 시간, 48 시간 허혈 상태가 길어질수록 

발현이 감소되었다(그림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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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estern blot 에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상태에 따른 Hsp 70 의 발현 변화. Hsp 70 발현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경우 허혈 시간이 증가할수록(7, 24 시간) 

증가하다가 48 시간 허혈 상태에서는 감소되었으며 정상 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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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모세포의 경우 7 시간 허혈 상태에서 최고로 증가하였으며 이 후 허혈 

상태가 지속될수록 발현이 감소되었다. 

 

 

 

그림 11. Western blot 검사에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상태에 따른 Hsp 70의 평균 발현도 정량 측정. 허혈 

7 시간 후 정상 산소 분압 상태보다 Hsp 70 의 평균 발현도가 약 69% 

증가 하였으며 24 시간에는 약 280%, 48 시간 후는 발현이 24 시간보다 

감소하여 약 122% 증가되었다.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의 경우 허혈 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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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상 산소 분압 상태보다 Hsp 70 평균 발현도가 약 177% 증가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량이 감소되어 24 시간에는 약 93%, 48 시간 

후는 약 14% 증가되었다. 실험군 및 대조군 내에서 정상 산소분압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p<0.05)으로 

표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p<0.05)으로 표시하였다. 

5555. . . . 허혈허혈허혈허혈    상태에상태에상태에상태에    따른따른따른따른 MMP MMP MMP MMP----2, 92, 92, 92, 9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변화변화변화변화 

MMP-2 의 발현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경우 7 시간, 24 시간 동안 

증가하다가 48 시간 허혈 상태에서는 감소되었으며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의 경우 7 시간 허혈 상태에서 최고로 증가하였으며 24 시간, 

48 시간 허혈 상태가 길어질수록 발현이 감소되었다(그림 12, 13). MMP-

9 의 경우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한 정상 섬유모세포 모두에서 

24 시간의 허혈 상태에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서 감소하였다(그림 14, 

15).  

초기 7 시간 허혈상태에서 정상 산소분압 상태나 조직 내에서의 검사와 

같이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 보다 MMP-2, 9 의 발현이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혈 상태가 24 시간이 증가되면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 보다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군 및 대조군 내에서 정상 산소분압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p<0.05)으로 표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p<0.05)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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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상태에 

따른 MMP-2 의 발현 변화. MMP-2 발현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경우 

허혈시간이 지속될수록 증가하다가 24 시간에서 최고 발현을 보이다가 

48 시간 허혈 상태에서는 감소되었으며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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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간 허혈 상태에서 최고로 증가하였으며 이 후 허혈 상태가 지속될수록 

발현이 감소되었다. 

 

 

 

그림 13.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상태에 

따른 MMP-2 의 평균 발현도 정량 측정. 허혈 7 시간 후 정상 산소 분압 

상태보다 MMP-2 의 평균 발현도가 약 102% 증가 하였으며 24 시간에는 

약 465%, 48 시간 후는 발현이 24 시간보다 감소하여 약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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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의 경우 허혈 7 시간 후 정상 산소 분압 

상태(Nor.)보다 MMP-2 평균 발현도가 약 203% 증가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량이 감소되어 24 시간에는 약 26%, 48 시간 후는 약 37% 

증가되었다.  

 

 

 

 

그림 14.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상태에 

따른 MMP-9 의 발현 변화. MMP-9 발현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 모두에서 경우 허혈시간이 지속될수록 증가하다가 

24시간에서 최고 발현을 보이다가 48시간 허혈 상태에서는 감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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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상태에 

따른 MMP-9 의 평균 발현도 정량 측정. 허혈 24 시간 후에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경우 정상 산소 분압 상태보다 약 839%, 48 시간 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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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24 시간보다 감소하여 약 517% 증가되었다. 인접 진피 

섬유모세포의 경우 허혈 24 시간 후에 정상 산소 분압 상태보다 MMP-9 

평균 발현도가 약 1126% 증가 하였다.  

