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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rotease-Activated Receptor 활성화가  

급성췌장염의 병태생리에 미치는 향

  Protease-actvated receptor(PAR)가 cloning된 이후로 PAR1부터 PAR4까지 4가

지 아형이 cloning되었다. 그중 PAR1, PAR3, PAR4는 혈액의 thrombin에 의해, 그

리고 PAR2는 췌장 trypsin에 의해 활성화되어 세포내 칼슘신호를 유발한다고 밝혀

져 있다. 최근 PAR는 급성췌장염의 병인 기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PAR 활성화가 췌장 세포와 전신 세포, 혈관 내피세포 및 면

역세포 등에서 염증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들이 전신 조직 부작용과 관

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췌장 선세포 손상에 대한 PAR의 향 및 기전을 분자 생물학적 

및 세포 생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용체 활성화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와 면역세포의 기능 변동과 흰쥐 실험에서 급성췌장염 전신부작용 발생을 

알아보고자 하 다. 

  췌장 선세포에서 trypsin과 PAR 수용체 효현제를 투여한 결과  PAR2 활성화는 

세포내 칼슘신호를 유발하고 NF-kB를 활성화 하 지만 세포 손상지표의 변화는 없

었다. 면역세포(THP-1, 호중구유래)와 내피세포(HUVEC)에서 trypsin과 PAR 수용

체 효현제 투여는 PAR2를 활성화시켜 세포내 칼슘신호를 유발하 고, eNOS, 

iNOS, IL-8의 mRNA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Nitric oxide생성을 증가시켯다. 생체 

실험에서 PAR2 효현제는 흰쥐의 혈압응 의의 있게 하강시켰다.

  이상의 결과에서 PAR2 활성화는 췌장 선세포 자체에는 뚜렷한 손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염증전구신호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 으며 

염증 관련 신호 및 cytokine 생성을 증가시키고 전신혈압을 하강시킴을 알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PAR2는 급성췌장염에서 간질액으로 유리되는 trypsin에 의해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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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이는 심한 전신부작용을 일으키는 중요기전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protease-activated receptor(PAR), 선세포, 면역세포, 내피세포,

            급성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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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se-Activated Receptor 활성화가  

급성췌장염의 병태생리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김경환, 윤방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 경 희

Ⅰ. 서론

급성췌장염의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췌장염을 유발 및 악화

시키는 병인론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역학 조사에 의하면 구미의 경우 최근 

발병빈도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매년 10만명 당 4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1. 급

성췌장염 환자의 10-15%는 심한 전신증상과 합병증을 나타내며 중증의 경과를 밟

게 되면 사망률이 20-30%에 이르고 있다
2
. 치료로는 아직까지는 통증 완화, 수액요

법, 금식, 비위관 흡입술 등 췌장을 휴식시키는 방법과 전신 및 국소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가소화 기전에 따른 cholecystokinin (CCK) 수용체 과도활성

화와 활성산소 등이 병인기전에 중요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의 억제 물질들은 

실제 임상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세포간질 및 혈

액으로 유리되는 trypsin을 억제하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만이 제한적으로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
3
.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급성췌장염의 병인 기전에 있어 

protease-activated receptor (PAR)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PAR는 1991년 cloning된
5
 이후로 PAR1부터 PAR4까지 4가지 아형이 cloning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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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중 PAR1, PAR3, PAR4는 혈액의 thrombin에, 그리고 PAR2는 췌장 trypsin

에 의해 활성화되어서 세포내 칼슘신호를 유발한다고 밝혀져 있다
7-9
. 

