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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에서 유발한 역류성 식도염에서  

산소 유리기, NF-κB 및 cyclooxygenase-2의 역할

     역류성 식도염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위산억제 기능이 있는 여러 가지 약제를 이용한 계속적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

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산 분비 

억제제 외에 항산화제의 치료 효과를 증명하고자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에  

산소 유리기, NF-κB 및 cycooxygenase-2 (COX-2)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백서에서 3 mm 크기의 가는 ring을 Treiz ligment에서 1 cm 하방의 

십이지장으로 밀어 넣어 위치하게 하여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켰다. 이들 역

류성 식도염에  대해 항산화제(rebamipide 또는 DA-9601), ranitidine 나 

nizatidine 등을 단독 혹은 병합 투여한 후 그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DA-9601 단독투여에서 ranitidine 혹은 nizatidine 투여 군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nizatidine과 DA-9601을 병합 투여한 경우 가장 

의미 있는 치료 결과를 보였다.  Malondialdehyde의 증가와 NF-κB의 활성 

증가, 그리고 reduced glutathione의 점막 내 감소가 유발된 역류성 식도염에

서 관찰되었으나, 병합 치료된 식도 점막에서는 의미 있는 malondialdehyde 

및 myeloperoxidase activity의 감소, NF-κB의 활성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점막 내 reduced glutathione (GSH), metallothionein-1, 그리고 heat shock 

protein70이 의미 있게 보존되어 있었다. 식도에 염증이 심화할수록 COX-2

의 과발현이 역류성 식도염에서 관찰되었으며, 항산화제로 치유된 식도 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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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산에 

의한 식도 점막의 손상뿐만 아니라, 산소 유리기가 병인에 관여하는 중요한 

매개 인자이며 NF-κB 활성도 그리고 COX-2의 과발현과 관련된 염증 반응으

로 산 분비 억제제와 더불어 항산화제를 병합하는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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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되는 말: 역류성 식도염, NF-κB, malondiadehyde, reduced 

glutathione, rebamipide, DA-9601, ranitidine, nizatidine, 

cyclooxygenase-2, 항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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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서 유발한 역류성 식도염에서  

산소 유리기, NF-κB 및 cyclooxygenase-2의 역할

<지도 교수 이상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위학과

이 홍 우     

I. 서론 

  역류성 식도염(reflux esophagitis)은 흉통, 구토, 오심, 연하통증 등과 같

은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근래에 들어 서구화된 식생활 및 고

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식도에 발

생하는 염증이외에도 인후염, 후두염 및 재발성 폐렴 등의 여러 질환과 관련

이 되어 있어 이 질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1,2. 역류

성 식도염의 원인으로는 하부식도 괄약근(lower esophageal sphincter: 

LES)의 일과성 이완 및 결함에 의한 산 역류성 식도 점막 상해가 주된 병인

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끼에서 위산과 펩신의 역류를 유발시켜 생긴 식도염

이 사람에서의 역류성 식도염과 유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나, 식도 점막손상

을 단지 위산 노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3,4. 특히 산 역류의 정도와 역류

성 식도염에 의한 점막의 손상 정도와는 비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서, 병인에 연관되어 위나 장에서와 같은 점막에서 유리되거나 관련이 있

는 다른 여러 가지 매개 요인들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5-6. 이러한 병인에 

연관된 새로운 매개 인자중의 하나로서 산소 유리기(oxygen derived free 

radicals), NF-κB, 및 cyclooxygenase-2 (COX-2) 등이 제안되어,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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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9-14.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생활습관의 조절(life-style 

modifications)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다15. 즉, 과식을 피하고, 식후에 바

