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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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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se-activated receptor(PAR)는 초기에 thrombin수용체로 알려졌으며 G-
단백 결합 수용체(G-proteincoupledreceptor;GPCR)로서 독특한 활성 메커니즘
을 가지는데 세포외의 protease에 의해서 N-말단 부분이 잘리게 되면 같은 수용
체의 세포외 2번째 고리에 붙어서 신호전달이 활성화 된다.망막색소상피세포
(retinalpigmentepithelialcell,RPEcell)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레티놀,지방산
과 같은 영양분을 광수용체로 운반해주며,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맥락막모
세혈관내피 및 광수용체의 형태적 안정화에 관여한다.PAR는 지혈 및 세포 이동
(migration),염증반응 및 통증에 관여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도 밀접히 관
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그러나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의 발현양상이나
그 조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망막색소
상피세포에서 PAR의 발현 특성을 살펴보고,두 번째로 PAR의 망막색소상피세포
에서의 신호전달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마지막으로 PAR의 활성과 염증성
사이토카인(inflammatorycytokine)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형광 염료를 이용한 세포 내 Ca2+ 측정,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flexstation
분석법과 같은 실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본 연구의 주요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
다.
비선택적 PAR 효현제인 thrombin,trypsin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내

Ca2+ 농도가 증가하였다(EC50=3.4±0.08 nM,EC50=25.4±0.13 nM).또한 선택적
PAR 효현제인 TFLLR-NH2(PAR-1)과 SLIGRL-NH2(PAR-2)에 의해서도 세포 내
Ca2+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세포 외액의 Ca2+과는 무관하게 내부에
서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PAR 효현제 처리 시 증가된 Ca2+은 PLC 억제제인
U73122(2 μM)의 전처치에 의해서 대부분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비활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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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유사체인 U73343(2 μM)을 3분간 전처치 하였을 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
았다.또한 IP3(inositol1,4,5-trisphosphate)수용체 봉쇄제인 2-APB(50 μM)의 전
처치에 의해서 PAR 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 증가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IP3수용체 아형 1~3이 모두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망막색소상피세포에는 PAR의 아형 1~4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
며 PAR-1,3이 주로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확인하였다.망막색소상피세포를 PAR효현제로 24시간 처리 시 염증성 사이토카
인인 TNFα(tumornecrosisfactor-α)와 IL-6(interleukin-6)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활성에 따른 세포 내 Ca2+조

절은 PLC-IP3를 통해 이루어지고,PAR활성화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연
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망막색소상피에서 염증반응의 조절기전을 연구
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망막색소상피세포(RPE cell),protease-activated receptor,세포 내 Ca2+,
PLC-IP3,염증성 사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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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공 인 덕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 석석석 준준준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망막색소상피는 부르크막(Bruch'smembrane)의 내면에 놓여있는 육각형의 단
세포층으로 주위조직인 광수용체 및 맥락막 모세혈관층과의 상호작용으로 시각
기능(visualfunction)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Naumann등,1986,
그림1).망막색소상피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레티놀,지방산과 같은 영양분
을 광수용체로 운반해주며,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맥락막모세혈관내피 및
광수용체의 형태적 안정화에 관여한다.또한 면역억제인자를 분비함으로써 면역반
응에도 관여하고(Ishida등,2003),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안구내의 염증 및 분화
에도 관렴됨이 보고되었다(Tanihara등,1992).망막색소상피세포는 복잡하고 다양
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력기능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어서 이상이 생기면 망
막변성,시력기능저하 등을 초래하는 안질환 발생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령관련황반변성(age-relatedmaculardegeneration,AMD)등과 같은 질환
에서 망막색소상피가 병적으로 상실되거나 수술적 처치동안 맥락막신생혈관막과
같이 제거되면 황반부 광수용체에 기능이상이 초래될 수 있고 하부에 위치한 맥
락막모세혈관층에 위축을 초래하여 수술 후 시력회복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PAR는 초기에 thrombin수용체로 알려졌으며 G-단백 결합 수용체로서 독특한

활성 메커니즘을 가지는데 세포외의 protease에 의해서 N-말단 부분이 잘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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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같은 수용체의 세포외 2번째 고리에 붙어서 신호전달이 활성화 된다(Steinhoff
등,2005,그림2).PAR는 1~4의 아형이 있으며 PAR-1,-3,-4는 thrombin에 의해
서 활성화 되는 반면 PAR-2는 thrombin이 아닌 trypsin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Gαi(cAMP억제),Gαq(Ca2+ 신호전달),G12/13(Raf/Ras활성)을 통해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에 관여한다(Steinhoff등,2005,표1).PAR는 혈관 손상으로 생기는
지혈,혈전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Coughlin,2005),NO(nitricoxide)를 유리시
켜 내피세포에서 세포 이동을 증가시키며,중추신경 및 성상세포에서 염증반응 및
통증에 관여하고(Vergnolle등,2001)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Boire등,2005).PAR-1은 지혈 및 혈소판 활성과 관련되어 많
은 보고가 이루어졌으며(Han등,2003;Landis,2007;Voss등,2007)PAR-2는 췌
장염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rma 등,2005).또한
PAR-2저해제는 신약 후보물질로 아토피,건선과 같이 염증이 있는 피부질환 뿐
아니라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Buddenkotte등,2005;Kelso
등,2006).
망막색소상피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염증반응,면역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질

