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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의 

알코올성 간손상 및 간성상세포에 미치는 효과 

 

 간손상은 간세포의 사멸과 간성상세포의 활성화에 의한 

간섬유화가 특징이다. 간세포의 사멸은 간손상을 증가시키고, 

간성상세포를 활성화시켜 교원질을 생성하여 간섬유화를 

유발하는 반면에 간성상세포의 사멸은 간섬유화를 감소시킨다. 

간조직에서의 세포사멸 억제는 간손상을 약화시키고, 간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간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차단시켜 줄지 아니면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여 오히려 간섬유화를 

증가시킬지 이 두 가지 상반된 작용의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포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스파제는 프로테아제의 일종으로 캐스파제를 억제시키면 

세포사멸이 억제된다. 아직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과 알코올성 

간손상에 대한 캐스파제 억제에 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성상세포에 대한 캐스파제 억제는 인간 

간성상세포주에 대하여 새로운 광범위 캐스파제 억제제인 

LB84451를 처리하여 효과를 관찰하였고, 백서를 이용한 

알코올성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LB84451를 처리하여 캐스파제 

억제제가 알코올성 간손상과 간섬유화에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관찰하였다. 간성상세포주의 세포사멸은 tryphan 

blue 염색과 MTT 분석을 이용하였다. 간세포의 사멸은 

terminal deoxynucleotdyl transferase dUTP nick-end labeling 

assay로 정량 분석하였고,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8의 

활성도는 EnzChek Caspase Assay kit로 분석하였다. 간손상의 

정도는 serum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간조직 병리 소견으로 판정하였고, 

간조직에서의 교원질 침착은 trichrome 염색과 Sirius red 

염색으로 분석하였다.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와 간섬유화의 

정도를 보기 위하여 교원질, alpha-smooth muscle actin 

(α-SMA)과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TGF-β)의  

mRNA 발현을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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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 간성상세포주에서 gliotoxin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에 

대하여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은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8의 활성을 억제하여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을 

억제하였다. 

 2. Sprague-Dawley 백서에서 6% 에탄올을 함유한 

Lieber-Decarli liquid diet를 12주 섭취시키면 혈청 AST와 

ALT의 상승, 조직학적으로도 지방성 변화와 세포 사멸체가 증

가되어 이 모델은 알코올성 간손상 모델로 유용하였다. 

 3. 알코올 식이군에서 교원질 m-RNA, α-SMA m-RNA와 

TGF-β m-RNA의 발현이 상승하여 간손상에 따른 간성상세포

의 활성화가 관찰되었고, 간조직 내에서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

-8의 활성도가 증가되었다.  

 4. 알코올 식이와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

는 알코올 식이군에 비해 AST와 ALT의 상승이 억제되어 감소

하였고, 조직학적으로도 지방성 변화가 뚜렷하게 감소되었다. 

  5. 알코올 식이와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을 투여한 군에

서 간세포의 사멸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간조직 내에서 캐스

파제-3과 캐스파제-8의 활성도도 유의하게 감소되어 캐스파제 

억제로 인하여 세포사멸이 억제되었다. 

  6. 알코올 식이와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을 투여한 군에

서 교원질 m-RNA와 α-SMA m-RNA의 발현이 감소되어 간성

상세포의 활성화가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은 알코올성 간손상

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며 간 조직 내의 캐스파제 활성을 억제 

시켜 세포 사멸을 억제 시켜 간손상을 최소화 시켜 준다. 또한 

간성상세포의 사멸 억제에 따른 간섬유화 촉진 보다는 간세포 

사멸 억제에 따른 간손상을 억제시켜 간섬유화에 관련된 교원질

과 α-SMA의 m-RNA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이 확인되어 캐스

파제 억제제 LB84451은 알코올성 간손상과 이로 인한 간섬유

화 억제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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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세포사멸, 간세포, 간성상세포, 캐스파제, 알코올 

             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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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이        세세세세        준준준준    

 

 

ⅠⅠⅠⅠ....    서론서론서론서론    

 

간이 바이러스 감염(HCV, HBV), 과도한 알코올 섭취, 자가 면역질

환 등의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염증반응과 세포사멸 과정을 통

하여 간손상이 일어난다.1 20 %정도의 환자는 심각한 간손상으로 인

해 간부전으로 진행되며 그로 인해 일상 생활유지가 힘들거나, 생명

이 위급한 경우가 많다.2 특히 급성으로 진행되는 간염의 경우 효과적

으로 간손상을 억제하는 약물이 전혀 없어 치사율이 매우 높아 유효

한 치료제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3 지속적인 간손상에 의한 간경변

으로의 진행은 간손상에 의하여 간세포(hepatocyte)가 파괴되면서 유

리된 물질들에 의해 간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가 활성화되고,4 

활성화된 간성상 세포는 콜라겐 등 세포외 기질을 분비하여 간섬유화 

(hepatic fibrosis)를 일으키는데 간경변증은 간섬유화가 많이 진행되

어 비가역적 상태가 된 경우이다.4 세포 사멸(apoptosis)은 생체를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나 병적으로 과다하게 일어나면 조직손상 

및 그로 인한 생명손실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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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포사멸은 간염에서도 간손상의 주요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2,6  

세포사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캐스파제(caspase)

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되면 세포사멸이 유발되므로 캐스파제를 억

제함으로써 세포사멸로 일어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 본 연구의 착안점이다.5,6 캐스파제는 최근 10년간에 발견된 새로

운 종류의 효소로 현재까지 14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 테트라머 형태

로 존재하는 시스테인 프로테아제 (cysteine protease)로 캐스파제를 

억제하면 세포사멸도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간손상에서도 

캐스파제 억제제(caspase inhibitor)는 간염환자에서 체내 염증 물질

들에 의한 간세포 파괴를 막아서 간을 보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캐스파제 저해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동물모델에서 간손상 보호 

효과가 있는지는 많은 연구보고에서 이미 확인 되었으며,7-9 사람에서

의 효과 또한 최근에 확인되었다.10 본 연구를 통해 약효를 알고자 하

는 LB84451은 간손상과 간경변의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세

포사멸인자인 캐스파제를6,11 억제함으로 인해 간손상을 치료하고 궁

극적으로는 간경변을 예방하고자하는 차세대 간질환 치료제이다. 