로 드러눕지 않으며, 밤참이나 야식을 피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하부식도 

괄약근 압력을 낮추는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커피, 홍차, 박하, 

초콜릿 등을 삼가 하여야 하며, 비만인 경우 체중을 줄여야 하고, 몸에 조이

는 옷을 입지 않으며, 일상생활 중에서 몸을 숙이는 것을 피하고, 취침 시 침

대의 상체 부분을 6-8인치 정도 올려서 중력을 이용하여 위식도 역류를 억

제하는 방법, 그리고 수면제, 칼슘 채널 길항제(calcium channel antagonist) 

등의 복용을 금하는 등의 많은 방법이 있다15. 약물요법으로서는 보편적으로 

제산제(antacids)나 위 장관 운동 조절제(prokinetics)를 가장 많이 사용해 

왔다15,16. 그 후 histamine type 2 receptor antagonist 및 proton pump 

inhibitor (PPI) 제제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로 소

개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16,17. 그 외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술은 약

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이거나, 반응이 있어도 지나치게 자주 재발하는 

경우 및 합병증(식도 협착, 하부식도 괄약근 이상 등)으로 인한 경우 등에서 

시행되는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17-19.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있어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histamine type 2 

receptor antagonist 및 PPI 제제는 모두 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로, 위 점

막의 벽 세포에서의 산 분비량을 줄여 위산 역류시 발생되는 증상을 완화시

키며, 손상된 식도 점막을 치유케 하고 합병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

나 최대 40-60%에 이르는 환자의 경우는 충분한 기간의 산 분비 억제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전한 소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협착이

나 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15-19.  

  따라서 이들 환자에선 위산 역류 외에 다른 인자, 특히 유리 산소기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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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 식도 점막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9-11. 유리 산소기는 허

혈성 손상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에탄올에 의한 급성 위 장관 점막의 

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리 산소기 소거제 투여 시 점막 손상이 감소

됨이 보고 되었다20. 최근의 연구에서 항산화제인 rebamipide가 항산화 역할

을 통해 위 점막의 염증 및 손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

었다21. 또한 Atremia asiatica의 에탄올 추출물인 DA-9601이 점막의 

prostaglandins을 증가시키거나 superoxide나 hydroxy radical의 소거기능

이 보고되었다22,23. 

  따라서 본 연구는 백서의 위식도 역류 모델에서 항산화제 및 산 분비 억제

제 모두 식도 점막의 손상을 억제하고 재생을 유도하는지를 알아보고, 유리 

산소기, NF-κB 및 COX-2가 식도염의 발생 및, 조직 손상을 매개하는 중요

한 인자들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치

료에서 산 분비 억제제외에 항산화제를 병합하여 투여하는 것이 병인과 관련

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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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몸무게 200 g 전후의 약 8주된 수컷 Sprague-Dawley 백서 108 마리를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가. 역류성 식도염의 유발

  백서에서 실험 24시간 전부터 물을 제외하고 금식을 시킨 후 ketamine 근

육주사(20 mg/100 g body weight)로 전신마취 하에 xiphoid 하방 정중선

을 따라 개복하고 다음의 각각 12마리씩 2개의 군으로 구분하였다. 

  인위적인 위식도 역류는 개복 후 준비된 3 mm 크기의 caliber ring을 십이

지장의 근위부에 집어넣은 1군 과 Treiz ligament에서 1 Cm 하방의 십이지

장으로 밀어 넣어 위치케 한 2군으로 구분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주로 위산의 역류가 일어나게 되며, 후자의 경우 산과 알칼리가 같이 역

류되는 경우로 하였다. 만일 완전히 결찰 하는 경우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생존할 수 없게 되므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해 스칼프 니들 링을 

사용하였다. 위식도 역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미주신경은 보존하고 

longitudinal cardiomyotomy를 시행한다. 또한 이들 쥐는 foregut가 있어서 

역류되는 물질이 foregut에 저류할 수 있으므로 이 부위를 결찰한다(Figure 

1).

  24시간 뒤 이들 쥐를 부검한 결과, 지속적인 산 역류에 의한 식도 점막의 

손상에 비해 산 및 담즙역류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육안적인 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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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차이가 현격하여 산만 역류시킨 군에서는 심한 식도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에 산과 알칼리가 복합 역류된 군에서는 심한 궤양이 발생되었다. 