병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PAR는 thrombin,trypsin에 의
해서 활성화되는 수용체로서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의 아형에 따른 분포 그리고 그 역할에 관한
연구는 심도 있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의 발현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PAR의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의 신호전달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마지막으로
PAR의 활성과 염증성 사이토카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본 실험을 통
해 발견된 특성들은 망막색소상피에서 염증반응의 조절기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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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망망망막막막(((rrreeetttiiinnnaaa)))의의의 구구구조조조...망막은 안구 뒤쪽의 시신경으로부터 앞쪽의 모양체
(ciliarybody)까지 뻗어 있으며 10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색소상피세포(RPE
cell),5종류의 뉴런 즉 시각수용기(rods와 cones),양극 세포(bipolarcell),신경절
세포(ganglion cell),수평세포(horizontalcell),아마크린세포(amacrinecell)등이
대표적인 구성세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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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PPPAAARRR의의의 구구구조조조...PAR는 G-단백 결합 수용체(GPCR)에 속하며 7개의
transmembranedomain을 가진다.N-말단 부분이 protease에 의해서 잘리고 잘려
지고 남은 sequence를 “tetheredligand"라고 하며,tetheredligand가 세포외 2번
째 고리에 결합하게 되면 활성화된다.Thrombin억제제인 hirudin이 결합하는 부
위는 N-말단에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그림에서 표시되어진 N-말단,세포외
2번째 고리,C-말단의 sequence는 사람의 것이다.
(citedfrom MartinSteinhoffetal.,EndocrRev2005;2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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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PPPAAARRR와와와 그그그 효효효현현현제제제의의의 약약약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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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미국세포주은행(ATCC)에서 분양 받아 배양하고 있는 ARPE(adult retinal
pigmentepithelium)세포와 사람 안구 망막 조직에서 추출한 HRPE(human
retinalpigmentepithelial)세포를 10% heat-inactivatedfetalbovineserum,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Dulbecco'sModified Eagle'sMedium)
과 NutrientMixtureF12가 1:1로 혼합된 성장배지로 37℃ 세포배양기(humidified
incubator;95% air-5% CO2)에서 배양하였다.

222...222...실실실험험험 용용용액액액 및및및 약약약물물물

세포에 약물 실험 시 사용된 용액은 phosphatebufferedsaline(PBS)이며,세포
내 Ca2+ 이온 농도 측정에 사용된 세포 외액은 physiologicsaltsolution(PSS)를
사용하였다.그 조성(mM)은 135NaCl,5.4KCl,1.8CaCl2,1MgCl2,10HEPES
그리고 10glucose이며,pH가 7.4가 되도록 적정하였다(300mOsm/kgH2O).
세포 배양과 관계된 모든 배지 및 시약은 GIBCO(GrandIsland,NY,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Fura-2/AM은 MolecularProbes(Eugene,Oreg.,USA)에서
구입하였고,trypsin,thrombin,U73122,U73343은 Sigma(St.Louis,MO,USA)에
서 SLIGRL-NH2,TFLLR-NH2는 Tocris(TocrisBioscience,Ellisville,MO)에서 각각
구입하였다.Fura-2/AM,U73122,U73343은 DMSO(dimethylsulfoxide)에 녹여서
나머지 약물은 물에 녹여서 사용하였다.각 약물의 경우 DMSO의 효과를 배제하
기 위하여 DMSO의 최종농도가 0.1%를 넘지 않게 사용하였다.펩타이드 약물 실
험시 실험 튜브에 불특정 펩타이드의 결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포 외액에 0.1
mg/mlBSA(bovineserum albumin)를 첨가하여 실험하였으며 BSA 자체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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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반응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222...333...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22+++농농농도도도((([[[CCCaaa222+++]]]iii)))측측측정정정

형광 이미지 장치는 175-W Xenonlamp로부터 나오는 광원(lightsource)중
fura-2/AM에 적합한 340nm,380nm 파장으로 여기(excitation)시켰을 때 510
nm로 방출(emission)되는 형광 세기를 CCD 카메라(cooledcharge-coupleddevice
camera,Cascade,Roper,USA)가 증폭시켜 이미지로 나타내었다(그림 3참조).이
때 얻어지는 형광이미지는 약물 투여 시에는 0.1Hz의 빈도로 30초간 측정하였으
며 세척(wash-out)동안에는 0.03Hz의 빈도로 측정하여 광원으로 인한 세포손상
을 최소화 하였다.
실험 방법은 망막색소상피세포가 있는 배양접시에 fura-2/AM를 5 μM 농도로

처치하여 실온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30～ 60분간 두어 세포내로 부하시켰
다.부하가 끝나면 세포외 관류액으로 2회 세척한 다음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약
물이 포함된 관류액을 중력에 의해 1～2㎖/min속도로 관류시켰다.측정한 형광
이미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MetaFluor6.1(Universalimaging Corporation,
USA)로 기록한 뒤 분석하였다.