LB84451은 광범위 캐스파제 억제제로서 주로 캐스파제-8 억제 효과

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캐스파제 

억제제가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인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

다. 간내에서 세포사멸 억제는 간섬유화에 두 가지 상반된 효과로 나

타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한쪽 측면은 간세포 사멸을 억제하

여 이차적으로 간성상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간섬유화

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이고, 다른 측면은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여 반대로 간섬유화가 더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도 있다.12 In vivo에서 세포사멸 저해제 LB84451이 간섬유화에 미치

는 효과는 위의 효과들의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간성상세포에 대한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의 영향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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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손상에 의해 생성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간섬유화 발생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결국 지속적인 간손상에 의해서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되어 간염을 거쳐 간섬유화로 진행된다.2,4,13,14 간질

환 치료에서 간손상을 일으키는 염증반응과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

이 원인에 상관없이 간손상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간세포 사멸에 기인한 간섬유화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2세포사멸 저해제 LB84451은 

캐스파제 억제제 신약으로서 담관 결찰로 유발된 간손상 동물모델에

서 간손상 억제효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6 간질환 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나,12 알코올성 간손상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특히 간성상세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간손상 유발물질인 알코

올은 간에서 간세포의 세포사를 유발하고 파괴된 간세포에서 여러 가

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으로 간성상 세포가 활성화되어 간섬유

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세포사멸 억제제인 LB84451이 간세

포의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차단하고 이

차적으로 간성상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알코올성 간손상 억제 신

약으로서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LB84451이 알코올성 

간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in vivo 연구로서 조사하며 간성상세포에 미

치는 효과는 in vitro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ⅡⅡⅡ....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In vitro study에서는 인간 간성상세포주를 이용하여 캐스파제 억제

제 LB84451이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하였다.  In vivo study에서는 백서에서 알코올성 간손상을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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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를 처리하여 in vivo 상태에서 알코

올성 간손상에 대한 LB84451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1. In vitro study1. In vitro study1. In vitro study1. In vitro study    

가가가가. . . . 간성상세포주간성상세포주간성상세포주간성상세포주(hTERT)(hTERT)(hTERT)(hTERT)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실험실험실험실험    

In vitro 연구에서는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catalytic subunit를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이용, 발현시켜 불멸화시

킨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를 10% FBS (fetal bovine serum)를 함

유하는 DMEM 세포배양액을 사용하여 37℃, 5% CO2 환경에서 배양

한 후, 4개의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Gliotoxin은 fungal toxin의 

일종으로 간성상세포에서 세포사를 유발하는 것과 그 기전이 잘 알려

져 있다.17 Gliotoxin을 처리하면 간성상세포에서 세포사를 유발하므로 

gliotoxin (1uM)만 처리 한 군과 gliotoxin(1uM) + LB84451(2uM) 처

리한 군에서의 간성상세포의 변화를 비교하여 간성상세포에 대한 캐

스파제 억제제 LB84451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1군: 정상대조군 – 간성상세포에 아무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2군: gliotoxin 처리군 – 간성상세포에서 세포사를 유발하는 군 

3군: gliotoxin + LB84451 처리군 – 세포사를 유발시키고 캐스파제 

억제제를 투여한 군 

4군: LB84451 처리군 – 간성상세포에 캐스파제 억제제만 투여한 군 

 

나나나나....    간성상세포주에서간성상세포주에서간성상세포주에서간성상세포주에서    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    사멸화사멸화사멸화사멸화    정도정도정도정도    측정측정측정측정    

각 군의 간성상세포에서 사멸세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세포사

멸 정도는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Promeg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One Solution 

regent는 

MTS[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

-2-(4-sulfo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와 PES(phen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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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osulfat)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방법은 10% FBS가 포함된 배지에 희석된 세포 현탁액을 

1X105 cells 수로 9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이틀 동안 배양하였다.  

FBS가 포함되지 않은 배양 배지로 하루 동안 starvation시킨 후, 각 

군당 시간에 따라 gliotoxin과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를 처리한 

다음, PBS로 세척하였다. 그리고, 100 ul의 FBS가 포함되지 않은 배

양 배지에 20 ul의 One solution을 혼합한 후, 37℃, 5% CO2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FLUOstarOPTIMA reder (BMG)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다다다다. . . . 간성상세포주에서간성상세포주에서간성상세포주에서간성상세포주에서    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    활성도활성도활성도활성도    조사조사조사조사    

캐스파제는 세포 사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따라서 in vitro 

실험에서 각 군의 간성상세포 배양에서 세포추출액을 얻어 캐스파제- 

3과 캐스파제-8의 활성도를 각각 EnzChek Caspase Assay kit 

(molecular prob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6,18 Protease 와 

phosphatase inhibitors cocktail을 함유한 cell lysis buffer를 이용하

여 얻은 각 군당의 단백질들을 BCA Assay regent (Pierce)를 사용하

여 단백질 농도를 측정한 후, 50 ul lysis buffer에 50 ug의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96-black wells plate에 각각 분주한다. 10 mM DTT와 

Z-DEVD-R110 substrate, Z-IETD-R110 substrate가 함유된 2x 

reaction buffer를 각각 50 μL 첨가한 후, 상온에서 30분 동안 배양

한다.  그 후, FLUOstarOPTIMA reder (BMG)를 이용하여 496 nm 

(excitation) / 520 nm (emission)에서 fluorescence를 측정하였다. 