또한 점막손상의 정도에 비례하여 의미있는 식도 점막의 산화성 손상이 유발

되었음이 관찰되어 본 실험에서는 복합역류를 일으키는 것을 대상실험  모델

로 사용하였다(Figure 2).  

 나. 역류성 식도염에서의 산 분비 억제제와 항산화제의 치료 효과

  산과 알칼리의 복합 역류가 보다 더 큰 역류성 식도점막의 산화적 손상을 

유발시킨 예비실험의 결과에 따라 백서를 12마리씩 7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역류성 식도염에 미치는 항산화제와 산 분비 억제제의 투여 효과를 비교하였

다. 

1군) 개복(sham operation: midline laparotomy)만 시행하여 대조군으로 이

용하고,

2군) 위식도 역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위식도 역류에 의한 식도염 모델 대조

군으로 한다. 인위적인 위식도 역류는 개복 후 준비된 3 mm 크기의 ring을 

Treiz ligament에서 1 cm 하방의 십이지장으로 밀어 넣어 위치하게 하고, 위

식도 역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미주신경은 보존하고 longitudinal 

cardiomyotomy를 시행하였다.

3-7군) 위식도 역류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rebamipide (MucostaⓇ, 

Otsuka Pharmaceutical Co., Korea) 10 mg/kg을 처치하여 3군으로, 

DA-9601 (StillenⓇ, Dong-A Pharmaceutical Co., Korea) 100 mg/kg을 처

치하여 4군으로, ranitidine hydrochloride (ZantacⓇ, GlaxoSmithCline, UK) 

10 mg/kg을 처치하여 5군으로, nizatidine (AxidⓇ, Eli Lilly, USA) 20 

mg/kg을 처치하여 6군으로, 그리고 DA-9601 와 nizatidine을 함께 처치하여 

7군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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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각기 군에 따르는 시술을 마치고, 복벽을 봉합한 후 mesh-bottom 

cage내에서 24시간 동안 물을 제외하고 금식시켰다.

다. 식도 점막의 채취와 식도점막의 육안적 평가 

  수술 24시간 후, 전 식도를 적출한 후 0.9% NaCl로 린스 후 점막의  육안

적 병변을 관찰하여 다음의 기준 하에 점수를 매겼다(Table 1).

0 점: 아무 손상이 없는 듯 보이는 정상의 점막

1 점: 부종 및 점상의 출혈이 보이는 경우

2 점; 몇몇의 hematins이 있는 미란성 병변이 보이는 경우

3 점: 종형의 궤양성 병변(linear ulceration with yellowish exudates)이 관

찰되는 경우

4 점: 궤양이 확장되어 서로 복합으로 보이는 궤양성 병변들(coalesced 

ulcerations)

 라. 식도 점막의 조직학적 활성도 평가

  육안적 병변의 등급을 매긴 후 전체 식도 중에서 병변이 가장 심한 곳을 1 

mm 절취하여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킨 후 파라핀절편을 만들고,  HE 

(hematoxylin-eosin)염색 하에서 염증의 정도를 현미경상에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식도궤양의 정도에 따라서 0-4점까지 구분하였으며

둘째, 염증의 증도에 따라 0-3점까지

셋째, 점막 재생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0-3점까지 구분하여 이를 점수화 하

고 평가 한다23(Table 2). 

  나머지 식도부위에서 점막 층을 채취하여 액화 질소 내에 동결시킨 후 생화

학적 분석 등의 검사 전까지 영하 80℃ 냉동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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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화성 손상지표의 측정

  지질과산화물은 Buege 및 Aust에 의한 방법인 TBA-test를 이용,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 (TBARS)형성을 specrofluorometer 

(nanomoles/gram of  tissue)로 측정한다25. 측정 검체를 tiobarbituric acid

와 함께 낮은 pH에서 96℃에서 15분간 열을 가하여, pink chromogen을 515 

nm에서 excitation되고 553 nm에서 emission되는 specrofluorometer로 측

정하였다25. 