췌장 선세포의 초기 손상에서 췌장염 유발인자(과도한 CCK 수용체흥분, 과

도한 신경자극, 허혈, 췌관 압력증가, 알콜, 바이러스, 약제 및 독소)는 선세포에서 비

정상적으로 크고 지속적인 칼슘신호를 유발하며 소화효소는 내강을 통하여 분비되지 

않고 대신 측저막을 통하여 trypsin등의 단백분해효소가 세포 간질 및 혈액으로 유리

된다
7-9
. 이때 간질로 유리된 trypsin은 trypsinogen과 인접 선세포의 PAR를 활성화시

켜 다시 비정상적인 칼슘신호를 유발시키고 연속적인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췌

장 선세포의 PAR2 활성화는 일시적인 칼슘신호를 유발하며, 선세포에서 소화효소 분

비를 촉진하고 관세포에서 anion exchanger (AE) 기능을 증가시켜 췌액 분비를 촉진

한다. 이는 췌장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trypsin에 의한 PAR2 활성이 일시적인 방어 

기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10. 그러나 과도한 PAR 활성화가 췌장 세포와 전

신 혈관 내피세포 및 면역세포 등에서 염증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로 인

해 전신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췌장 선세포 손상에 대한 PAR의 향 및 기전을 분

자 생물학적 및 세포 생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용체 활성화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와 면역세포의 기능 변동과 흰쥐 실험에서 급성췌장염 전신부작

용 발생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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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췌장 선세포 분리

실험동물로는 실험실 환경에 1주일 이상 적응시킨 체중 200-250g 

Spr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 다. 선세포 분리 및 세포내 칼슘 측정은 

Lee등11의 방법을 이용하 다. 흰쥐를 단두하여 희생시킨 다음 개복하여 췌장을 적

출하고 얼음 위에서 지방조직을 제거하 다. 가위로 췌장 조직을 잘게 썬 다음 50 

U/ml collagenase를 포함하고 있는 8 ml의 pancreatic solution A(PSA) 용액에서 

37。C 100% O2 공급하에 15 분간 소화시켰다. Collagenase를 씻어낸 다음 소화된 

조직을 가는 체로 걸러서 잘게 분리된 선세포만을 채취하 다.

2. 췌장 선세포 손상에 대한 PAR 향 검색 

가. 췌장 선세포 일차배양

췌장 선세포를 무균적으로 분리한 후 PSA로 씻은 다음 wash하고 complete 

culture media에서 resuspension 시켜서 2 ml (900μg, -1x106 cells)씩 soluble 

collagen이 coating 되어 있는 6 well plate에 심었다. Trypan blue dye exclusion 

법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이 95% 이상임을 확인하 다.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 0.2 mg/ml soybean trypsin 

inhibitor, 5 μg/ml insulin, 5 μg/ml transferrin, 5 ng/ml selenium, 1 mM 

putrescine, 10 μg/ml dexamethasone, 50 ng/ml epidermal growth factor가 함유된 

Waymouth's MB 752/l medium으로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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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TT 분석

62.5ul의 5 mg/ml 3-(4,5-di-methylthiazole-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St.Louis, MO, USA) stock solution을 250 μl의 세포 배양

액을 포함하는 24 well plate에 각각 첨가하여 2시간 37 C에서 incubation한 후, 

20% sodium dodecyl sulfate  와 50% Ν,Ν-dimethylformamide가 함유된 extraction 

buffer 250 μl를 첨가하여 formazan을 37。C, 20시간 이상 용해시킨 후 ELISA 

reader (Molecular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최고 흡

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률을 구하 다.

다. NF-κB활성측정 

세포(2x10
6
 cell/well)를 ice-cold phosphol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2회 

세척하고 100 ㎕의 고염액(high salt buffer)에 재분산시켰다. 얼음 위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cell lysates는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은 -70℃에 보관하 다. 10 ㎍의 단백

질을 함유한 세포 핵추출액을 NF-κB specific 
32
P-labeled oligonucleotide와 함께 

배양하 다. 결합반응은 2 ㎍ poly(dI-dC), 20 mM HEPES, pH 7.5, 50 mM KCl, 1 

mM DTT, 2.5 mM MgCl2, 4% Ficoll과 3000-6000 cpm을 갖는 random 

primer-labeled oligonucleotide와 함유한 20 ㎕ 부피로 수행하 다.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후 시료는 4% non-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에 loading하여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를 행하 다. 반응후 gel을 건조시킨 