또한,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캐스파제 전구물질과 효소에 의

해 분리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을 측정하였다. 먼저 lysis buffer를 이

용하여 세포를 용해시킨 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단백질을 

정량하고, SDS-PAGE를 이용하여 단백질들을 분리 한 다음 

nitrocellulose 종이로 electrotransfer하여 1차 항체 캐스파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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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cell signaling), 캐스파제-9 (1:1000, cell signaling)가 함유

된 용액에서 4℃, 16시간 반응시킨 후, TBS-T 용액으로 세척하고 2

차 항체(1:1000, Santa Cruz Biotechnology)가 함유된 용액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를 다시 TBS-T 용액으로 세척하고 

enhanced chemiluminescene (ECL, Amersham)를 이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2. In 2. In 2. In 2. In vvvvivo ivo ivo ivo sssstudytudytudytudy    

가가가가.... In vivo  In vivo  In vivo  In vivo 동물모델로서동물모델로서동물모델로서동물모델로서    알코올성알코올성알코올성알코올성    간손상간손상간손상간손상    동물모델동물모델동물모델동물모델    

 In vivo 실험 동물군으로 알코올성 간손상 동물모델은 이전의 연구에

서 이미 확립된 모델로서, Sprague-Dawley 백서에서 6% 에탄올을 

함유한 Lieber-DeCarli liquid diet를 섭취하게 하여 알코올성 간손상

을 유발하는 모델을 이용하였다.19 실험동물군은 4개의 군으로 나눠 

1군: 정상 대조군 – maltose dextrin 식이를 섭취한 백서, 6마리 

2군: LB84451 투여군 - maltose dextrin 식이 + LB84451 처리 한 

백서, 6마리 

3군: 알코올 손상군 – 6% 에탄올 함유 Lieber-DeCarli 식이 백서, 10

마리 

4군: 알코올 + LB84451 투여군 - 6% 에탄올 함유 Lieber-DeCarli 

식이 + LB84451처리한 백서, 10마리로 실험하였다. 

 

나나나나. . . . 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    알코올알코올알코올알코올    섭취도와섭취도와섭취도와섭취도와    간손상간손상간손상간손상    정도의정도의정도의정도의    조사조사조사조사    

모든 실험군의 백서를 8주와 12주로 나누어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알코올 함유 식이에 의한 알코올 섭취 적정

성을 보고, 간 손상 정도는 두 가지 혈중 간효소치,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와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를 측

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간 조직의 지방성 변화를 보기 위하여 

H&E 염색을 시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X200 배율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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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    간조직간조직간조직간조직    분리분리분리분리    후후후후    간세포간세포간세포간세포    사멸화사멸화사멸화사멸화    정도정도정도정도    측정측정측정측정    

12주 경과 후, 각 군의 Sprague-Dawley 백서를 희생시켜 복부를 

절개하고 간을 적출하여 적출된 간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

한 후 파라핀 조직 표본으로 만든 다음, 3 μm 두께로 박절한 후 

silanized coated slide에 부착하여 건조시킨다. 이 slide를 재료로 간

세포의 세포사멸 정도를 in situ cell death detection kit (Roche)를 이

용하여 TUNEL 염색을 시행하였다.15 파라핀 고정된 간 조직 슬라이

드를 탈파라핀 시킨 후, 50 ul converter-AP를 조직에 떨어뜨리고 

37℃ 배양기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다음, 50~100 ul NBT/BCIP 

solution을 분주하고 10분 동안 상온에서 빛을 차단시켜 배양시킨 후 

봉입하였다. 그 후, 광학현미경으로 고배율(X400)에서 무작위로 10군

데를 관찰해서 보이는 TUNEL-positive cell을 세어 비교, 분석하였

다.   

 

라라라라. . . . 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    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    섬유화섬유화섬유화섬유화    정정정정도도도도    측정측정측정측정    

각 군의 Sprague-Dawley 백서의 적출된 간 조직 일부에서 만들어

진 파라핀 블록에서 3 μm 두께로 박절한 후 silanized coated slide에 

부착하여 건조시킨 다음 파라핀 제거와 수화과정을 단계적으로 시행

하였다. Weigert's iron hematoxilin 용액에서 핵을 염색한 후 세정한 

뒤 Picro-sirius red에서 교원질을 염색한 다음 바로 99%의 에탄올에

서 탈수 시킨 뒤 xylene을 거쳐 봉입하여 비교, 관찰하였다.4  

 

마마마마. . . . 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    간간간간    조직조직조직조직    내내내내    활성화된활성화된활성화된활성화된    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    αααα----SMA SMA SMA SMA 염색염색염색염색    

                정량정량정량정량    분석분석분석분석    

간 조직에서 활성화된 간성상세포 수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파라핀 

고정 간 조직에서 α-SMA 면역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파라핀 고정 

간 조직을 탈파라핀 후 차단시키고, 1차 항체인 α-SMA 항체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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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처리하며, 수 차례 세척한 후 

바이오틴 (biotin)이 부착된 2차 항체 (DAKO)와 반응시키고 통상적

인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에 의한 면역화학염색을 시행하

였다. α-SMA 양성 세포 중 방추형의 돌기를 보이는 세포를 활성화

된 간성상세포로 간주하고, 고배율(400배)에서 보이는 섬유성 격막에

서 무작위로 10군데를 관찰한 뒤 고배율의 면적(1.81 mm2)으로 나누

어 활성화된 간성상 세포의 수를 비교하였다. 

 

바바바바....    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    섬유화섬유화섬유화섬유화    관련관련관련관련    유전자유전자유전자유전자    발현비교발현비교발현비교발현비교    

간 조직에서 간 손상에 따른 간성상세포의 활성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섬유화 관련 유전자인 collagen α1, α-SMA, TGF-β의 발현

을 비교하였다. 

12주 경과 후에 얻은 각 군의 간 조직에서 RNAase mini kit 

(Qiagen)를 이용하여 mRNA를 추출한 후, RT-PCR을 통해 cDNA를 

합성하였다. 그런 다음 Light cycler (Roche, Germany)를 이용하여 

94℃·10초, 60℃·30초, 72℃·1초의 50주기 조건으로 real-time PCR을 

시행한 후, 실험군 별로 비교하였다. 각 gene에 대한 primer 

sequence 는 다음과 같다.  

collagen : 5’-CAT GTT CAG CTT TGT GGA CCT-3’  

          5’-GCA GCT GAC TTC AGG GCT GT-3’  

α-SMA  : 5’-CGA TAG AAC ACG GCA TCA TCA C-3’  

          5’-GCA TAG CCC TCA TAG ATA GGC A-3’  

TGF-β  : 5’-CCT GGA AAG GGC TCA ACA C-3’  

          5’-CAG TTC TTC TCT GTG GAG CTG A-3’  

 

사사사사....    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동물모델에서    간조직간조직간조직간조직    내내내내    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    활성도활성도활성도활성도    조사조사조사조사    

In vivo 실험에서 각 군의 간 조직에서 세포추출액을 얻어 캐스파제

-3과 캐스파제-8(Molecularprobe, USA)의 활성도를 각각 EnzC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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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 Assay kit (molecular prob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캐스파제 전구물질과 효소에 의해 분리

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을 측정하였다.6,18  

 

3.  3.  3.  3.  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연구에서 통계는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를 

이용하여 산술 통계 및 Mann-Whitney U-test를 시행하였고 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mean ± standard error; SE)로 표시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정하였다.  

