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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인터페론 감마와 헤파린이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교원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의 병인기전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확
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현재 여러 가지 치료법이 사용되
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생체 내에서 헤파린(heparin sulfates)은 세포외 기질의 한 부분으로서 세포 유착,
이동 및 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atrix metalloproteinase(MMP)
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1(TIMP-1)은 감
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헤파린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교원질 유
전자의 발현을 하향조절 시킴으로써 교원질 합성을 억제하며, 이것은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ECGF)를 첨가 시 억제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 반응은 켈로이드의 병인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페론
알파(Interferon-α),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γ
) 와 tumor necrosis factor-α
(TNF- α)의 양이 켈로이드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면역 반응 특히 T림프구가
섬유모세포의 교원질 합성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인터페론 감마가 감소된 것은 collagenase의 활성도가 감소된 것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페론 감마는 또한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헤파린 및 인터페론 감마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상군 환자의 켈로이드 조직을 채취하고 섬유모세포를 배
양하여 세포증식 정도, 교원질의 합성 정도 및 collagenase의 발현 정도를 알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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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연구 결과 헤파린 및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대조군과는 다른 세포
모양과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MTP를 이용한 세포 활성도 조사
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실험군의 섬유모세포
활성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정량적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결과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서
제 1형 교원질의 mRNA 발현이 억제되었으나 헤파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았으며
zymogram를 이용한 효소 활성도 측정에서는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실험군의 MMP-2의 활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는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활성도
를 억제하고 제 1형 교원질 mRNA 의 합성을 억제하며 MMP-2의 효소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파린과 인터페론 감마에 대한 본 연구 결과가 켈
로이드 환자의 병인 기전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인터페론 감마, 헤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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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 감마와 헤파린이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교원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 나 동 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I.

원

재

서 론

켈로이드 및 비후성 반흔은 외상이나 수술적 외부 자극에 의해서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과도한 교원질(collagen)이 침착 되는 피부의 병적 상태로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치료,

조절

및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압박과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소양증과
통증 및 주위 피부의 혈관확장 등의 문제, 실리콘에 의한 국소부종 및 발적 등의
이물반응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재발이 문제가 된다. 또한
수술적 방법, 방사선 조사, 레이저 치료 등의 병용 요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재발 및
합병증 등이 문제가 되서 환자나 치료자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켈로이드의 유발 원인으로 Kirsher등은 섬유소(fibrin)와 thrombin에 의해 촉진
되는 혈관 주위의 근육섬유모세포(myofibroblast)와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혈관이 막힘으로써 괴사가 발생, fibronectin에 의해 비정상적인 반흔이
생긴다는 ischemia설1을 발표하였고 피부 긴장도에 의한다는 mechanical the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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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3, 자가면역4, 유전적 설5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어 왔지만 켈로이드의 모든
경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창상치유 과정 중의 광범위한 이상에 의한
섬유모세포의 과다증식, 지속적인 교원질 합성의 증가(type III/type I collagen
비율의 증가), collagenases(matrix metalloprotinases-1; MMP-1)의 감소,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TIMPs; α2-macroglobulin, α1-antitrypsin)의 증가
등에 의한 과도한 세포외 기질의 생성을 켈로이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6,7.
시험관

내(in

vitro)에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triamcinolone acetonide)의 작용은 교원질과 glycosaminoglycan의
합성을 감소시키고,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며, plasma protease inhibitors를
감소시키므로서 collagenase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2. 또한
스테로이드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와

insulin-like

growth

factor-1(IGF-1)을 감소시켜서 창상 치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헤파린은 세포외 기질의 한 부분으로서 세포 유착, 이동 및 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MP-1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TIMP-1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또한 헤파린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교원질 유전자
발현을 저하시킴으로써 교원질 합성을 억제하며, 이것은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ECGF)를 첨가 시 억제능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면역 반응은
켈로이드의