  Reduced glutathione (GSH) level은 BIOXYTECH GSH-400 assay (OXIS 

International, Inc., Portland, 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yeloperoxidase (MPO)는 0.5%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및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6.0에 섞어 조직을 균질화하여 

추출해 냉장 후 상층부를 0.167 mg/ml o-dianisidine peroxide (ICN 

Biomedicals, Costa Mesa, CA) 및 0.005% hydrogen peroxide를 포함한 

50 mM PBS 2.9 ml에 섞어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바.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 supershift EMSA for 

NF-κB 

  각 군에서 10 μg의 nuclear proteins을 추출하여 NF-κB binding site 

(GATCGAGGGGGACTTTCCCAGC)를 가진 20 ρg의 32P-labled 

oligonucleotides와 1 mg의 poly dI-dC을 20 mM HEPES, 4 mM MgCl2, 

50 mM CaCl2, 1 mM EDTA, 1 mM DTT 및 4% glycerol을 포함한 5 μl의 

용액에 25℃ 30분간 incubation시켰다. 이를 non-denaturing 6% 

polyacrylamide gel with 0.25x TBE electrophoresis buffer로 

electrophresis하였다. 이후 gels은 건조시키고 -70℃의 intensifying 

screens에 24시간동안 radiography film에 노출시켰다. Supershift EMS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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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염을 가진 식도의 점막 추출물에서 Rel proteins (p50, p65, p52, c-Rel)

에 대한 rabbit antibodies로 oxygen free radicals-activated NF-κB 

dimers를 가진 Rel proteins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 때 각 

anti-p50, -p65, -p52, -c-Rel antibodies (Santa-Cruz, CA)들을 NF-κB 

probe와 섞어 30분간 incubation 시켰다.  

  사. Western blot analysis for IκBα, heat shock protein70 (HSP70), 

metallothionein-1 (MT-1) & COX-2. 

   백서에서 적출된 동결 조직에서  immunofluorescence staining하는 

antibodies를 이용하여 immunoblotting하였다. 검체를 ice-cold 

phosphate-buffered saline에 두 번 씻고 0.2 ml ice-cold lysis buffer (10 

mM HEPES, pH7.8, 10 mM KCl, 2 mM MgCl2, 1 mM DTT, 0.1 mM 

EDTA, 0.1 mM PMSF)을 Teflon과 함께 20초간 용해시켰다. 이를 15분간 

유지 시킨 다음 10% NP-40 용액을 100 μl 더하여, 4℃ 12000 rpm 에서 

30초간 원심 분리하여 supernatents를 얻어 SDS loading buffer와 함께 5분

간 boiling하였다.  30 μg/lane의 각 단백을 4- 12%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150V, 100분)에 분리하여 polyvinyl difluoride 

membrane에 transfer시켰다. Membrane은 5% non-fat drymilk in 

phosphate-buffered saline solution with 0.1% (v/v) Twen-20 (PBS-T)에 

상온에서 30분간 적셔, murine IκBα (Santa-Cruz, Santa Cruz, CA), heat 

shock protein (HSP-70, StressGen, Victoria, BC, Canada), 그리고 

metallothionein-1 (MT-1, Santa Cruz)에 대한 purified polyclonal rabbit 

IgG antibody들(1:1000, 1:200, 1:50 dilution)에 상온에서 4시간 incubation

시킨 후 5분간 3회 washing후 blotting하였다. 그 외에는 goat anti-rabbit 

IgG antibody coupled to hoarseradish  peroxidase at 1:2500 dilu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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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T에서 상온에 1시간 incubation하여 각각 5분씩 3번 washing후 

blotting하는데,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kit로 검출하였다. 