 

 

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In vitro studyIn vitro studyIn vitro studyIn vitro study    

가가가가. Gliotoxin. Gliotoxin. Gliotoxin. Gliotoxin으로으로으로으로    유도된유도된유도된유도된    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에세포사멸에세포사멸에세포사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LB84451LB84451LB84451LB84451의의의의    

                효과효과효과효과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에서 gliotoxin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사

에 대하여 LB84451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Gliotoxin이나 LB84451이 첨가되지 않은 DMSO 군에서는 cell 

viability가 큰 변화 없이 8시간까지 유지되었지만, 1uM의 gliotoxin이 

처리된 군은 DMSO군에 비하여 30분부터 8시간까지 각 분석 시간마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세포사가 증가되었다. Gliotoxin과 

LB84451을 같이 투여한 경우 DMSO군에 비해서는 세포사가 유의하

게 증가되었으나 Gliotoxin 단독 처리군에 비해서는 세포사가 의미 

있게 억제되었다. LB84451만 단독 처리한 경우 DMSO군에 비하여 1

시간과 8시간째에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DMSO 처리군과 차이가 없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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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 1. 1. 1. Tryphyan blue 염색으로 세포 생존율을 산출한 

gliotoxin으로 유도된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에 대한 LB84451

의 효과. Tryphyan blue 염색은 세포사한 세포에 염색된다. 그

림의 값은 세포의 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MSO 용매

만 처리한 군과 LB84451 처리 한 군에서는 세포사가 일어나

지 않아 세포 생존율이 높았다. Gliotoxin 처리한 군은 세포사

가 증가되어 세포의 생존율이 감소되었다. Gliotoxin + 

LB84451 처리한 군은 gliotoxin군에 비해 세포사가 감소되어 

세포 생존율이 상승되었다. 

 

MTT assay 결과도 tryphyan blue 염색 cell count와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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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 MTT assay로 세포 생존율을 산출한 gliotoxin으로 유

도된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에 대한 LB84451의 효과. MTT 

assay는 살아있는 세포 수를 계산한다. 그림의 값은 세포의 

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MSO 용매만 처리한 군과 

LB84451 처리 한 군에서는 세포사가 일어나지 않아 세포의 

생존율이 높게 나왔다. Gliotoxin 처리한 군은 세포사가 증가되

어 세포의 생존율이 감소되었다. Gliotoxin + LB84451 처리한 

군은 gliotoxin군에 비해 세포사가 감소되어 세포 생존율이 상

승되었다. 

 

나나나나. . . . GliotoxinGliotoxinGliotoxinGliotoxin으로으로으로으로    유도된유도된유도된유도된    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간성상세포의    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    활성에활성에활성에활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LB84451LB84451LB84451LB84451의의의의    효과효과효과효과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에서 LB84451가 캐스파제-3과 캐스파

제-8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인간 간성상세포주에 LB84451을 

처리하는 경우는 세포내의 캐스파제-3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1 uM의 gliotoxin을 2시간 처리한 경우 캐스파제-3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LB84451을 gliotoxin과 같이 처리하면 캐스

파제-3의 활성도가 의미 있게 억제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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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Gliotoxin으로 유도된 간성상세포의 캐스파제-3 활

성에 대한 LB84451의 효과. DMSO 용매 처리군과 

LB84451 처리 한 군에 비해 gliotoxin 처리한 군에서 캐스

파제-3의 활성도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Gliotoxin + 

LB84451 처리한 군은 gliotoxin군에 비해 캐스파제-3의 활

성도가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 

 

마찬가지로,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에 LB84451을 처리한 경

우에는 세포내의 캐스파제-8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1 uM의 

gliotoxin을 2시간 처리한 경우 캐스파제-8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으며, LB84451을 gliotoxin과 같이 처리하면 캐스파제-8의 활

성도가 의미 있게 억제되었다(그림 4). 

 

 

p < 0.01 p < 0.01 p < 0.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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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4. 4. 4. 4. Gliotoxin으로 유도된 간성상세포의 캐스파제-8 활성

에 대한 LB84451의 효과. DMSO 용매 처리군과 LB84451 처

리 한 군에 비해 gliotoxin 처리한 군에서 캐스파제-8의 활성

도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Gliotoxin + LB84451 처리한 군

은 gliotoxin군에 비해 캐스파제-8의 활성도가 의미 있게 감소

되었다. 

 

다다다다. . . . 간성상세포에서간성상세포에서간성상세포에서간성상세포에서    활성화된활성화된활성화된활성화된    캐스파제의캐스파제의캐스파제의캐스파제의    분획분획분획분획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에서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캐스

파제 전구물질과 효소에 의해 분리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을 측정하여 

변화를 알아보았다.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9 모두 gliotoxin 처리군

에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이 증가되었으며, gliotoxin 과 LB84451을 

처리한 경우 활성 캐스파제 분획이 감소되었다(그림 5). 

p < 0.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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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5. 5. 5. 5.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에서 Western blotting을 

이용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의 측정.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

-9 모두 gliotoxin 처리군에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이 증가되

었으며, gliotoxin 과 LB84451을 처리한 경우 활성 캐스파제 

분획이 감소되었다. 