병인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페론

알파(Interferon-α),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γ
)와 tumor necrosis factor-α(TNFα)의 양이 켈로이드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면역 반응 특히 T 림프구가
섬유모세포의 교원질 합성을 유도하는데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인터페론 감마가 감소된 것은 collagenase의 활성도가 감소된 것과 연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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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6,7.
이러한 스테로이드, 헤파린 및 인터페론 감마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관 내 연구를 통해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교원질
합성에 대한 헤파린과 인터페론 감마의 영향을 관찰하여 켈로이드의 원인 및 치료
기전에 대해서 일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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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조직 채취 및 섬유모세포 배양
켈로이드 환자 5명에게 켈로이드 조직부위를 멸균 상태로 소독 후 조직을
생검하였다(표 1). 이 때 조직의 중앙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와 표피층은 제거한
후 진피 부위만을 사용하여 Waymouth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 배양을 시행하였다.
조직을 Petri dish 위에 놓고 phosphate-buffered saline(PB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용액을 사용하여 2회 세척한 후 이 조직에 37°
C의 0.25%
trypsin(Sigma Co., USA) 용액을 7ml 가한 후 Pasteur pipette으로 용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세포를

분리시킨다.

약

10분

후

penicillin(300units/ml),

streptomycin(300µg/ml), actinomysin(25µg/ml)과 열비활성화 시킨 10% fetal
bovine serum(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을 배양용액으로
사용하여

100ml를

가한

후

원심분리기에서

3500RPM으로

15초간

원침시켜

침전물을 제거한 후 다시 20분간 원침시켜 침전물을 모아 배양용액 5ml에 부유시켜
세포배양용기에 옮겼다. 이 후 CO2 배양기(Forma, USA)를 이용하여 95% 대기, 5%
CO2, 37°C에서 3일간 배양한다. 이후 2-3일 간격으로 배양용액을 갈아주면서
섬유모세포가

자라서

배양용기

바닥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배양한다.

일차

세포배양이 confluent state가 되면 일차 세포 배양 용기 내에 있는 배양액을
제거하고 PBS용액으로 씻어낸 후 0.025% trypsin 2ml를 가하여 배양용기 밑바닥에
부착된 세포를 완전히 분리해 낸 다음 세포들을 모았다. 실험에서는 5세대 계대
배양 세포까지만 사용하였다. 이 배양된 세포를 hemocytometer로 계측하여 2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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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다른 세포배양기에 넣고 24시간 이후에 아래와 같은 실험군으로 나누고 약품
조작을 한 후 5일간 배양한 후 결과를 측정하였다.

표 1. 환자 별 조직 채취 부위.
나이

성별

위치

6

F

족 배부

27

M

귓볼

40

F

어깨

44

M

흉부

24

F

귓볼

2. 실험군
다음과 같은 대조군과 실험군을 이용하였다.
실험군 1(대조군) : 이차 세포 배양 후 아무런 처리 없이 5일간 배양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실험군 2 : 이차 세포배양 24시간 후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100U/ml(100uM)를 첨가하여 5일간 배양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실험군 3 : 이차 세포배양 24시간 후 헤파린 500 μg/ml를 첨가하여 5일간
배양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실험군 4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와 헤파린의 용량을 1:1로 처리한 실험군
실험군 5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와 헤파린의 용량을 1:2로 처리한 실험군
실험군 6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와 헤파린의 용량을 2:1로 처리한 실험군
실험군 7 : 이차 세포배양 24시간 후 인터페론 감마를 100U/ml를 첨가하여
5일간 배양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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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가. 대조군과 실험군의 섬유모세포의 형태학적 및 증식 정도 관찰
5일간의 이차 배양이 끝난 후 각 실험군의 섬유모세포의 형태학적 특징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나.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
실험에 사용한 약제들이 섬유모세포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실험방법은 섬유모세포를 96 well plate에

배양하고, 실험조건에 따라 이차 배양한 후, 이 fibroblast 배양액에 1mg/ml 이
되게 MT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넣고, 37°
C에서 4시간 더
배양을

한

후,

MTT가

포함된

배양액을

제거하였다.