COX-2에 대한 polyclonal antibodies (1:1000 dilution, Santa Cruz)도 같은 

과정에서 incubation시킨 후 hoarseradish peroxidase-labled secondary 

antibodis (BioRad, 1:1000 dilution)로 섞어 준 후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UK)로 검출하였다.       

  

 아. 통계적 분석

  각 군의 자료는 모두 평균±표준편차(mean±SD)로 표기하며, 통계분석은 통

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PC 7.5®를 사용하여, ANOVA분석을 하며, p 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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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육안적 소견

  제 1군에서 5군까지의 육안적인 소견을 비교한 결과 2군의 역류성 식도염

을 가진 식도에서 심한 종형의 궤양성 병변 및 출혈성 병변들이 관찰 되었으

며, 식도 벽의 두께가 sham-operation만 한 경우(제 1군)에 비해 매우 증가

되어 있었다. 제 3군(rebamipide 투여군)과 4군(DA-9601 투여군) 모두에서 

몇 몇 개의 미란성 병변과 경도의 출혈성 반점들이 식도 점막에 관찰되었다. 

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하였던 제 5군(ranitidine 투여군)과 6군(nizatidine 투

여군)의 경우 2군에 비해 식도 벽의 두께 및 궤양성병변의 정도가 경미하지

만, 몇몇 종형의 궤양이 있었으며, 여전히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제 2군

과 비교하여 육안적인 병변의 점수가 좋아짐을 관찰하였으나, 항산화제를 투

여 하였던 제3군과 제 4군에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육안적 병변의 점

수가 좋았다(p<0.05). 항산화제와 산 분비 억제제를 병합 투여하였던 제 7군

(DA-9601과 nizatidine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는 보다 더 나은 상승효과를 

관찰하였다(p<0.05)(Figure 3). 

2. 조직학적 소견

  육안적인 소견들을 조직 병리학적으로 궤양의 정도, 염증의 정도 및 식도점

막 재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제 2군에 비해 항산화제를 투여하였

던 제 3군과 제 4군에서 유의하게 궤양 및 염증의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관찰

하였다(p<0.01). 또한 이들 군에서 역시 점막 재생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음

을 관찰하였다(p<0.01). 또한 병합 투여한 제 7군에서는 보다 상승된 유의한 

치료 효과를 관찰하였다(p<0.01)(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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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화성 손상지표의 측정

  이들 점막의 homogenate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lipid peroxidation을 대

변해 주는 malondialdehyde (MDA)를 측정해본 결과 제 2군에 비해 항산화

제를 투여한 제 3군과 4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으나, 산 분비 억제제

를 투여 했던 제 5군과 6군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p<0.01). 

세포속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GSH level을 재어본 결과 항산화제를 투여

한 제 3군과 제 4군에서 2군에 비해 유의한 상승을 보여 scavenger action이 

덜 감소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Myeoeloperoxidase (MPO)의 경우도 마

찬가지로 항산화제를 투여했던 제 3군과 4군 모두에서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

나, 제 3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p<0.01). 항산화제와 

산 분비 억제제를 병합투여한 제 7군에서는 MDA과 reduced glutathione이 

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 및 증가된 소견을 관찰하였으며, 그리고 MPO 역시 가

장 유의한 감소 소견을 관찰하였다(p<0.001)(Figure 5).

4. EMSA and supershift EMSA for NF-κB

  EMSA 결과, 제 1군에서는 가장 미미한 NF-κB binding을 관찰 하였으며, 

제 2군에서는 현저히 증가된 NF-κB binding을 관찰 하였다. 항산화제 투여군

인 제 3군과 제 4군에서 이러한 NF-κB binding이 감소되어 있었다. 한편,항

산화제와 산 분비 억제제를 병합투여한 제 7군에서 최대의 NF-κB binding의 

억제 효과를 관찰하였다. NF-κB는 p50, p65, p52, c-Rel 의 4가지 subunit

로 되어있는데 특히 p50에 대한 antibody가 투여된 군에서 주로 

supershifting되어 이 부분이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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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stern blot analysis for IκBα, HSP70, MT-1 and COX-2 