후 X-ray film에 하루 밤 노출시켰다. 활성화되는 NF-κB의 type을 결정하기 위하

여 NFκB의 antibody인 p65 및 p50을 NF-κB 반응액에 자극을 받은 세포 추출액과 

함께 반응시킨 후 super-shift assay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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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AP kinase 활성측정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2회 씻고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7.0, 2 mM EDTA, 1.0% Triton X-100, 2 mM PMSF, 1 μg/μl 

aprotinin, 1 μg/μl leupeptin)를 넣고 얼음 위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세포를 

20000×g,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액을 추출한 후 상층액만 떠서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 다. 50 μg 단백질을 

12.5%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에 의해 분리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blotting kit (Bio Rad)를 이용하여 전이하 다. 이

렇게 만들어진 blot를 5% non-fat dry milk 용액으로 blocking한 뒤, 인산화가 이루

어진 protein kinase의 항체(anti-phospho ERK rabbit IgG, anti-phospho JNK 

rabbit IgG, anti-phospho p38 rabbit IgG; Promega)를 반응시킨 후 다시 2차 항체

인 HRP-conjugated anti-rabbit IgG를 반응시켰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을 이용해 발색하 다. 

3.  췌장 선세포 손상에 대한 PAR 작용 검색 

가. 세포 배양

호중구에서 유래한 THP-1 세포주와 사람 제대혈관에서 유래한 HUVEC 세

포주는 10% fetal bovine serum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에

서 배양하 다. 

나. 칼슘신호 측정 

Fura 2/AM 용액 (5 μM in PSA, 2 ml)을 20분간 상온에서 내피세포와 호

중구에 loading한 다음 표준 관류액으로 1회 세척하 다. Fura 2가 loading된 세포

에 표준 관류액을 흘리면서 excitation 355 nm 및 380 nm 그리고 emission 5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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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는 Fura 2의 형광을 Delta Ram system (PTI, NJ, USA)을 이용하여 측

정하 다. 이때 관류액에 PAR1 (SFLLRN), PAR2 (SLIGKV), PAR3 (TFRGAP) 

효현 펩타이드 혹은 trypsin을 첨가하여 PAR 활성화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 증가

를 관찰하 다.

다. NF-κB 활성 측정

나-3과 동일한 EMSA방법으로 NF-κB의 활성을 측정하 다. AP-1의 경우는 

c-Fos와 c-Jun에 특이한 32P-labeled oligonucleotide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라. Cytokine 측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로 측정하 다. ELISA plate

에 각각의 흰쥐 cytokine(IL-1β, IL-6, IL-8, TNF-α)에 대한 단일항체를 하룻밤 동

안 coating하 다. Plate는 10 mM phosphate-buffered saline(pH 7.4) (PBS) - 

0.05% (v/v) Tween 20을 3회 세척하고 10% (v/v) fetal calf serum을 함유한 배양

액으로 37℃에서 90분간 blocking하 다. 배양액을 제거한 후, 각 cytokine에 특이적

인 goat polyclonal immunoglobulin G 희석액을 각 well에 첨가하고 37℃에서 60분

간 배양하 다. Well을 10 mM PBS(pH 7.4) - 0.05% (v/v) Tween 20으로 세척하

고 alkaline phosphate-conjugated rabbit anti-goat immunoglobulin G를 첨가하

다. 각 well당 기질 용액(0.5 mM MgCl2, 1 M diethanolamine buffer, pH 9.5, 1 mg 

disodium p-nitrophenyl phosphate)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배양하고, 3 M NaOH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ELISA reader로 각 well에서 흡광도 405 nm로 

cytokine 함량을 측정하 고 각각의 흰쥐 재조합 cytokine을 표준으로 사용하 다. 