그

후,

Dimethylsufoxide(DMSO)를 넣어 세포를 분해시켜 세포 내에 만들어진 MTT
formazan을 용해시킨 후, spectrophotometer(DU-65, Beckman Coulter, Fullerton,
Calif., USA)를 이용하여 MTT 흡광도를 측정하여 각 실험군을 비교 하였다.

다. 교원질 양의 측정
1 Total RNA 분리
®
이차 배양된 섬유모세포에서 RNeasy Kit (Qiagen, Hilden, Germany)을 사용하여

전체 RNA를 분리하였다.
2 상보적 DNA(complementary DNA; cDNA) 합성
위에서 분리한 전체 RNA 7μg에 10mM dNTP 2μl, oligo dT primer 10pmol,
RNase inhibitor, 1μl reverse transcription buffer (250mM Tris-HCl pH 8.3,
375mM KCl, 15mM MgCl2 50mM DTT), MMLV reverse transcriptase 1μl를 넣고
전체

volume을

25μl로

맞춘

뒤

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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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RNA

이차구조를

분해

(denaturation)시키고 얼음에 잠시 방치한 후 37℃에서 60분 동안 반응시켜 cDNA
로 역전사 시켰다. 그 후 95℃에서 5분간 반응시켜 역전사 효소를 불활성화 시켰다.
3 PCR법을 통한 제 1형 교원질 cDNA 증폭
이미

알려진

제

1형

교원질의

cDNA

sequence(5’
-

ATGTTCAGCTTTGTGGACCTCC-3’
, 5’
-CAATCCTCGAGCACCCTAGA-3’
)에 따
라 제작한 시발체(primer)를 사용하여 제 1형 교원질의 cDNA를 증폭시켜 전체
RNA에서 만들어진 cDNA의 일부(3μl)를 주형으로 10mM dNTP와 primer들을 각각
1μl씩 넣고 전체 volume을 25μl로 맞추어 PCR을 수행한다. 이때 동일한 양의 RNA
로 RT-PCR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대조군으로서 내부표준물질인 β-action
에 대한 primer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PCR을 수행하였다. PCR 산물
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기 영동법을 이용하였다.

라. Matrix metalloproteinase(MMP) assay
Zymogram은 SDS-PAGE(10% acrylamide)에 MMPs가 작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gelatin을 넣고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Separation gel은 30% acrylamide:bis stock
3.3ml, 1M Tris-HCl(pH 8.8) 2.5ml, 10% SDS 0.1ml, 2% gelatin 1ml, 증류수 3ml를
혼합한 후 10% ammonium persulfate 0.1ml와 TEMED 4μl를 가하여 응고시켰다.
Stacking gel은 30% acrylamide:bis stock 0.83ml, 1M Tris-HCl(pH 8.8) 0.63ml,
10% SDS 0.05ml, 증류수 3.4ml를 혼합한 후 10% ammonium persulfate 0.05ml와
TEMED 5μl를 가하여 응고시켰다. Reservoir buffer를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시행하
였다. 그 후에 상온에서 2.5% Triton X-100(Sigma, St. Louis, MO, U.S.A.) 100ml
에 1시간 담그고 흔들어 SDS를 치환, 제거 하였다. 그 후에 효소가 작용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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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m Tris와 10Mm CaCl2 혼합용액 100ml에 담구어 37도에서 밤새 배양하였다.
배양한 후 0.5% coomassie blue, 30% isopropanol, 10% acetic acid 혼합용액에 10
시간 담구어 염색한 후 10% isopropanol로 탈색하여 반응을 확인하였다.