 IκBα는 NF-κB의 활성도가 증가된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IκBα의 감소는 

NF-κB의 활성화됨을 보여 주는데, 항산화제가 투여된 제 3군과 4군에서 IκB

α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어 NF-κB의 활성도가 감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염증에 관여된 prostaglandin의 중요한 매개인자로 알려진 COX-2를 측정

하였는데 역류성 식도염 유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항산화제 

투여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또한 세포 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HSP70을 측정하였는데 항산화제 투여군에서 정상대조군과 유사하게 

HSP70이 보존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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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식도점막의 손상에 관여하는 여러 매개 인자 

중 산소 유리기, NF-κB  및 COX-2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억제하는 

약제 및 위산 분비의 억제제를 병합하여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여 증명해준 연구결과이다. 역류성 식도염의 병인의 기본은 위산의 역

류에 의한다고 하지만, 여러 연구 및 본 실험의 결과 위산의 역류와 더불어 

담즙에 의한 복합적인 역류에서 훨신 더 심한 식도점막의 손상을 관찰되었기 

때문에 위산의 역류에 의한 직접적인 식도손상이외에 또 다른 병인으로 역류

에 따라 발생하는 산소 유리기에 의한 점막손상을 제안하고 있다. 때문에 이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예방 및 치료에 모두 중요하며, 

특히 손상된 식도점막의 치유 그리고 세포보호기능(cytoprotective action)까

지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보고에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대한 반응에서 NF-κB는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에 중요한 인자이며 

NF-kB의 핵내 이동을 조절해주는 IκBα도 중요한 인자인데, 산 분비의 억제

만으로는 NF-κB의 활성을 억제시키거나 IκBα의 level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 몇몇 실험에서 위식도 역류가 산소 유리기를 생성하고 lipid peroxide

를 만들어 식도점막을 손상케 하여 식도염을 유발한다고 하였다20,26,27. 또 다

른 실험은 백서에서 역류성 식도염 유발을 SOD, catalase 및 DA-9601과 같

은 산소 유리기 소거제를 투여함으로써 식도점막의 손상을 현저히 줄여 산소 

유리기가 역류성 식도염의 병인에 가장 중요한 병인이라 지목하였다20,27. 실제

로 여러 종류의 산소 유리기 소거제를 투여시 식도점막의 손상이 방지 되었다

는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는 이미 문헌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10,26,28. 토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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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실험에서도 위산과 펩신에 의한 식도손상이 사람의 역류성 식도염과 유

사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의 위산에 대한 노출은 보다 복잡하고도 

가능한 식도점막의 방어 기전을 유발하게끔 하지 못하였으며, 역류 정도와 식

도점막의 손상 정도와는 관련성이 적었다4.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에서의 식도

점막의 손상정도는 위산 노출 외에 다른 중요한 매개 요인 및 식도점막의 방

어인자 등이 관여할 것을 시사하였다29-32.

  본 연구에서도 동물을 실험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충분한 기간의 역류를 통

한 식도 점막의 손상이 아니므로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보다 더 긴 시간의 

인위적인 위식도 역류를 작은 크기의 caliber ring을 Treiz ligament에서 1 

cm 하방의 십이지장에 위치시켜 발생시켰으며, 이 경우 산소 유리기가 역류

성 식도염의 병인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작은 직경의 

ring을 십이지장에서 pyloric ring쪽으로 밀어 넣어 위산 역류의 모델을 만든 

경우에서는 앞에서의 복합 역류보다 의미 있게 적은 chemiluminescence 

activity 및 lipid peroxide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위산 단독에 의한 역류로는 