 

6666. . . . 초기초기초기초기    허혈허혈허혈허혈    상태상태상태상태(7 hr)(7 hr)(7 hr)(7 hr)에서에서에서에서    Hsp 70Hsp 70Hsp 70Hsp 70와와와와 MMP MMP MMP MMP----2, 92, 92, 92, 9의의의의    상관상관상관상관    관계관계관계관계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시간이 24 시간까지 증가할수록 Hsp 70 

발현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MMP-2, 9 발현이 함께 증가하였으며 

24 시간에 최대로 과다 발현된 Hsp 70 이 MMP-2, 9 의 발현에 영향을 

미쳐서 허혈 48 시간에 MMP-2 의 발현이 감소된 것을 관찰하였다(그림 

16).  

 초기 허혈 손상으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이 과다 발현을 

유발했을 때 MMP-2 는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보다 발현이 

저하되어 있었고, MMP-9 의 경우는 발현이 증가 되어 있었다(그림 17). 

Hsp 70 의 과다 발현과 MMP-2, 9 발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siRNA-Hsp 70 을 이용하여 Hsp 70 의 발현을 억제하고 7 시간의 초기 

허혈 손상을 주었을 때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MMP-2, 9 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7). 즉, 정상 산소 분압과 초기 허혈 

상태에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과다 발현된 Hsp 70 이 MMP-2, 9 의 

발현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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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초기 허혈 상태로 Hsp 70 의 과다 발현을 유발했을 때 MMP-2, 

9 의 발현 양상. Hsp 70 의 과다발현과 MMP-2, 9 이 인접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보다 발현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군 및 

대조군 내에서 정상 산소분압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p<0.05)으로 표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p<0.05)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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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iRNA-Hsp 70 을 처리하고 7 시간 허혈을 주었을 때 MMP-2, 

9 의 발현 변화. 정상 산소분압과 초기 허혈 상태(7 시간)에서 Hsp 7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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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억제하였을 때(hypoxia+, siRNA+; red box) 특히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MMP-2,9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7. 247. 247. 247. 24 시간시간시간시간    허혈로허혈로허혈로허혈로    인한인한인한인한 Hsp 70 Hsp 70 Hsp 70 Hsp 70 의의의의    과다과다과다과다    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 MMP MMP MMP MMP----2,92,92,92,9 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변화변화변화변화    

관계관계관계관계    

 24 시간 허혈 상태와 초기 허혈 상태(7 시간), 정상 산소 분압, BSS5.5 

배양액으로 허혈 없이 24 시간 배양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24 시간 허혈 

상태는 나머지 경우와는 달리 MMP-2, 9 의 발현이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증가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렇게 과다 발현된 MMP-

2,9 과 과다 발현된 Hsp 70 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iRNA-Hsp 

70 으로 Hsp 70 의 발현을 억제한 결과(hypoxia+, siRNA+)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MMP-2, 9 의 발현과 효소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8). 즉, 초기 허혈상태(7 시간)와는 다르게 24 시간 

이상의 허혈이 지속되는 경우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의 과다 

발현은 MMP-2, 9의 발현과 효소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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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4 시간 허혈로 Hsp 70 의 과다 발현을 유도하였을 때 MMP-

2,9 의 발현(A: western blots)과 효소 활성도의 변화(B: zy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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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NA+) 특히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MMP-2,9 의 발현과 효소 

활성도가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IV. IV. IV. IV. 고고고고    찰찰찰찰    

    

 본 연구에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 

섬유모세포에서 연접한 진피 섬유모세포와 다르게 발현되는 단백질을 

동정하였으며 이중에서 허혈 스트레스 상태에서 Hsp 70 과다 발현을 

유도하였을 때 MMP-2, 9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켈로이드 섬유모세포는 정상 섬유모세포와는 다른 생화학적 특성을 

가지며 이상 반흔 및 섬유화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Microarray 방법을 

이용하여 켈로이드 섬유모세포가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와 비교해서 다른 

유전자 발현을 나타내는 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3-29.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발현이 변화하는 유전자로는 collagen type Iα127, 

이물 대사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CYP4B1, CYP2C9)25, 신호 전달 체계 

단백질들(MAPK, PKC, TYK etc.)25, 열 충격 단백질들(Hsp 10, 47, 70, 

90)23,25-27,29, 허혈성 및 대사성 스트레스 관련 물질(metallothionein, 

superoxide dismutase etc.)29, 여러 종양 유전자들(N-myc, raf, fos, 

BCL2 etc.)25, DNA damage repair genes24,25 등이 있다. 또한 세포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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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백질(annexin 2, tubulin, tropomyosin 등)24 과 세포자멸사에 

관여하는 물질(p53, Hsp 27 등)23-25 도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 이중에서 

분자량 70 kDa 의 열 충격 단백질(Hsp 70)은 켈로이드 또는 비후성 반흔 

섬유모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5,26,29. 