 

2. 2. 2. 2. In vivo studyIn vivo studyIn vivo studyIn vivo study    

가가가가. . . . 혈중혈중혈중혈중    간효소치를간효소치를간효소치를간효소치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간손상간손상간손상간손상    정도정도정도정도    비교비교비교비교    

8주 경과 후에 희생시킨 흰쥐의 혈액에서 혈청 간효소치인 AST와 

ALT를 측정하여 간손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AST는 대조 식이군이나 

대조 식이와 LB84451투여군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조 식이군

에 비해 알코올 식이군에서 AST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AST는 알코올 식이군에서 상승

되어 있으나, 알코올 식이와 LB84451 투여군에서는 대조 식이군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승이 억제된 결과를 보였다(p<0.05). ALT는 대

조 식이군과 대조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대조 식이군에 비하여 알코올 식이군(p<0.05)이나 알코

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p<0.05)에서는 ALT가 유의하게 상

승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알코올 식이군에서 유의하게 상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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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는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할 경우 알코올 식이를 함에

도 불구하고 ALT의 상승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12주 경과 후에 각 군의 남아있는 흰쥐를 희생시켜 혈청 간효소치

인 AST와 ALT를 측정하여 간손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AST는 대조 

식이군과 대조 식이와 LB84451투여군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대조 식이군에 비하여는 알코올 식이군이나 알코올 식이와 

LB84451 투여군에서 AST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대조 식이군과 

알코올 식이와 LB84451 투여군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였다(p<0.05). 알코올 식이군에서 상승된 AST는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경우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5)(그림 6).  

 

     

그림그림그림그림 6. 6. 6. 6.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AST 간효소치의 비교. 알코올 식이군에서 

상승된 AST는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경우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ALT는 대조 식이군과 대조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 사이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조 식이군과 비교할 때, 알코올 

식이군이나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 ALT가 상승된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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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으나, 대조 식이군과 알코올 식이와 LB84451 투여군에서

만 통계학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알코올 식이군에서 상승

된 ALT는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하게 ALT

의 상승이 억제되었다(p<0.05)(그림 7). 

 

 

그림그림그림그림 7. 7. 7. 7.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ALT 간효소치의 비교. 알코올 식이군에서 

상승된 ALT는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경우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나나나나. . . . 간조직의간조직의간조직의간조직의    변화변화변화변화    

8주 경과 후에 희생시킨 각 군의 흰쥐의 간조직의 변화를 보기 위

하여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네 군간에 조직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직내 섬유화 변화를 보기 위하여 Masson’s 

trichrome과 Sirius red 염색을 시행하였다. 알코올 식이군이나 알코

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 대조 식이군이나 대조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경우보다 섬유화성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부분적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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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찰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12주 경과 후에 희생시킨 각 군의 흰쥐의 간조직의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하여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8주에 비해 12주에서는 대조 식

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군에서 지방성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으

며, 이에 비해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는 지방성 변

화가 뚜렷하지 않았다(그림 8). 

 

 

그림그림그림그림 8. 8. 8. 8.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조직에서의 

조직학적 변화. 대조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군에서 지방성 변화

가 뚜렷하게 관찰되며, 이에 비해 알코올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는 지방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H&E 염색, X200). 

 

Control only Control+LB84451 

EtOH only EtOH+LB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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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섬유화 변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Masson’s trichrome 염색과(그

림 9) Sirius red 염색을 시행하였다(그림 10). 대조 식이군에 비해 알

코올 식이군에서 약간의 섬유화성 변화가 더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으

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림그림그림그림 9. 9. 9. 9.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조직에서의 

조직학적 간섬유화 비교. 문맥 주변에 파랗게 염색되는 것이 교원질

이다. 대조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군에서 약간의 섬유화성 변화

가 더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asson’s trichrome 염색, X200). 

 

간 조직에서 활성화된 간성상세포 수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각 군

의 파라핀 고정 간 조직에서 α-SMA 면역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대

Control only 
Control+LB84451 

EtOH only EtOH+LB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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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이군과 알코올 식이군에서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0. 10. 10. 10.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조직에서의 

조직학적 간섬유화 비교. 붉게 염색되는 것이 교원질이다. 대조 식이

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군에서 약간의 섬유화성 변화가 더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irius red 염색, 

X200). 

 

다다다다. . . . 간세포의간세포의간세포의간세포의    사멸화사멸화사멸화사멸화    정도정도정도정도    비교비교비교비교    

알코올성 간손상이 12주 경과 후에 뚜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12

주 경과 후 적출된 간조직 표본으로 TUNEL 염색을 통하여 간세포의 

사멸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대조 식이군에 비하여 대조 식이와 

LB84451 투여군에서 세포 사멸체가 감소하였다(p<0.0001). 또한, 대

Control only Control+LB84451 

EtOH only EtOH+LB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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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이군에 비하여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세포 사멸체의 의미 있는 

증가(p<0.0001)가 관찰되었고, 알코올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에 

LB84451을 투여한 경우 세포의 사멸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p<0.0001)(그림 11, 12). 

 

 

그림그림그림그림 1 1 1 11111....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조직에서의 

조직학적 간세포 사멸화 정도. 검게 염색되는 것이 세포 사멸체이다. 

대조 식이군에 비하여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세포 사멸체의 뚜렷한 증

가가 관찰되었고, 알코올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에 LB84451을 

투여한 경우 세포 사멸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TUNEL 염색, 

X400).  

 

 

Control only Control+LB84451 

EtOH only EtOH+LB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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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2. 12. 12. 12.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

른 간조직에서의 정량화한 간세포 사멸화 정도. 그

림의 값은 광학현미경으로 고배율(X400)에서 무작

위로 10군데를 관찰해서 보이는 TUNEL-positive 

cell의 수이다. 대조 식이군에 비하여 대조 식이와 

LB84451 투여군에서 세포 사멸체가 감소하였다. 

알코올 식이군에서 세포 사멸체가 증가되었고, 알코

올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에 LB84451을 투여

한 경우 세포 사멸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라라라라. . . . 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    섬유화섬유화섬유화섬유화    관련관련관련관련    유전자유전자유전자유전자    발현발현발현발현    비교비교비교비교    

간손상에 따른 간성상세포의 활성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섬유

화 관련 유전자인 교원질과 α-SMA, TGF-β m-RNA에 대한 real 

time PCR을 시행하였다. 교원질 m-RNA 발현은 대조 식이군 보다 

대조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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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러한 알코올 식이

군에서의 교원질 m-RNA의 증가는 LB84451의 투여로 발현이 억제

되었다(p<0.01)(그림 13).  

 

    

그림그림그림그림 13. 13. 13. 13.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

조직에서의 교원질 m-RNA에 대한 real time PCR로 본 

간성상세포의 활성화 정도. 교원질 m-RNA 발현은 대조 

식이군 보다 대조 식이와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 낮

았고, 알코올 식이군에서 높았다. 알코올 식이군에서의 

교원질 m-RNA의 증가는 LB84451의 투여로 발현이 억

제되었다. 