4. 통계학적 결과 분석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 편차로 표시하며, 각 군간의 비교는 ANOVA with
multiple variance test로 검정한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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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섬유모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및 증식 정도
켈로이드 조직에서 채취한 섬유모세포의 숫자는 2-3개 정도로 적었으며 세포배양
에서는 둥근 핵을 갖는 방추형 혹은 방사선 모양의 섬유모세포가 단층 양상의 증식
과 접촉억제 양상을 보였다. 실험군 섬유모세포의 모양과 증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
보면 실험군 1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세포 숫자가 적어져서 빈 공간이 보였으
며 각 섬유모세포의 모양이 비교적 둥글게 변화된 것(cell rounding)을 관찰할 수 있
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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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1(대조군)

실험군 2

실험군 3

실험군 5

실험군 4

실험군 6

실험군 7

그림 1. 섬유모세포의 형태 및 증식 정도.
실험군 2부터 7에서 세포 숫자가 적어져서 빈 공간이 보이고 각 섬유모세포의 모
양이 비교적 둥글게 변화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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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TT assay
MTT 흡광도는 대조군과 각 실험군마다 두 차례씩 실시하였다. 대조군(0.616±
0.179)에 비해서 모든 실험군에서 평균 흡광도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p<0.05).
특히 헤파린의 경우 트리암시놀론보다 흡광도가 낮았으며 혼합요법의 경우 트리암시
놀론 단독요법보다는 흡광도가 낮았다.(p<0.001). 실험군 3(헤파린 투여군)보다는
실험군 4-6(트리암시놀론과 헤파린 동시투여)에서 평균 흡광도가 감소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의의는 없었다. 인터페론 감마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는 흡광도가 낮았으
며(p<0.05), 트리암시놀론을 처리한 실험군보다는 평균 흡광도는 작았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
대조군

TA

HS

TA+HA(1:1)

0.558

0.453

0.346

0.281

0.206

0.253

0.265

0.28

0.255

0.189

0.167

0.135

0.17

0.253

0.574

0.683

0.311

0.325

0.288

0.344

O.453

0.524

0.623

0.294

0.282

0.267

0.317

0.475

0.899

0.646

0.383

0.41

0.236

0.449

0.620

0.902

0.619

0.373

0.401

0.22

0.426

0.581

0.598

0.487

0.167

0.272

0.231

0.267

0.302

0.603

0.461

0.164

0.239

0.221

0.245

0.237

0.627

0.393

0.239

0.26

0.149

0.221

0.541

0.591

0.373

0.226

0.254

0.113

0.157

0.493

평균

0.616

0.450

0.270

0.289

0.207

0.285

0.409

표준편차

±0.179

±0.140

±0.083

±0.079

±0.057

±0.099

±0.178

환자 1

환자 2

환자 3

환자 4

환자 5

TA+HA(1:2) TA+HA(2:1)

IFN-γ

표 2. 각 실험군의 MTT 흡광도 검사 걸과(TA: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HA:헤
파린, IFN-γ:감마 인터페론). 대조군에 비해서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MTT 흡광도가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낮았으나 실험군 2에 비해서는 인
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경우 평균 흡광도는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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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 Absorbance at 570nm

0.9

0.8

0.7

0.6

*

0.5

0.4

*

0.3

*

0.2

*

*

0.1

0
1

2

3

4

5

6

실험군

그림 2. 각 실험군의 MTT 흡광도 검사 걸과. ( * : 대조군인 실험군 1에 비해서 통
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실험결과를 보인 실험군) 대조군(실험군 1)에 비해서 헤파린
이나 인터페론 감마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MTT 흡광도가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낮
았으나 실험군 2에 비해서는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경우 평균 흡광도는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었다.

3. 제 1형 교원질 mRNA의 RT-PCR에 의한 정량.
헤파린이 첨가된 실험군 3,4,5,6의 경우서는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한 ß-actin이 발
현되지 않았고 제 1형 교원질 mRNA 역시 발현되지 않거나 미세하게 발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 실험군 7(인터페론 감마)의 경우 제 1형 교원질 mRNA
발현이 약간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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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MMP-2 측정
대조군(실험군 1)에 비해서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를 첨가한 각 실험군에서
MMP-2(72Kd 과 68Kd)의 양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모든 환자에서 일
정하게 MMP-2가 증가하지는 않았다.(그림 5)