 세포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단일 유전자나 mRNA 발현 조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험에 비해 프로테오믹스 기법은 유전체와 이들이 표현되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총체적 생물학적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단백질간의 상호 작용의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여,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주변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간의 발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차이를 이용한다면 켈로이드 발생의 기전을 규명하거나 진단 및 

치료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34. 본 연구에서 켈로이드 

반흔을 가지는 환자 2 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테오믹스 연구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 단백질 스팟들을 정성 및 정량분석 결과 정상 

섬유모세포에서만 관찰되는 18 개의 단백질 스팟과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만 관찰되는 11 개의 단백질 스팟을 동정하였다(표 1).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만 발견되거나 과다 발현된 Hsp 70, dnaK-type 

molecular chaperone, BiP protein 등은 세포가 열 충격, 허혈 손상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발현되어서 변성된 단백질을 보호해주고 

단백질의 입체적 구조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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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골격 관련 물질인 tropomyosin, vimentin 등도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포 내 골격물질인 actin 의 안정화와 세포 모양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며 이의 과다발현은 세포 이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4,30. 켈로이드에서 발현되지 않는 prosomal P27K 단백질은 세포의 

분화와 세포 주기 조절에 관여하며 proteolytic activity 를 가져서 

단백질의 분해에 관여한다 31,32. 

이중에서 열 충격 단백질들(Hsp’s)은 세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허혈, 열 충격, UV 등)에서 증가하여 단백질 보호 분자(chaperone)로 

작용하며 세포의 분열과 증식에도 관여한다 14-18,37. 열 충격 단백질을 

대표하는 Hsp 70 은 창상 치유(wound healing) 과정 중 

염증기(inflammatory phase) 때 세포 내에서 분비되어 TNF-α, IL-1β, 

iNOS 등 pro-inflammatory mediators 들의 합성 및 분비 등을 촉진시켜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29,36,38. 또한 정상 창상 

치유의 경우 Hsp 70 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으며 당뇨 궤양 등의 만성 

창상에서는 Hsp 70 의 발현이 저하되어 있고 20,37, 외부적으로 Hsp 70 을 

투여했을 때 창상 치유가 유발되는 것을 볼 때 36 Hsp 70 의 과다 발현은 

염증-면역 반응을 활성화 하고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므로서 창상 

치유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Hsp 70 과다 발현은 창상 

치유 초기 과정이나 이상 섬유화 반응에서 조직내의 허혈 상태가 특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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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임을 생각할 때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자체가 허혈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허혈 스트레스에 대한 

섬유모세포의 반응으로 콜라겐 과다 형성과 분해가 불균형을 이루며 이상 

섬유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Kischer 등 1 은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에서 관찰되는 미세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허혈적 미세환경을 

병인으로 설명했듯이 켈로이드의 이상 섬유화는 세포의 허혈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sp 70 의 과다 발현과 허혈 손상은 

TGF-ß isoforms 의 발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7,39 본 

연구에서는 켈로이드에서 Hsp 70 이 과다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GF-ß isoforms 발현은 확인하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Cao 등(1999)17 의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Hsp 

70 과다 발현이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TGF-ß isoforms 발현을 

유발하여 세포외기질의 과다 합성과 침착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의 유착, 이동, 증식 및 분화에 중요역할을 담당하는 세포외 기질과 

교원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MMPs는 Zn-dependent 

metalloproteinases의 일종으로 크게 collagenase(MMP-1), gelatinase 

A(MMP-2), matrilysin(MMP-7), gelatinase B(MMP-9)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현재까지 20여 개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40-42. MMPs는 여러 가지 세

포에서 분비되어 창상 기질의 분해와 remodeling에 관여하는 것으로 

tissue-derived inhibitors(TIMPs)에 의해서 억제되며 교원질 및 엘라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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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브로넥틴, 단백당 등과 같은 세포외 기질의 분해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MPs의 발현은 여러 가지 성장인자(growth factors), 

cytokines, tumor oncogenes, retinoids, dexamethazone, colchicine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41,42.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과 같은 