222...444...역역역전전전사사사 및및및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 분분분석석석

222...444...111...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

망막색소상피세포의 RNA를 Trizol(Invitrogen,Carlsbad,CA,USA)을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클로로포름(chloroform)을 가하여 4℃에서 10,000xg로 15분간 원심분
리하여 상층액만을 조심스럽게 취하였다.이 상층액은 동량의 isopropanol과 섞은
다음 -70℃에서 1시간 세워두어 RNA를 침전시켰다.다시 4℃에서 20분간 원심분
리하여 RNA pellet을 얻었으며,이를 다시 75% ethanol로 씻어낸 후 원심분리하



- 8 -

여 RNA sample을 얻었다.
cDNA의 합성을 위해 1 μgRNA와 50U M-MLV(MoloneyMurineLeukemia

Virus)reversetranscriptase(PerkinElmerLifeScience,Shelton,CT,USA),25
nmoles의 dNTP,20 units 의 RNase inhibitor (PerkinElmer Life Science,
Shelton,CT,USA)등을 혼합하여(20㎕)42℃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PCR은 IP3
수용체에 대한 primer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염기서열은 표 2에 요약
하였다.PCR 반응은 AccuPowerHotstartPCR Premix(BioneerLife Science
Corporation,USA)를 이용하여 94℃ 30초,58℃ 40초,72℃ 30초로 35cycle동안
반응시켰다.PCR산물은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5% agarosegel에 전기영
동하여 관찰하였다.

222...444...222...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

PAR의 발현 양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감 량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위의 방법으로 역전사하여 만들어진
cDNA와 300 nM의 primer, 1X SYBR Green PCR Master mix(Applied
Biosystems)등으로 이루어진 10㎕ 반응용액을 ABIPRISM 7900HT Sequence
DetectionSystem(AppliedBiosystems)을 이용하여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PCR은 PAR,TNFα 그리고 IL-6에 대한 primer를 이용하여 이루어졌
으며 이들의 염기서열은 표 3에 요약하였다.증폭 프로그램은 AmpliTaqGold의
활성화를 위한 95℃ 10분과 94℃ 30초,58℃ 30초,72℃ 30초로 45cycle을 시행하
였다.증폭 후에 meltingcurve분석을 시행하여 의도한 증폭만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으며,cDNA 주형이 없는 negativecontrol도 매 실험마다 동시에 시행하
였다.각각의 cDNA에 관한 PCR은 triplicate로 하였으며,house-keepinggene으
로 알려진 ββββ-actin을 내부대조용로 사용하였다.RNA 분리 중 DNA 특히 genomic
DNA의 오염이 없다는 것은 cDNA 합성반응에서 불활성화된 역전사효소를 사용
한 샘플에서 PCR결과물의 유․무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실험결과는 2-ΔΔCT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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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적용하여 상대적 비의 변화로 표현하였다(Livak및 Schmittgen,2001).

222...555...FFFllleeexxxssstttaaatttiiiooonnn분분분석석석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 효현제에 따른 세포 내 Ca2+ 이온 농도의 약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FlexstationⅡ(MolecularDevice,Wokingham,UK)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세포는 실험하기 24시간 전에 black plate/clear bottom
96well(Corning Incorporated,NY,USA)에 1*105/well으로 준비하였다.다음날
100 μl의 flex용액(115mM NaCl,1mM KCl,1mM CaCl2,1mM MgCl2,10
mM glucose,20mM HEPESpH 7.4)으로 1번 씻은 다음 FLIPR calcium assay
kit(MolecularDevice,Wokingham,UK)를 사용하여 37℃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
에서 1시간 두어 세포내에 부하시켰으며 부하가 끝난 후 별도의 세척과정 없이
실온에서 바로 실험하였다.약물은 flex용액에 녹여 준비하여 실험 시작되고 3분
후에 각 well에 50μl씩 주어졌으며 형광 이미지는 300초 동안 4초 간격으로 얻어
졌다.측정한 결과는 소프트웨어 SoftmaxPro5.2(MolecularDevice,Wokingham,
UK)로 기록하여 Prism(GraphPad,SanDiego,CA,USA)으로 분석하였다.형광
변화값(fluorescence intensity)은 Fmax (peak fluorescence)에서 F0(baseline
fluorescence)를 뺀 값으로 나타내었다.