충분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지 못하였으며, 식도의 방어 시스템이 공격 시

스템 보다 더 중요하였다. 위산 단독으로 유발된 역류성 식도염은 보다 경미 

했는데, 위산의 역류 단독으로는 세포막 손상을 줄만한 충분한 산소유리기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33. 이러한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 매우 심하고 

여러 합병증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는 위산의 역류 외에 오랫동안

의 담즙역류가 있었을 것을 추정하게 한다34. 게다가 산소 유리기는 때때로 

8-hydroxydeoxyguanosine (8-OHdG) 의 형성을 증가시키고 cell cycle 

regulators의 deletion/ mutation과 같은 DNA 손상을 유발하는 carcinogens

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지속적인 복합적인 역류는 악성으로의 변형 위험성을 

가진 바렛 식도를 생성시키기도 한다35.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환자의 많은 경우에서 적절한 생활습관의 조절요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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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 반응하지만, 의사를 찾아온 증상을 가진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많은 경

우에서 sucralfate와 같은 제제나 생활습관의 조절만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다고 한다36,37. 때문에 이런 경우 위산분비 억제제 (histamine type 2 

receptor antagonist 및 PPI 제제)로 위산분비를 줄여주는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17. 수많은 보고에서 상기 약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약 

20-40%까지의 환자들이 이러한 약물요법에 충분한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고 

하며, 일부의 보고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40-60%는 충분한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점막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장관운동 조

절 약제를 병합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도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경

우에서 완전한 치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38-41. 때문에 이제 산과 펩신으로부

터의 병인에서 벗어나 또 다른 병인을 밝힘으로써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찾아

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앞서 시행되고 있는 위산분비 억제와 더

불어 식도점막에서의 유리 산소기 생성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데 산 분비 억제제로 치료시 70-90%에서 

유효하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소 유리기를 충분히 감소시키는 데는 유효

하지 못하므로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Metallothionein (MT)은 카드뮴(cadmium), 아연(zinc), 및 구리(copper) 등

의 금속들과 cysteine을 가진 low molecular protein으로 금속들을 

sequester 혹은 dispense하여 celluar homeostasis 및 중금속으로부터의 보

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MT는 최근 hydroxyl radical의 소거기능으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기능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여러 실험에서 

MT는 nitric oxide 및 H2O2 에 의한 DNA손상 및 세포독성을 방지하고 유리

기에 의한 lipid peroxidation을 방지하였다42-45. 이에 역류성 식도염 모델에

서 항산화제 투여에 의한 효과는 MT-1 및 HSP70을 보존함으로써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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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보호 효과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이미 기존에 rebamipide가 HSP70

을 유도하여 유리 산소기에 의한 세포독성으로부터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낸다

고 보고 된 바 있다46,47. HSP70의 생성은 역류성 식도 점막손상으로부터 식

도점막세포내 중요한 방어기전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최근의 여러 

cytoprotective proteins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복합 역류에 의한 식도점막의 

손상에 대해 식도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단순히 위산증가와 관련된 점

막손상을 약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NF-κB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cellular response에 관련된 

redox-sensitive transcription factor로 알려져 있다48,49. 거의 모든 염증 과

정은 NF-κB를 활성화 시키는데 N-acetyl-L-cystein, GSH, thioredoxin, 

pyrrolidine dithiocarbamate와 같은 항산화제에 의해서 혹은 항산화 효소제

의 과발현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고 한다50,51. 몇몇 특수한 세포에 대한 

oxidative stress는 IκB의 과인산화 된 형태(hyperphosphorylated form)의 

출현이 유발되는데 proteosome inhibitors가 없는 경우 곧 degeneration 된

다고 한다52.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NF-κB의 활성이 증가하고 IκBα의 양이 감

소되는데, 항산화제와 산 분비 억제제를 함께 투여한 경우 NF-κB의 활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IκBα의 phosphorylation 및 proteosomic 

degradation이 방지 되었다.