 

교원질의 m-RNA 발현 양상과는 다르게, α-SMA m-RNA의 발현

은 대조 식이군과 대조 식이와 LB84451 투여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조 식이군에 비하여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α

-SMA m-RNA의 발현이 의미 있게 상승하였으며(p<0.01), 이는 

LB84451 투여에 의해 억제되었다(p<0.001)(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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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F-β m-RNA의 발현은 대조 식이군과 대조 식이와 LB84451 

투여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알코올 식이군에서 상승되었으며

(p<0.05), 알코올 식이와 LB84451 투여 시에는 발현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4. 14. 14. 14.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

조직에서의 α-SMA m-RNA에 대한 real time PCR로 본 

간성상세포의 활성화 정도. 대조 식이군에 비하여 알코올 

식이군에서 α-SMA m-RNA의 발현이 상승하였으며, 

LB84451 투여에 의해 억제되었다. 

 

마마마마. . . . 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    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    활성도활성도활성도활성도    비교비교비교비교    

간조직내에서 알코올 손상에 따른 캐스파제의 활성화와 LB84451 

투여에 의한 캐스파제의 활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캐스파제-3

와 캐스파제-8의 간조직내 활성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캐스파제-3의 활성은 대조 식이군과 대조 식이와 LB84451 투여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캐스파제-3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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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01), 알코올 식이군에 비해 LB84451

를 투여한 경우 유의하게 캐스파제-3의 활성도가 감소하였다

(p<0.01)(그림 15). 

 

 

그림그림그림그림 15. 15. 15. 15.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

조직에서의 캐스파제-3의 활성도 비교. 캐스파제-3의 활

성은 대조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군에서 캐스파제-3

의 활성도가 증가되었고, 알코올 식이군에 LB84451를 

투여한 경우 캐스파제-3의 활성도가 감소하였다. 

 

캐스파제-8의 활성도 캐스파제-3와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대조 

식이군과 대조 식이와 LB84451 투여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캐스파제-8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p<0.001), 알코올 식이군에 비해 LB84451를 투여한 경우 유의하게 

캐스파제-8의 활성도가 감소하였다(p<0.001)(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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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6. 16. 16. 16.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

조직에서의 캐스파제-8의 활성도 비교. 캐스파제-8의 활

성은 대조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군에서 캐스파제-8

의 활성도가 증가되었고, 알코올 식이군에 LB84451를 

투여한 경우 캐스파제-8의 활성도가 감소하였다. 

 

바바바바. . . . 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간조직내    활성활성활성활성    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캐스파제    분획분획분획분획    측정측정측정측정    

간조직 내에서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캐스파제 전구물질과 

효소에 의해 분리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을 측정하여 변화를 알아보았

다.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9 모두 알코올 식이군에서 활성 캐스파

제 분획이 증가되었으며, LB84451을 투여한 경우 활성 캐스파제 분

획이 감소되었다(그림 17). 



 - 28 - 

 

그림그림그림그림    17171717....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LB84451 투여에 따른 간조직

에서의 Western blotting을 이용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의 측

정.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9 모두 알코올 식이군에서 활성 

캐스파제 분획이 증가되었으며, LB84451을 투여한 경우 활

성 캐스파제 분획이 감소되었다. 

 

 

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는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에 대한 캐스파제 억제제의 

효과를 관찰한 최초의 실험이며 알코올성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캐스파제 억제제의 효과를 관찰한 최초의 실험으로 의미가 크다. 

간은 담즙을 비롯하여 우리 몸에서 필요한 수 천 가지 물질과 효소

를 생산해 내며, 체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역

할을 하는 등 많은 일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기이다. 바이러스 감염 

(HBV, HCV)과 알코올이 가장 흔한 간손상 유발인자로 이러한 자극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염증반응과 세포사멸 과정을 통하여 간손상

이 일어나게 된다. 세포사멸은 생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나 과다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조직이 손상된다. 

 간손상에서도 세포사멸이 주요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12 만성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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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간염 환자에서도 간손상의 정도에 따라 세포사멸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2,5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간세포가 변형되면 몸 속

에 있는 면역체계가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활성화된다. 즉, 면역 세

포인 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활성화 되고 그것이 직접 바

이러스가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고, 이때에 CTL이 일으키는 기작

(Fas-FasL Interaction)에 의하여 간세포 내에 있는 세포사멸에 관련

된 캐스파제가 활성화 되고 결국 간세포가 죽게 된다.5 이와 같이 세

포사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캐스파제란 효소이며 비정상적

으로 활성화 되어 세포사멸이 증가하면 조직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캐스파제는 최근 10 여 년 간에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효소로 현재

까지 14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 테트라머 형태로 존재하는 시스테인 

프로테아제(cysteine protease)이다. Gene knock-out 된 동물실험이

나 아주 약한 초기단계 펩타이드 캐스파제 억제제를 이용한 연구에서 

캐스파제를 억제하면 세포사멸이나 사이토카인과 관련된 염증을 억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여러 가

지 원인에 의한 간손상에서 캐스파제 억제제는 체내 염증 물질들에 

의한 간세포 파괴를 막아서 간을 보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간염 바이러스와 알코올로 인한 만성 간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망원인의 하나이나 효과적으로 간손상을 억제하는 약물이 없어 유

효한 치료제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에서3 캐스파제 억제제는 매

우 유력한 간손상 치료제 중의 하나로 기대를 받고 있다. 캐스파제 

억제제는 확실한 약리 기전을 기반으로 기존의 약효가 미약한 생약성

분의 간질환 치료제와는 확실히 차별화 되는 새로운 계열의 간손상 

억제 내지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탁월한 효과의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캐스파제 억제제 IDN-6566이란 약물이 담즙정체에 의해 유발

된 간손상과 간섬유화를 억제함이 보고된 바 있으며,6 현재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2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캐스파

제 억제제는 지금까지 몇 가지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간손상 보호 효



 - 30 - 

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 되었으며,6-9 사람에서의 효과 또한 최근

에 확인되었다.10  

본 연구를 통해 약효를 알고자 하는 LB84451는 광범위 캐스파제 

억제제이나 여러 캐스파제들 중에서도 caspase-8 에 대한 억제 효과

가 특히 우수한 약물이다. 세포사멸 때의 캐스파제 활성은 주로 캐스

파제-8을 통하여 시작하므로 초기에 캐스파제 활성을 억제하여 그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캐스파제-8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캐스파제-3도 억제 대상으로 연구는 되고 있으나 캐스파제