222...666...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모든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n은 실험한 세포의 수를 나타낸
다.통계적인 의의는 Student'spaired 및 unpaired t-검정을 실시하여,p 값이
0.05이하일 때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세포 내 Ca2+이온 농도 변화
값은 Origin7.0(Northampton,MA,USA)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그 외의
반응결과 그래프는 Prism 4.0software(GraphPadsoftwareInc.,SanDiego,CA,
USA)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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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형형형광광광 이이이미미미지지지 장장장치치치 모모모식식식도도도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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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IIIPPP333수수수용용용체체체의의의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ppprrriiimmmeeerrr들들들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PPPrrriiimmmeeerrr SSSeeeqqquuueeennnccceee(((555'''tttooo333'''))) sssiiizzzeee
(((bbbppp)))

GGGeeennneeeBBBaaannnkkk
AAAcccccceeessssssiiiooonnn###

ββββ---aaaccctttiiinnn
Sense GGACTTCGAGCAAGAGATGG

234 NM 001101
AntisenseAGCACTGTGTTGGCGTACAG

IP3R-1
Sense GCAGAAGCAGATTGGCTATG

261 NM 002222
AntisenseGTCTCAATCAGGATGTCAGC

IP3R-2
Sense CAAGAAGTTCAGAGACTGCC

295 NM 031046
Antisense ACGCATGGCATTCTTCTCCA

IP3R-3
Sense GATGTGGTGTTGCTGCAGAA

137 NM 013138
AntisenseTTGTTGCTCTTCATGTG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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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PPPAAARRR 및및및 TTTNNNFFFα,,,IIILLL---666의의의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ppprrriiimmmeeerrr들들들
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PPPrrriiimmmeeerrr SSSeeeqqquuueeennnccceee(((555'''tttooo333'''))) sssiiizzzeee
(((bbbppp)))

GGGeeennneeeBBBaaannnkkk
AAAcccccceeessssssiiiooonnn###

ββββ-actin
Sense AAGTTCACAATGTGGCCGAG

98 NM 001101
Antisense ATGGCAAGGGACTTCCTGTA

PAR-1
Sense CATCGTTGTGTTCATCCTGA

106 NM 001992
Antisense CTTAAAGGGGAGCACAGACA

PAR-2
Sense ACATGCCAACAACTGGATTT

100 NM 005242
Antisense GAGGCAGGTCATGAAGAGAA

PAR-3
Sense GAAGAGTTCCCCTTTTCTGC

113 NM 004101
Antisense CCCATGGTAGCATTTTTCAC

PAR-4
Sense CAACCTCTATGGTGCCTACG

107 NM 003950
Antisense GCACCTTGTCCCTGAACTC

TNFα
Sense TCCTACCAGACCAAGGTCAA

115 NM 000594
Antisense AGACCCCTCCCAGATAGATG

IL-6
Sense TGAACTCCTTCTCCACAAGC

150 NM 000600
Antisense CTGAAGAGGTGAGTGGC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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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33...111...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ttthhhrrrooommmbbbiiinnn,,,tttrrryyypppsss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

망막색소상피세포에 fura-2/AM (5 μM)을 부하한 후 형광측정 장치(ratio
fluorescencesystem)를 이용하여 세포 내 Ca2+ 농도([Ca2+]i)를 측정하였을 때 비
선택적 PAR효현제인 thrombin에 의해 세포 내 Ca2+농도의 일시적 증가가 관찰
되었으며,thrombin의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를 관찰할 수 있
었다(그림 4).Thrombin에 의해 증가한 세포 내 Ca2+은 세포외 용액에서 Ca2+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또
다른 PAR의 비선택적 효현제인 trypsin에 의해서도 세포 내 Ca2+농도의 일시적
증가가 관찰되었다.Trypsin의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내 Ca2+농도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고(그림 6),thrombin과 같이 세포 외액의 Ca2+을 제거한 상태에서 큰 영
향을 받지 않았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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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ttthhhrrrooommmbbb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 변변변화화화...세포 내
Ca2+ 농도 측정은 fura-2/AM를 부하시켜 형광 측정 장치로 기록하였다.A.
Thrombin에 의한 세포 내 Ca2+은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B.
Thrombin을 농도별로 처리 시 세포 내 Ca2+농도 변화를 요약하였다.그림의 bar
는 약물주입 기간을 말해주며,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안의 숫
자는 실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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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세세세포포포 외외외 CCCaaa222+++이이이 ttthhhrrrooommmbbb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22+++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A.
세포 외 Ca2+을 제거하였을 때에도 thrombin에 의한 세포 내 Ca2+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B.세포 외부에 1.8mM Ca2+과 0mM Ca2+일 때 thrombin
에 의한 세포 내 Ca2+변화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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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tttrrryyypppsss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변변변화화화...A.Trypsin에
의한 세포 내 Ca2+변화는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B.
Trypsin을 농도별로 처리 시 세포 내 Ca2+농도 변화를 요약하였다.