그림 3.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 헤파린과 인터페론 감마를 투여한 후 제 1형 교원
질 mRNA의 발현. 헤파린이 첨가된 실험군에서 내부 표준 물질인 ß-actin mRNA와
제 1형 교원질 mRNA 가 발현되지 않았으며 실험군 5의 경우에서만 제 1형 교원질
mRNA 발현이 미세하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험군

1

2

3

4

5

6

7

ß-actin
제 1형 교원질 mRNA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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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 인터페론 감마를 투여한 후 제 1형 교원질 mRNA
의 발현. 실험군 7의 경우 대조군(실험군 1)과 비교해볼 때 제 1형 교원질 mRNA
의 발현이 약간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DNA marker 실험군 1

2

7

ß-actin

제 1형 교원질 mRNA의
발현

그림 5. Gelatin gel을 사용한 zymogram 결과. MMP-2(72Kd, 68Kd)의 작용을 알
수 있었다.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 처리 후 MMP-2의 증가소견을 보였다.

실험군1

2

3

92Kd
72Kd
68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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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IV.

고 찰

켈로이드는 외상이나 수술, 화상 등의 상처에 이차적으로 진피에 과도한 교원질이
침착 되는 것으로 신체의 외관을 손상시키고 구축, 소양증 및 동통을 유발할 수 있
다6,7.
켈로이드 섬유모세포는 정상 진피내의 섬유모세포와 모양이나 크기는 차이가 없지
만 증식과 세포자멸사8, 세포외기질의 대사 및 성장인자에 대한 반응이7,9,10 정상 섬
유모세포와는 다르며 같은 조직에서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섬유모세포가 혼재 되
어 있다. 켈로이드 조직은 비후성 반흔에 비해서 적은 수의 세포를 포함하고 있지만
in vitro에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는 과도한 교원질, fibronectin, elastin 및
proteoglycans을 형성하며6,7 정상 섬유모세포와는 달리 glucocorticoids12, 성장인
자10,11,13, phorbol esters14 와 같은 metabolic 조절인자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을 보
인다. 이러한 과도한 교원질의 침착과는 달리 새로이 형성된 교원질의 분해는 감소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TIMPs(α2-macroglobulin, α1-antitrypsin)가 켈로
이드 조직에 많이 침착 되어 있으며 collagenase 활성도는 감소, 정상 혹은 증가 등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6,7. 또한 위와 같은 특징이 남녀간, 나이별
또는 개인간에 큰 변이를 가진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과도한
교원질 합성을 억제시키고 침착된 교원질의 분해를 촉진 시키는 것이 켈로이드 치료
의 관건으로 생각된다.
근래에 TGF-β의 신호 전달체계가 밝혀지면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TGF-β의
길항제나 수용체 길항제가 세포외 기질의 합성과 분해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7. TGF-β는 창상치유 과정 중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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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cytokine으로서 교원질, fibronectin, proteoglycan과 같은 세
포외 기질의 합성을 촉진 시키고 collagenase의 합성을 감소시키며 protease
inhibitors(TIMPs)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7,11. 이러한 합성 억제 물질의 발현 증
가와 protease의 발현 감소를 통해서 세포외 기질의 침착을 증가시키는 TGF-β는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는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이에 의해서 교원질 합성은 계속
증가된다. 비후성 반흔이나 기타 섬유성 질환에서 TGF-β는 섬유화와 연관이 있음
이 여러 가지 연구로 밝혀져 있으며 이 성장인자의 작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여러 기관이나 조직의 병적인 섬유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군에서의 세포 모양의 변화는 섬유모세포내의 cytoskeletal 구성성분의 변화
로 생각할 수 있다. 섬유모세포내의 actin filaments의 depolymerization과 같은
cytoskeleton 성분의 변화와 collagenase 합성의 증가 및 섬유모세포의 모양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17,18. 또한 세포가 양극성의 방추형 세포에서 원형 모양으로 변화
하는 것(cell rounding)은 collagenase의 합성을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TGF-ß1과
TIMP-I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 시킨다17. 이러한 세포의 모양과 procollagenase의
합성과의

관계는

다른

약물에서도

밝혀져

있다.