이상 섬유화 반흔에서는 여러 종류의 MMPs(MMP-1, 2, 3, 8, 9, 13 등) 

등이 정상 진피섬유모세포와 비교해서 발현이 증가 또는 감소 되어 있다6-

7,43,44. 발현이 증가 되거나 활성도가 높은 경우 주위 정상 조직으로 퍼져

나가는 켈로이드의 성질과 높은 대사 활성도를 켈로이드 조직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감소된 경우 조직의 깊은 중앙부위의 제 1형 및 4형 콜

라겐과 같은 세포외기질의 과다 침착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MMP-2

의 경우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있고 MMP-9의 경우

는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MMP-2, 9의 이상 발현

이 켈로이드와 같은 이상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피 섬유모세포의 경우 허혈 상태가 세포 증식과 MMPs 의 작용을 

증가시키는데 45-47,50 허혈 손상 시 진피 섬유모세포에서 MMP-1 는 

증가되고 47,48 MMP-3 은 발현이나 활성도가 감소된다고 한다 49. 하지만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허혈 손상에 따른 MMPs 에 관해서는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허혈 상태는 특히 제 4 형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섬유화를 유도하며, gelatinases(MMP-2, 9)는 주로 섬유모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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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되므로 허혈 상태에서 MMP-2, 9 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켈로이드의 병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산소분압이나 초기 허혈 상태(7 시간)에서 Hsp 70 의 

발현이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 보다 증가되어 있으며 MMP-2 의 

발현은 저하되어 있었다. 배양된 astrocyte 에 허혈 상태를 유도하였을 때 

과다발현(over-expression) 된 Hsp 70 은 세포질내의 변형된 단백질 

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호분자 역할과 함께 MMP-2 와 MMP-

9 의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19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정상 산소분압 및 초기 허혈상태에서 

과다 발현된 Hsp 70 과 발현이 감소된 MMP-2 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기 허혈상태(7 시간)에서 Hsp 70 의 발현을 siRNA 을 이용하여 

억제한 후 MMP-2, 9 의 발현 정도를 알아본 결과,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의 발현이 억제되면 MMP-2, 9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정상 

산소 분압과 초기 허혈상태에서 증가된 Hsp 70 의 발현이 MMP-2, 9 의 

발현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Hsp 70 의 과다발현은 

켈로이드의 병인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허혈 상태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24 시간을 넘어가면 Hsp 

70 과다 발현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반면, MMP-2, 9 의 발현과 효소 

활성도는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창상 치유 과정 중에 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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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세포 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이때 증가된 스트레스성 물질들(Hsp 70 등)이 여러가지 싸이토카인들과 

함께 collagenase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38. 즉, 창상 

치유 과정 중 염증기 때에는 Hsp 70이 과다 발현되어서 proinflammatory 

mediators를 과다 분비시켜 창상 치유 과정을 원활히 하고 교원질 합성과 

분해를 촉진 시키는데 20,21,29,36,38 켈로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정상 

섬유모세포보다 활발히 일어나므로 교원질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MP-2,9 의 발현이 허혈 반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정상 보다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켈로이드의 수술 제거 후 재발이 빈번함을 

고려해 볼 때, 허혈 시간이 24 시간 이상으로 증가되면 활발한 대사 

작용이 일어나 교원질 합성과 분해를 촉진하는데 이 때 증가된 Hsp 70 의 

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허혈 스트레스에 의한 Hsp 70 의 과다 

발현은 초기 허혈 상태에서는 MMPs 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반면 후기 

허혈 상태에서는 MMPs 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이 때 Hsp 70 의 발현이 

MMPs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Hsp 70 에 의한 

MMP-2, 9 의 발현 억제 기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MMPs 의 발현과 

연관된 세포 내 신호전달 물질로는 NFκB51, AP-143, PAI-152,53 등이 

있으며,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는 이들의 발현이 모두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6-8,43,51-53 이러한 세가지 억제 기전에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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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들이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와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 간의 발현되는 단백질들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중에서 Hsp 70

이 켈로이드의 섬유모세포의 MMP-2, 9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이차원적 전기 영동을 이용한 프로테오믹스 연구 결과 켈로이드 섬

유모세포와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간에 발현이 차이가 나는 

16가지 단백질 스팟을 관찰 하였으며 이중에서 Hsp 70은 켈로이

드 섬유모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거나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 

보다 발현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 발현이 증가되어 있으며, MMP-

2는 발현 감소, MMP-9의 발현은 증가 혹은 감소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MMP-2의 효소 활성도는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

였다. 