  COX-2는 염증에 관여된 prostaglandin의 생성에 중요한 매개인자로 보고 

되어져 있다. 특히, 소화성 궤양의 발생과 치유과정에서 COX-2의 역할에 대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3,54. 동물실험에서의 각종 소화성궤양의 모델에

서 궤양의 변연부에서 COX-2 과발현이 알려져 있으며 COX-2 억제제의 투

여가 궤양의 치유를 촉진시킴이 보고 되어 있다55. 역류성 식도염에서 COX-2

의 과발현이 관찰 되었으며 항산화제 투여에 의해 의미 있게 감소되어 이와 

관련된 조직손상이 방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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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위산분비 억제제와 함께 항산화 작용이 있는 

점막보호제를 같이 투여하면 산 역류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식도점막 손

상으로부터 식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점막을 빨리 재생시키기 때문에 앞

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기존의 산 분비억제 외에 항산화제를 같이 투여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인데 이를 산소 유리기, NF-κB 및 COX-2의 역

할을 통해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산소 유리기는 역류성 식도염의 병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

개인자로 NF-κB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리고 COX-2를 과발현하게 하여 식도 

점막에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산 분비 억제제만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다소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의 병합요법이 제안되어 지며, 

향후 보다 더 자세한 병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병합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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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산 역류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식도점막 

손상으로부터 점막을 재생시키고 세포보호능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존의 산 분

비억제 외에 항산화제를 같이 투여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백서를 대상으로 한 

산 및 알칼리 복합 역류모델을 만들어, 산소유리기, NF-κB 및 COX-2의 역

할을 통해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 산소유리기는 역류성 식도염의 병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

인자로 NF-κB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리고 COX-2를 과발현하게 하여 식도 점

막에 염증반응을 일으켰다. 때문에 산 분비 억제제만 투여한 경우보다 항산화

제를 함께 투여한 경우에서 보다 적은 점막손상을 보였고, 더불어 산 분비 억

제제와 항산화제를 병합 투여한 경우에서 가장 역류성 식도염의 현저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서 산 분비 억제제만으로

는 불충분하며, 항산화제의 병합요법의 보다 나은 치료 방법으로 제안하며, 향

후 추가적인 병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항산화제 뿐 아니라 더 나은 병합 치

료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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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ygen-derived free radicals, NF-kB & COX-2 

other than acid in the pathogenesis of reflux esophagitis

(animal model and new pathogenesis) 

Hong Woo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In Lee)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more potent acid suppressive drugs, 

considerable portions of patients suffered from sustaining symptoms and 

incomplete healing of reflux esophagitis. This aim of our study was to prove 

whether the addition of an antioxidant is indispensable for the treatment of 

reflux esophagitis. Reflux esophagitis in rats was induced by the insertion of 

3 mm caliber ring into the duodenum 1 cm distal to the ligament of Treitz. 

Rats with reflux esophagitis were treated with antioxidative drug (rebamipide 

or DA-9601) and/or ranitidine/ nizatidine having both anti-secretory and 

prokinetic actions. Although DA-9601 alone attenuated the gross esophagitis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treated with either ranitidine or nizatid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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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ignificantly improved results were observed in rats treated with the 

combination of DA-9601 and nizatidine. Significantly increased amount of 

malondialdehyde (MDA)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d amounts of NF-κB 

activations, and depletion of mucosal reduced glutathione (GSH) were 

observed in reflux esophagitis, but the combination treatment triggered the 

significant reductions in MDA amounts, MPO activities, and the activations of 

NF-κB and the significant preservations of esophageal mucosal GSH, 

metallothionein-1, and heat shock protein 70 levels. Increased expressions of 

COX-2 were observed in the mucosa of reflux esophagitis, which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antioxidant treatment. In conclusion, both 

antioxidative and acid suppressive drug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line 

therapeutics for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reflux esopha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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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reflux esophagitis, NF-κB, malondialdehyde, reduced glutathione, 

rebamipide, DA-9601, ranitidine, nizatidine, cyclooxygenase-2, a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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