Cell

rounding을

유발하는

cytochalasin B는 섬유모세포에서 교원질의 합성과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Lee 등(1996)은 칼슘 길항제가 배양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actin
filaments를 depolymerization시켜서 세포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procollagenase의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18. 그러나 실험군에서의 모양변화가 어떤 기전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collagenase나 TGF-ß1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
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실험군에서 내부표준물질로 흔히 사용
하고 있는 ß-actin이 헤파린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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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헤파린의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 대한 작용도 cytoskeleton 성분의 변화로
인해서 collagenase의 합성이 증가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용량
의 헤파린을 처리하였을 때 ß-actin의 mRNA발현이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다19. 헤
파린이 ß-actin과 제 1형 교원질 mRNA의 발현을 완전히 억제하는 실험결과에 대
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법의 연구를 통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MTT assay는 세포 내 mitochondria에 존재하는 succinic dehydrogenase의 활
성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succinic dehydrogenase를 MTT로 처리하여 MTT
formazen 형성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하는 예민하고 정확한 세포독성 분석법으로 알
려져 있다20. 세포내에 만들어진 MTT formazen의 양은 살아있는 세포의 숫자와 비
례하고 세포의 활성도와도 비례한다21. 각 실험군에서 측정한 MTT assay 결과를 살
펴보면 대조군에 비해서 모든 실험군에서 의의 있는 흡광도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
었으며 이는 약품처리군에서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활성도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와 헤파린을 비교해 볼 때 헤파린이 증식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혼합요법인 경우 억제효과가 트리암시놀론 단독요법보
다는 컸으나(p<0.001) 헤파린 단독요법보다는 증식억제 효과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터페론 감마로 처리한 경우 섬유모세포의 활성도가 대조군보다는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와 비교해보면 활성도는 감소했
지만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이는 인터페론 감마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활성
도에 미치는 영향이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와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헤파린은 세포외 기질의 한 부분으로서 세포의 유착, 이동 및 증식에 관여하며, 유
전자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수용체나 연결물질로서 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effecter로
작용을 한다. 또한 세포기질 형성을 조절하며 성장인자의 활성도 및 proteinases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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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절하는 인자이다. 본 실험의 결과 헤파린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며 제 1형 교원질 mRNA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zymogram상에서 MMP-2가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발현 정도는 모든 환
자에서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는 켈로이드 등의 이상 반흔이 남녀간, 나이별 또는
개인간에 큰 변이를 가지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헤파린의 이러한 작
용에 대해서 Tyagi 등15은 d인체 심장 섬유모세포에서 헤파린이 MMPs의 활성도를
mRNA와 protein상에서 증가시키나 TIMP-1은 감소시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헤파린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교원질 유전자 발현을 하향 조절 시킴으로써 교
원질 합성을 억제하며, 이것은 ECGF를 첨가 시 억제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그러나 헤파린이 교원질의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전사 전인지 아니면 전
사 후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기전과 MMPs를 증가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인터페론 감마는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활성도를 감소시켰으며 제
1형 교원질의 양이 mRNA 상에서 감소된 것과 MMP-2가 증가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인터페론 감마는 상처치유 과정 중에 항서유화 기능을 가지는 인자로 생각
되며 배양 평활근 세포와 섬유모세포에서 α
-smooth muscle actin 표현과 증식을 감
소시키며 in vitro 및 in vivo 상에서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감소시키며 제 1형 및 3
형 교원질 합성을 mRNA 상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Collagenase에
대해서는 증가시킨다는 보고와6 저하시킨다는22 보고가 같이 있지만 인터페론 감마
가 cytoskeletal actin의 합성과 actin microfilaments의 기능적 관계의 변화를 유도
하므로 collagenase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인터페론 감마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켈로이드와 비후성 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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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사용한 보고가 있다6,22-24. 그러나 정확한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도 다른 연구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것이
트리암시놀론이나 헤파린과 같은 다른 약제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
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의 유착, 이동, 증식 및 분화에 중요역할을 담당하는 세포외기질과 교원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MMPs는 크게 collagenase(MMP-1), gelatinase A(MMP-2),
matrilysin(MMP-7), gelatinase B(MMP-9)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세포에서 분비되어 창상 기질의 분해와 remodeling에 관여하는 것으로 tissuederived inhibitors(TIMPs)에 의해서 억제된다. 이러한 MMPs는 교원질 뿐 만이 아
니라 elastin, fibronectin, proteoglycan core protein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세포외
기질의 분해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또한 MMPs와 그 길항제인
TIMPs의