- 17 -

그그그림림림 777...세세세포포포 외외외 CCCaaa222+++이이이 tttrrryyypppsss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22+++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A.세
포 외 Ca2+을 제거하였을 때에도 trypsin에 의한 세포 내 Ca2+변화에는 크게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B.세포 외부에 1.8mM Ca2+과 0mM Ca2+일
때 trypsin에 의한 세포 내 Ca2+변화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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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PPPLLLCCC---IIIPPP333억억억제제제제제제가가가 ttthhhrrrooommmbbbiiinnn,,,tttrrryyypppsss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Thrombin,trypsin의 세포 내 Ca2+증가 기전이 PAR신호전달의 어떤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PLC(phospholipaseC)억제제인 U73122와 IP3
수용체 봉쇄제인 2-APB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Thrombin에 의한 세포 내 Ca2+

증가는 PLC 억제제인 U73122(2 μM)를 3분간 전처치 하였을 때 세포 내 Ca2+

농도 증가의 대부분이 억제되었으나 U73122의 비활성 유사체(inactiveanalog)인
U73343(2 μM)투여시에는 의의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8,p<0.001).
Trypsin에 의한 세포 내 Ca2+ 증가 역시 PLC 억제제인 U73122(2 μM)를 3분간
전처치 하였을 때 대부분이 억제되었고 U73343(2 μM)투여 시에는 의의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9,p<0.001).
Trypsin에 의한 세포 내 Ca2+증가는 IP3수용체 봉쇄제인 2-APB(50 μM)를 3

분간 전처치 하였을 때 세포 내 Ca2+ 농도 증가의 대부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0,p<0.001).Thrombin과 trypsin에 의해서 증가한 세포 내
Ca2+이 U73122와 2-APB에 의해서 억제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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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PPPLLLCCC 억억억제제제제제제가가가 ttthhhrrrooommmbbb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22+++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Thrombin (3 nM)투여에 의해 유발된 세포 내 Ca2+ 증가는 PLC 억제제인
U73122(2 μM)를 3분간 전처지 하였을 때 감소하였으나(A)U73122의 비활성 유
사체인 U73343(2 μM)투여 시에는 의의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B).C.
Thrombin투여시 유발되는 세포 내 Ca2+ 증가와 U73122전처치시 감소한 세포
내 Ca2+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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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99...PPPLLLCCC 억억억제제제제제제가가가 tttrrryyypppsss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22+++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Trypsin (10 nM)투여에 의해 유발된 세포 내 Ca2+ 증가는 PLC 억제제인
U73122(2 μM)를 3분간 전처지 하였을 때 감소하였으나(A)U73122의 비활성 유
사체인 U73343 (2 μM)투여 시에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C.
Trypsin투여시 유발되는 세포 내 Ca2+증가와 U73122전처치시 감소한 세포 내
Ca2+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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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000...IIIPPP333수수수용용용체체체 봉봉봉쇄쇄쇄제제제가가가 tttrrryyypppsss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22+++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A.Trypsin(10nM)투여에 의해 유발된 세포 내 Ca2+증가는 IP3수용체 봉쇄제
인 2-APB(50 μM)를 3분간 전처치 하였을 때 현저히 감소하였다.B.Trypsin투
여시 유발되는 세포 내 Ca2+증가와 2-APB전처치시 감소한 세포 내 Ca2+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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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IIIPPP333수수수용용용체체체의의의 분분분자자자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규규규명명명

망막색소상피세포에 IP3수용체 발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막색소상피세포로
부터 mRNA를 분리한 다음 특정 수용체에 선택적인 primer(표2참조)를 이용하
여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망막색소상피세포에는 IP3수용체
아형 1~3이 모두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1).

그그그림림림 111111...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 발발발현현현된된된 IIIPPP333수수수용용용체체체의의의 분분분자자자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동동동정정정...망막색
소상피세포에 IP3 수용체의 발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막색소상피세포로부터
mRNA를 분리한 다음 IP3수용체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 중합연
쇄반응을 실시한 결과 IP3수용체 아형 1~3모두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은 DNA sizemarke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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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PPPAAARRR발발발현현현의의의 정정정량량량적적적 비비비교교교

망막색소상피세포에 PAR 아형의 발현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망막색소
상피세포로부터 mRNA를 분리한 다음 PAR아형에 선택적인 primer(표3참조)를
이용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망막색소상피세포에
는 PAR아형 1~4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나 PAR-1,3이 주로 많이 발현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그림 12).PAR-1의 발현량을 1로 하였을 때 각 아형에 대한 발
현량 비율은 PAR1:2:3:4=1:0.034:0.4:0.0002이다 (n=3).