3. 켈로이드 조직과 인접한 정상 진피조직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51 

이용하여 Hsp 70, MMP-2, 9의 발현을 살펴본 결과, 켈로이드 조

직에서는 정상 조직에 비해 Hsp 70의 발현이 증가되고, MMP-2, 9

의 발현은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허혈상태를 유발했을 때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와 비교하여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Hsp 70와 MMP-9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

라 증가하다가 48시간 이후 발현이 감소되었으며, MMP-2의 발현

은 7시간의 초기 허혈상태에서는 발현이 감소했지만 24시간 이상

의 허혈 상태가 지속되면 발현이 증가하였다. 

5. 초기 허혈(7시간) 상태에서 Hsp 70의 발현을 siRNA 를 이용하여 

억제하면 MMP-2, 9의 발현이 다시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6. 24시간 이상의 허혈 상태에서 Hsp 70의 발현을 siRNA 를 이용하

여 억제하면 MMP-2, 9의 발현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인접한 정상 진피 

섬유모세포와는 다르게 발현되는 단백질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중에

서 Hsp 70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과다 발현되며 MMP-2, 9의 발현

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이러한 Hsp 70에 의

한 MMP-2, 9의 발현 조절은 켈로이드 병인기전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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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oid is a benign dermal tumor like pathologic proliferation of 

fibroblasts. Pathogenesis of keloid includes alterations in growth 

factors, collagen turnover, tension alignment, and genetic and 

immunologic contributions, but exact mechanism has not been 

demonstrated yet. Keloid is characterized by excessiv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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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tracellular matrix caused by hyperplasia of fibroblast. It 

diffuses abnormalities in wound healing mechanism, acting as 

increasing or decreasing collagenases (matrix metalloprotinases, 

MMPs) and increasing of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TIMPs). 

Proteomics enables us a high-throughout screening, and it 

precludes the need for purification before analyzing various 

proteins. It allows identification of protein structur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bioinformatics, and by applying it we 

can easily elucidate more about influencing factor in keloid and 

its treat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characteristic proteins 

differentially expressed in keloid-derived fibroblasts. The 16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 spots were identified in keloid-

derived fibroblast through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y. 

Among them, Hsp 70 was up-regulated in keloid-derived 

fibroblast compared to normal dermal fibroblast. 

Hsp 70, a heat-shock protein with molecular weight of 70kDa, 

is expressed by various stress status such as ischemia, heat 

shock et al. Over-expressed Hsp 70 in cerebral ischemia is 

known to suppress the expression of MMP-2 and MMP-9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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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In this study, we strive to find whether degree of 

expression of Hsp 70 in keloid fibroblast had differences 

compared to normal fibroblast. Also, effect of Hsp 70 expression 

on expression of MMP-2, 9 was investigated. Hsp 70, MMP-2, 9 

expressions in keloid tissue were documented through an 

immunohistochemistry. In vitro study, after hypoxic injury(7, 24, 

and 48 hours), the expression of the Hsp 70 and MMP-2, 9 were 

examined in the keloid-derived fibroblasts and peripheral normal 

dermal fibroblasts. The increased expressions of Hsp 70, 

decreased expression of MMP-2, 9 were noted in keloid 

fibroblast and tissue. After pretreatment of siRNA-Hsp 70 and 

early 7 hour hypoxia injury, the expression of MMP-2, 9 in 

keloid fibroblast were increased. Under the conditions of 

ischemia over 24 hours, however, expression of MMP-2, 9 was 

decreased by inhibition of Hsp 70 expression using siRNA.  

Through this study, keloid fibroblast showed different 

expressions of proteins compared to adjacent normal dermal 

fibroblast. Among these proteins, Hsp 70 was over-expressed in 

keloid fibroblast and inhibited expressions of MMP-2, 9 in early 

hypoxia injury. In conclusion, highly expressed Hsp 70 on ke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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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blast may play a role in regulating(suppression) the 

expression of MMP-2, 9.  

Key Words: Keloid-derived fibroblast, proteomics, hypoxia, Hsp 

70, matrix metalloproteinase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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