-6나 캐스파제-7 등이 캐스파제-3이 비활성화 된 경우 캐스파제-3 

의 역할을 대행 할 수 있으므로 캐스파제-8 보다는 효용성이 떨어진

다.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은 광범위 캐스파제 억제제로 캐스파제

-8 억제 효과가 뛰어나므로 간손상과 간경변의 주요한 기전으로 작

용하는 세포사멸을6,11 억제하여 간손상을 치료하고 간경변으로의 진

행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간내에서 세포사멸 억제는 간섬유화에 두 가지 상반된 효

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쪽 측면은 간세포 사멸

을 억제하여 이차적으로 간성상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간섬유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이고, 또 다른 측면은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의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반대로 간섬유화가 더 진행되는 방

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12 그러나 아직까지 간성상세포와 알코올 간손

상에서의 캐스파제 억제제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실제

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에 대한 캐스파제 억제제의 

효과를 처음으로 관찰하였고,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에서 

gliotoxin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에 대하여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

은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8의 활성을 억제하여 간성상세포의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알코올성 간손상 동물모

델에서 생체 간에 대한 세포사멸 저해제 LB84451이 간섬유화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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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효과는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이 억제되어 오히려 증가될지 간

세포의 세포사멸이 억제되어 간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감소시

킬지 간성상세포와 간세포에 대한 세포사멸의 정도에 따른 효과들의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

온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알코올성 간손상에서도 다른 원인에 

의한 간손상과5,6 마찬가지로 캐스파제가 세포사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되기 때문에 조직손상과 간섬유화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캐스파제 억제제가 세포사멸을 억제하면 알코올

성 간손상을 감소시키고, 간성상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여 간섬유화가 

증가되는 쪽 보다는 간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여 간성상세포의 활성화

를 억제하여 간섬유화가 감소되리라는 가설 하에 알코올성 간손상 동

물모델에서 생체 간을 대상으로 캐스파제 억제제의 효과를 처음으로 

관찰하였고,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은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알코

올 간손상을 감소시키고, 간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간섬유화

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의 효과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코올성 간손상 동물모델은 Sprague-Dawley 

백서에서 6% 에탄올을 함유한 Lieber-Decarli liquid diet를 12주 섭

취시켰다. 알코올 식이군에서 혈청 AST와 ALT의 상승, 조직학적으

로 뚜렷한 지방성 변화, 간조직에서 캐스파제-3와 캐스파제-8의 활

성도 증가와 세포 사멸체의 증가가 관찰되어 이 모델은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로 유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알코올성 간손상 동물

모델에서 조직학적으로 간섬유화가 뚜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α

-SMA 면역염색을 이용한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의 발현도 알코올식이

군에서 대조식이군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가 없어 알코올성 간섬유

화를 관찰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알코올 식이군

에서 교원질 m-RNA 발현, α-SMA m-RNA와 TGF-β m-RNA의 발

현이 대조식이군에 비해 의미 있게 상승하여 알코올성 간손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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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상세포의 활성화가 관찰되어 실제로 간섬유화가 분자생물학적으

로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설치류를 이용한 알코올 간손상 동물

에서 조직학적으로 간섬유화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20 간성상세포의 

활성화와 간섬유화가 분자생물학적으로 관찰되면 캐스파제 억제제의 

효과를 관찰하는 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알코올성 간손상에서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의 효과는 1) AST와 ALT의 상승의 감소, 2) 지방성 변화의 

감소, 3) 간조직에서 캐스파제-3와 캐스파제-8의 활성도 감소와 현저

한 간세포 사멸의 감소, 4) 교원질 m-RNA와 α-SMA m-RNA의 발현

의 감소로 간성상세포의 활성화 억제 등이 관찰되어 캐스파제 억제제

가 알코올 간손상과 간섬유화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인 간손상으로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유리된 물질들에 의해 

간성상세포가 활성화되고,14 활성화된 간성상세포는 콜라겐 등 세포외 

기질을 분비하여 간섬유화를 일으키고, 간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어 비

가역적 상태가 된 경우가 간경변이다.4 현재 전세계적으로 만성 간질

환 환자수는 6-8억명에 이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간질환이 40대 사망

원인 중 1순위일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간질환의 원인이 다양

해도 결국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간경변으로 진행된 경우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자발성 복막염, 간암 등과 같은 합병증

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게 되므로 간질환 치료제 중 간섬유화를 억제

하는 치료제는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캐스파제 억제제가 간

질환 치료제로 효용성이 기대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세포사멸과 염증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캐스파제 억제제는 세포사멸에 따

른 간손상과 염증을 둘 다 감소시켜주는 작용이 있다. 염증에 의해 

중성구가 모이게 되고 결국 늘어난 중성구 세포사멸체가 대식세포

(macrophages)나 쿠퍼세포(Kupffer cells)에 의해 탐식되면 death 

ligand, 특히 Fas ligand의 발현이 유도되어 세포사멸이 더 증가된다. 

21-24 또한, 캐스파제도 간조직의 염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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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제 1, 4, 5와 11은 염증전 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5 그러

므로 광범위 캐스파제 억제제는 간의 염증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간염치료제로의 가능성도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초로 가장 흔한 간 손상 중 하나인 알코올성 간손상을 

대상으로 생체 간에서 캐스파제 억제제가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간손

상과 간섬유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어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가 알코올성 간손상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캐스파제 억제제가 간성상세포의 사멸을 억

제하나 실제 생체 간조직에서는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이 

억제되어 간성상세포가 증가되는 효과보다는 캐스파제 억제로 인한 

간세포의 사멸이 억제되어 간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더 실제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간섬유화가 감소되는 방향