333...555...PPPAAARRR효효효현현현제제제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 효현제의 약리적 특성을 비교해보기 위해 비선택
적 효현제와 선택적 효현제를 사용하여 세포 내 Ca2+농도 변화를 Flexstation분
석법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았다.비선택적 효현제인 thrombin과 trypsin에 의해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내 Ca2+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각각의 약물
에 대한 EC50는 3.4±0.08nM,25.4±0.13nM로 thrombin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PAR의 선택적 activatingpeptide(AP)인 TFLLR-NH2(PAR-1AP)과
SLIGRL-NH2(PAR-2AP)에 의해서도 세포 내 Ca2+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FLLR-NH2가 SLIGRL-NH2에 비해 세포 내 Ca2+ 농도 증가가 더 크며
EC50는 160±0.06nM이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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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222...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 발발발현현현된된된 PPPAAARRR의의의 정정정량량량적적적 비비비교교교...망막색소상피세포에
PAR 아형의 정량적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 망막색소상피세포로부터 mRNA를
분리한 다음 PAR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PAR아형 1~4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며 PAR-1,3이 주로 많이 발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actin을 내부대조용으로 하여 비교하였으며,
PAR-1의 발현량을 1로 하여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었다(PAR1:2:3:4=1
:0.034:0.4:0.0002,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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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333...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PPPAAARRR효효효현현현제제제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PAR효현제의 약리적 특성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비선택적,선택적
효현제에 대한 세포 내 Ca2+농도 증가를 flexstation분석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비선택적 효현제 thrombin과 trypsin에 의해 세포 내 Ca2+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각각의 약물에 대한 EC50는 3.4±0.08nM,25.4±0.13nM이었다.
선택적 activatingpeptide인 TFLLR-NH2(PAR-1AP)과 SLIGRL-NH2(PAR-2AP)
에 의해서도 세포 내 Ca2+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TFLLR-NH2가
SLIGRL-NH2에 비해 그 증가가 더 크며 EC50는 160±0.06n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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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6...PPPAAARRR의의의 활활활성성성과과과 TTTNNNFFFαααα와와와 IIILLL---666의의의 발발발현현현량량량 변변변화화화

PAR의 활성화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선행 실험
들에서 보고되어(NystedtS.등,1996;IsabellSeitz등,2007)본 연구에서 망막색
소상피세포에서 PAR의 활성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와의 관계를 확
인해 보고자 하였다.
망막색소상피세포에 PAR 효현제 thrombin (10 nM), trypsin (10 nM),

TFLLR-NH2(PAR-1AP,10 μM)과 SLIGRL-NH2(PAR-2AP,10 μM)을 24시간 처
리한 후 mRNA를 분리하여 TNFα와 IL-6에 대한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표
3참조)실시간 역전사 중합연쇄 반응을 실시하였다.PAR 효현제를 24시간 처리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량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TNFα의
경우 thrombin에 의해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3.5배 정도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IL-6도 PAR효현제 처리 시 발현량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FLLR-NH2(PAR-1AP)에 의해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약 2.1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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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444...PPPAAARRR 효효효현현현제제제가가가 염염염증증증성성성 사사사이이이토토토카카카인인인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PAR 효현제
thrombin (10 nM), trypsin (10 nM), TFLLR-NH2(PAR-1 AP, 10 μM)과
SLIGRL-NH2(PAR-2AP,10 μM)을 24시간 처리한 후 mRNA를 분리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연쇄 반응을 시행하여 TNFα와 IL-6발현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PAR 효현제 처리 시 TNFα와 IL-6모두 발현량이 증가하였으며,TNFα의 경우
thrombin에 의해서 대조군에 비해 약 3.5배 증가하였고, IL-6는
TFLLR-NH2(PAR-1AP)에 의해 대조군에 비해 약 2.1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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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77...인인인간간간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PPPAAARRR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세포주(cellline)인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효현제에 대한 반응이 인간망막
색소상피세포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인간망막색소상피세포에 fura-2/AM (5 μM)을 부하한 후 형광측정 장치를 이

용하여 세포 내 Ca2+농도([Ca2+]i)를 측정하였을 때 trypsin의 농도 의존적으로 세
포 내 Ca2+농도 증가가 관찰되었다(그림 15).인간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IP3수용
체의 발현여부를 확인한 결과 망막색소상피세포와 유사하게 IP3수용체 아형 1~3
모두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6).따라서 인간망막색소상피세
포에서 PAR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는 망막색소상피세포와 같이
PLC-IP3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PAR아형의 발현량을 확인하고자 인간망막색소상피세포의 mRNA를 분리하여