발현에는

성장인자,

cytokines,

tumor

promoters,

retinoids,

dexamethazone, colchicine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6.
세포외 기질의 구성 및 대사가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로 MMPs의
발현의 변화와 같이 세포외 기질의 구성을 변화 시킬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되는 세포
의 기능을 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27. 켈로이드 섬유모세
포에서 MMPs와 TIMPs의 발현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변화
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이러
한 MMPs와 TIMPs의 변화를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성질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는 약물을 처리한 군에서 MMP-2가 증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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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s에 대한 연구와 함께 TIMPs 및 전사 후의 단계에서의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의 병인기전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설명되고 있지만 정확
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현재 여러 가지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헤파린과 인터페
론 감마에 대한 본 실험의 결과는 켈로이드 환자의 병인 기전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
법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2 -

V.

결 론

헤파린과 인터페론 감마가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교원질 합성에 어떠한 효과를 나
타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In vitro 연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1. 헤파린 및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대조군과는 다른 형태의 섬유모
세포 모양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MTP를 이용한 세포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헤파린이나 인터
페론 감마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섬유모세포의 활성도가 감소하였다.
3. 정량적 RT-PCR 결과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서 제 1형 교원질의 mRNA 발현
이 억제되었다. 헤파린의 경우 제 1형 교원질의 mRNA 발현과 β-actin의 발현
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4. Zymogram를 이용한 효소 활성도 측정에서는 MMP-2의 활성이 대조군에 비
해서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는 켈로이드 섬유모세포의 활성도
를 억제하고 제 1형 교원질 mRNA 의 합성을 억제하고 MMP-2의 효소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헤파린이나 인터페론 감마의 정확한 작용기
전을 알기 위해서는 단백질 발현 및 TIMPs등의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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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F-γand heparin on keloid fibroblast
collagen production
Won Jai Lee
The Graduate School, Colla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Kyun Rah)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pathophysiology of keloids and hypertrophic
scars but the exact cause is not known. Many different treatment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but none have shown satisfactory results.
It is known that heparin sulfate, an 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is
associated with cell adhesion, migration and proliferation in vivo and increases
MMP activity while decreasing TIMP-1 activity. Also, heparin inhibits collagen
synthesis of the keloid fibroblasts by down-regulating collagen gene expression.
The reaction is prominent when ECGF is added. The immune response seems to
be significant in the pathogenesis of keloids. Reductions in interferon-γ and
tumor necrosis factor-α concentration clearly suggest that immune system,
especially T-lymphocyt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duction of collagen
formation by fibroblasts. It is known that a reduced INF-γis responsible for
reduced collagenase activity. Furthermore, INF-γ inhibits the proliferation of
fibroblasts.
To study the effects of heparin and INF-γ on keloid fibroblasts, w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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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d the fibroblasts of keloid tissues from selected patients and investigated
the amount of cell proliferation, collagen synthesis and expression of
collagenase by MTT, RT-PCR and zym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y
group exhibits a different amount of fibroblast proliferation and cell morpholog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lso a decrease in fibroblast activity
in study group, when heparin or INF-γwas u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type I collagen mRNA expression was shown to decrease by heparin and
INF-γon quantitative RT-PCR results. MMP-2 activity was shown to increase
in study group using zymogram.
As seen in the results, heparin and INF-γ inhibit keloid fibroblast activity,
decrease synthesis of type I collagen mRNA and increases enzyme activity of
MMP-2. This study may be a beginning of discovering new treatment methods in
keloids and determining the pathophysiology of kel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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