으로 나타났다. 간세포의 사멸은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간성상세포를 

활성화 시킨다. 직접 활성화시키는 기전은 간성상세포가 간세포 사멸

체를 탐식하면 바로 활성화되고 교원질을 생성한다.26 간접적인 기전

은 이차적으로 염증반응과 연관된 기전으로 간세포 사멸은 염증 반응

을 유발시키고 chemokine과 중성 백혈구 침윤을 유발한다.27-31 이런 

염증 반응은 결국 간성상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킨다.32 그래서 캐스파

제 억제제는 염증과 간손상 모두를 억제하고 간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더 강력하게 생체 간조직에서 작용하여 간섬유화

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우리 연구에서도 보여주었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간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은 이차적으로 간섬유화를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간경변증을 예방하

게 되므로 간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캐스파제 억제제

는 앞으로 그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간손상 억제, 간 염증

반응의 감소와 간세포 사멸 억제에 따른 간섬유화 억제 등과 같은 효

과를 보여주어 여러 가지 만성 간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되므로 앞으로 다양한 원인의 간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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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12 또한, 만성 간손상 환자에서 장기적인 세포사멸 억제제 치

료가 악성화 가능성 있는 세포의 사멸을 억제시켜 오히려 발암위험을 

증가시킬지 아니면 발암기전과 연계된 간섬유화를 억제시켜 발암 위

험을 감소시킬지 향후 결과에 매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ⅤⅤⅤⅤ....    결론결론결론결론    

 

1. 인간 간성상세포주(hTERT)에서 gliotoxin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에 

대하여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의 효과는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8의 활성도가 의미있게 억제되고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이 

억제되었다.  

 

2. Sprague-Dawley 백서에서 6% 에탄올을 함유한 Lieber-Decarli 

liquid diet를 12주 섭취시키면 혈청 AST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ALT는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조직학적으로도 대조 식이군에 비해 알

코올 식이군에서 지방성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대조 식

이군에 비하여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세포 사멸체가 의미 있게 증가되

어 이 모델은 알코올성 간손상 모델로 유용하였다. 

 

3. 알코올 식이군에서 교원질 m-RNA발현, α-SMA m-RNA와 TGF-

β m-RNA의 발현이 의미 있게 상승하여 간손상에 따른 간성상세포

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알코올 식이군의 간조직 내에서 캐스

파제-3과 캐스파제-8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4. 알코올 식이와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는 알

코올 식이군에 비해 AST와 ALT의 상승이 유의하게 억제되어 감소

하였다. 조직학적으로도 알코올 식이군에 비해 지방성 변화가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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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되었다. 

  

5. 알코올 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식이에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

을 투여한 군에서 간세포의 사멸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간조직 내

에서 캐스파제-3과 캐스파제-8의 활성도도 유의하게 감소되어 캐스

파제 억제로 인하여 세포사멸이 억제되었다. 

  

6. 알코올 식이군에서 교원질 m-RNA와 α-SMA m-RNA의 발현이 

상승된 것이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을 투여한 군에서 의미있게 

감소되어 간성상세포의 활성화가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은 알코올성 간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며 간 조직 내의 캐스파제 활성을 억제 시켜 세

포 사멸을 억제 시켜 간손상을 최소화 시켜 준다. 또한 간성상세포의 

사멸 억제에 따른 간섬유화 촉진 보다는 간세포 사멸 억제에 따른 간 

손상을 억제시켜 간섬유화에 관련된 교원질과 α-SMA의 m-RNA 발

현을 억제시키는 것이 확인되어 캐스파제 억제제 LB84451은 알코올

성 간손상과 이로 인한 간섬유화 억제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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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tic injury is characterized by hepatocyte apoptosis and 

fibrosis by activated hepatic stellate cells (HSC). Hepatocyte 

apoptosis promotes hepatic injury and activate HSC to 

produce collagen, whereas apoptosis of activated HSC 

attenuate hepatic fibrosis. Inhibition of liver cell apoptosis 

may attenuate hepatic injury and activation of HSC by blocking 

apoptosis of hepatocyte or promote fibrosis by allowance of 

accumulation of activated HSCs. Apoptosis is executed by 

caspases, a family of intracellular proteases. Pharmacological 

inhibition of caspase activity attenuate apoptosis. There was 

no study concerning of caspase inhibition directly on HSCs or 

alcohol induced hepatic injury. We examined the effect of 

noble pan-caspase inhibitor LB84451 on the human HSC cell 

line (hTERT) and alcohol induced hepatic injury model in rat to 

ascertain the net effect of inhibiting liver cell apoptosis on 

alcohol induced hepatic injury and hepatic fibrogenesis. HSC 

apoptosis was assessed by tryphan blue staining and MTT 

assay. Hepatocyte apoptosis was assessed by the terminal 

deoxynucleotdyl transferase dUTP nick-end labeling assay. 

The activity of caspase-3 and caspase-8 was assessed by 

EnzChek Caspase Assay kit. Hepatic injury was assessed by serum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al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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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transferase (ALT) determination and histopathology. 

Collagen deposion in liver tissue was quantitated by trichrome 

staining and Sirius red staining.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was used to measure mRNA for collagen, 

alpha-smooth muscle actin (α-SMA) and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TGF-β) for markers of HSC activation and 

fibrogenesis. Increased caspase-3 and caspase-8 activity in 

gliotoxin treated HSCs were attenuated by a novel caspase 

inhibitor LB84451. Gliotoxin induced HSC apoptosis was 

reduced by LB84451. Alcoholic hepatic injury, fatty liver 

change, hepatocyte apoptosis and hepatic fibrosis were 

induced in the alcohol induced hepatic injury rat model. 

Increased caspase-3 and caspase-8 activity of the liver in the 

alcohol injury were attenuated by LB84451. Liver apoptosis 

by alcohol induced hepatic injury was reduced by LB84451. 

LB84451 reduced HSC activation which was represented by 

α-SMA and collagen mRNA production. 

 In conclusion, the noble caspase inhibitor LB84451 

attenuated apoptosis of both hepatocyte and HSCs. The net 

effect of LB84451 on the alcoholic induced hepatic injury was 

attenuation of hepatic injury and fibrogenesis. This reduction 

of hepatic fibrogenesis by LB84451 is assumed mainly 

through reducing apoptosis of hepatocyte. Collectively, these 

data suggest that the noble pan-caspase inhibitor LB84451 is 

a promising agent for alcoholic liver injury and fib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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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apoptosis, hepatocyte, hepatic stellate cell, 

caspase, alcohol, fib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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