PAR 아형에 대한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표3참조)실시간 역전사 중합연
쇄반응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인간망막색소상피세포에 PAR아형 1~4가 모두 발
현되어 있고 PAR-1,3이 주로 많이 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7).
PAR-1의 발현량을 1로 하였을 때 각 아형에 대한 발현량 비율은 PAR1:2:3:
4=1:0.14:0.39:0.0005이었다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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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555...인인인간간간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tttrrryyypppsss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22+++ 변변변화화화...A.
Trypsin에 의한 세포 내 Ca2+ 변화는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B.Trypsin을 농도별로 처리 시 세포 내 Ca2+농도 변화를 요약하였다.
그림의 bar는 약물주입 기간을 나타내며,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안의 숫자는 실험 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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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666...인인인간간간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 발발발현현현된된된 IIIPPP333수수수용용용체체체의의의 분분분자자자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동동동정정정...인
간망막색소상피세포에 IP3수용체의 발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망막색소상피
세포로부터 mRNA를 분리한 IP3 수용체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을 실시한 결과 IP3수용체 아형 1~3모두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M은 DNA sizemarke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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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777...인인인간간간망망망막막막색색색소소소상상상피피피세세세포포포에에에 발발발현현현된된된 PPPAAARRR의의의 정정정량량량적적적 비비비교교교...인간망막색소상
피세포에 PAR아형의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로부터 mRNA를 분리한 다음
PAR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
PAR아형 1~4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며 PAR-1,3이 주로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β-actin을 내부대조용으로 하여 비교하였으며,PAR-1의 발
현량을 1로하여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었다(PAR1:2:3:4=1:0.14:0.39
:0.0005,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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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활성화로 나타나는 세포 내 변화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망막색소상피세포에는 PAR아형 중 PAR-1,3이 주로 많이
발현되어 있으며 PAR활성으로 세포 내 Ca2+이 증가하며 이는 PLC-IP3신호전달
경로(signalingpathway)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또한 PAR의 활성으로 염
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는 혈관 손상에서 오는 지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Coughlin,2005),염증

반응 및 통증에 관여하는(Vergnolle등,2001)등 많은 역할이 보고되었다.PAR
활성화에 따른 신호전달은 Gαi(cAMP억제),Gαq(Ca2+ 신호전달),G12/13(Raf/Ras
활성)를 통해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에 관여하며(Steinhoff등,2005),그 중 Gαq

즉 Ca2+신호전달에 관련된 부분은 흥미롭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선행 연구
에서 치은섬유아세포(gingivalfibroblast)에서 thrombin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
조절은 L-typeCa2+통로를 통해 외부의 Ca2+이 내부로 들어오고 PLC-IP3조절기
전을 통해 조절된다고 하였으며(Jeng,2004),해마 뉴런(hippocampalneuron)에서
thrombin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는 IP3수용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뉴런의 Ca2+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Gorbacheva,2006).
PAR 활성에 따른 망막색소상피세포의 조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세포 내

Ca2+농도를 측정 해 보았다.비선택적 PAR효현제를 이용하여 세포 내 Ca2+농
도를 측정 해본 결과,thrombin과 trypsin의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내 Ca2+농도
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택적 PAR-1 효현제인
TFLLR-NH2과 선택적 PAR-2효현제인 SLIGRL-NH2에 의해서도 세포 내 Ca2+농
도가 증가하였다.PAR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 증가가 PLC-IP3신호전
달 경로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짐을 PLC 억제제 U73122와 IP3 수용체 봉쇄제인
2-APB를 통하여 확인하였다.U73122(2 μM)전처지 후 PAR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의 대부분이 억제되었으며 2-APB(50 μM)의 전처치에 의해서
도 많은 부분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IP3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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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여부를 확인한 결과 IP3수용체 1~3이 모두 발현되어 있었다.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도 PAR활성화에 따른 세포 내 Ca2+농도 조절은
PLC-IP3경로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PAR의 분포는 세포마다 다르며 그 분포에 따른 역할이 중요한데 췌장에는

PAR-2가 주로 분포되어 췌장염 발병 시 PAR-2가 활성화되면서 췌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Sharma등,2005),기도평활근세포에서는 PAR-2를 통해 알러지 및
염증반응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Reed,2004).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의 발
현량을 측정하여 보았는데 PAR아형 1~4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나 발현량을 정량
적으로 살펴보면 PAR1:2:3:4=1:0.034:0.4:0.0002으로 PAR-1,3가 주
로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러한 PAR의 발현량은 PAR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 증가를 살펴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망막색소
상피세포에는 PAR-1,3가 주로 발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PAR 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 농도 측정에서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는

PAR-1,3이 주로 발현되어 있는 것에 비해 PAR-2,4의 비선택적 효현제인
trypsin에 의해서 세포 내 Ca2+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선행 연구에
의하면 trypsin이나 PAR-2효현제인 SLIGRL에 의해서 세포 내 Ca2+농도가 증가
하고(Bushell등,2006),비만세포(mastcell)에서 PARactivatingpeptide에 의해서
GPCR을 통한 경로 외에 다른(아직 밝혀지지 않은)경로를 통해 세포 내 Ca2+을
조절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Stenton등,2002).PAR-2,3에 대한 선택적 봉쇄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실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발현량에
비해 trypsin이나 PAR-2선택적 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PAR는 지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추신경 및 성상세포(Vergnolle 등,

2001),췌장(Sharma등,2005),코의 상피조직(Rudack,2007)등의 세포에서 염증
반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생성되는 염증성 사이
토카인은 망막/망막색소상피/맥락막 사이에서 안질환 발병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Li등,2007;Nowak등,2007;Hooks등,2008).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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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효현제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량을 확인해 본 결과,PAR효현제
를 24시간 처치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TNFα와 IL-6의 발현량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NFα의 경우 thrombin에 의해서 그 발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약 3.5배 정도 증가하였고, IL-6는
TFLLR-NH2(PAR-1AP)에 의해서 대조군에 비해 약 2.1배 정도 발현량이 증가하
였다.따라서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염증에 있어서 PAR의 활성화가 관
여하며 염증 반응 조절 인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망막색소상피세포는 사망한지 2시간이 지난 성인의 망막에서

떼어내어 12시간 차가운 상태로 유지한 후 분리하여 확립된 것으로 망막색소상피
본연의 특성을 비교적 잘 갖춘 세포주(cellline)이다(Dunn등,1996;Dunn등,
1998).인간망막색소상피세포는 사망한지 24시간 내 태아의 망막에서 분리된 1차
세포(primarycell)로서 세포주처럼 오래 기를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본연의 특
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실험에 따라 1차 세포와 세포주간의 반응
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PAR의 활성에 의한 반응을 두 세포에서 확인해보
았다.PAR-1,3가 주로 발현되어 있고 이를 통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는
PLC-IP3경로를 통해 조절된다는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의 결과는 인간망막색소상
피세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인간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도 PAR
효현제인 trypsin에 의해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가 나타났고
IP3수용체 1~3이 모두 발현되어 있으며 PAR의 발현량도 PAR-1,3이 주로 발현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망막색소상피세포의 세포
주 뿐 아니라 1차 세포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PAR활성에 따른 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신호 전달과 그 조

절의 일부를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망막색소상피세포에서 PAR 효현제는
세포 내 Ca2+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으며 이 작용은 PLC-IP3를 매개로 함을 알
수 있었고,PAR활성화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발현량을 증가시
킴을 확인하였다.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은 추후 다양한 망막 질환에서 주요 관여
인자 중 하나로 대두되는 염증반응의 조절기전을 연구하거나 치료기법의 개발이
나 약물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5 -

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망막상피세포에서 PAR의 활성화에 따른 조절을 관찰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망막상피세포에서 thrombin,trypsin에 의해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를 보였으며,이는 세포 외부 Ca2+농도와는 독립적으로 관찰되었다.
2.PAR효현제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 증가는 PLC억제제인 U73122(2 μM)
에 의해서 대부분 억제되었으며,IP3수용체 봉쇄제인 2-APB(50 μM)에 의해서
도 거의 대부분 억제되었다.

3.망막색소상피세포에는 IP3수용체 1~3이 모두 발현되어 있다.
4.망막색소상피세포에는 PAR1~4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며 PAR-1,3이 상대적으
로 많이 발현되어 있다.

5.PAR효현제 처치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mRNA 발현량이 크
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들로 미루어 보아,망막색소상피세포에는 PAR-1,3가 주로 발
현되어 있으며,PLC-IP3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세포의 Ca2+ 농도 증가가 일어난
다.PAR의 활성화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량 증가를 가져오며 본 연구의 결
과들은 망막에서 염증 질환의 조절 기전 및 병리적 증상들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
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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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se-activatedreceptors(PARs)areG-proteincoupledreceptorsrespond
to extracellular protease.The retinalpigmentepithelium (RPE)cellis a
monolayerofcellslyingbetweentheretinalphotoreceptorsandthechoroidal
bloodsupply.RPEcellsrespondtooxidativestress,inflammation,andretinal
degeneration.Untilnow,theexpressionprofileofPARsisstillunknown.In
thisstudyweidentified theroleofPARsinRPE cells,suchasHRPE and
ARPEcell,usingfluorescenceCa2+imagingtechniqueandreal-timePCR.
Thrombin and trypsin,PAR receptoragonists,increase the [Ca2+]i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EC50=3.4±0.08 nM, EC50=25.4±0.13 nM,
respectively).Selective peptide agonistofPAR-1 (TFLLR-NH2)and PAR-2
(SLIGRL-NH2) increase the [Ca2+]i. PAR agonists increase the [Ca2+]i
independentofextracellularCa2+ levels.Furthermore,U73122(2 μM),aPLC
inhibitor,completely blocked the Ca2+ increment by activation of PAR
receptors.TheIP3R(inositol1,4,5-trisphosphatereceptors)1~3areexpressedin
RPE cells.AllsubtypeofPAR receptorsareidentified and PAR-1,PA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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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lyexpressed.PAR receptoragonistsexposuresignificantlyincreased
mRNA expression ofthe pro-inflammatory cytokine TNFα(tumor necrosis
factor-α),IL-6(interleukin-6).Takentogether,wesuggestthatPARreceptorsin
RPEcellsmaycontributetothepathogenesisofinflammatorydiseaseofthe
RPEcells.

Key words:RPE cells,protease-activated receptor(PAR),intracellularCa2+,PLC-IP3
pathway,inflammatory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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