마. Nitric oxide(NO)  측정

NO에 반응하는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세포내 NO 생성을 측정하 다. 내피세포 



- 9 -

혹은 호중구에 10 μM DAF-2 DA를 30분간 배양하여 dye를 loading한 다음 세포를 

poly-lysine coating한 coverslip에 부착하 다. Coverslip을 관류 chamber에 조립한 다음 

microfluorometer(Delta Ram, PTI, NJ, USA)로 excitation 495 nm, emission 515 nm에서 

측정하 다.

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측정

     cytokine mRNA  발현은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내부대조물질로서 

β-actin을 같이 증폭하여 실험하 다. 총 RNA를 guanidium isothiocyanate 추출법

에 의하여 분리한 후, random hexamer 50 pg, deoxynucleotide triphosphate 

(dNTP) 500M, RNAse inhibitor 25 U, reverse transcriptase 200 U를 함유한 반응

액에 RNA 2 μg을 넣어 최종 양이 25 μl이 되도록 맞추어 넣고 37。C에 1시간동안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 다. RNA 160ng과 동량의 cDNA를 각각 IL-8 또는 

MCP-1에 특이한 primer와 β-actin에 특이한 primer 및 Tag polymerase (Promega, 

Madison, WI)를 이용하여 중합효소반응법을 하 다. 중합효소반응법은 95。C 30초, 

60。C 30초, 72。C 30초로 25-30 cycle로 IL-8 또는 MCP-1에 대한 mRNA를 증폭

시켰다. IL-8의 primer sequences는 5ʹ-ATGACTTCCAAGCTGGCCGTGGCT-3ʹ 

(forward primer), 5ʹ-TCTCAGCCCTCTTCAAAAACTTCTC-3ʹ (reverse primer)

이었으며, 중합효소 생성물의 크기는 297 염기쌍이었다.  MCP-1의 primer 

sequence는 5ʹ-AAGCTGTGATCTTCAAGACCATTG-3ʹ (forward primer), 5ʹ

-TTAAGGCATAATGTTTCACATCAACAA-3ʹ (reverse primer)이었으며, 중합효

소반응 생성물의 크기는 269 염기쌍이었다. β-actin의 primer sequences는 

5-ACCAACTGGGACGACATGGAG-3 (forward primer), 

5-GTGAGGATCTTCATGAGGTAGTC-3 (reverse primer)이었으며, 중합효소반응 

생성물의 크기는 349 염기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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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혈압 및 심박수 측정

Urethane(1.25 g/kg)으로 흰쥐를 마취시킨 후 내경정맥내에 polyethylene tube를 

삽입하여 PAR2-AP를 주입한 뒤 경동맥에 연결된 transducer를 통해 혈압 및 심박동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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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췌장 선세포 손상에 대한 PAR 향 검색

가. NF-κB 활성: 

췌장 선세포를 분리 안정화시킨 다음 trypsin과 PAR2-AP (activating 

peptide)로 PAR2를 활성화시킨 후 각 시간대의 NF-κB 활성을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를 이용해 측정하 다. trypsin과 PAR2-AP 자극 15분

에 p50-65 heterodimer가 활성화되고 60분 이후에는 p50-50 homodimer가 활성화되

었다(그림 1).

       그림 1. 췌장 선세포에서 trypsin 및 PAR2 효현제에 의한 NF-κB 활성화

나. MAP kinase 활성: 

췌장 선세포를 분리 안정화시킨 다음 trypsin과 PAR2-AP로 PAR2를 활성

화시킨 후 각 시간대의 MAPK 활성을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 다. Trypsin

과 PAR2-AP 자극 60분에 JNK의 인산화가 증가되고, Trypsin과 PAR2-AP 자극 

Time        0      15    30    60    120   240             0      15    30     60   120   240

          Trypsin (100nM)             PAR-2-AP (100µM)

NF-κB

p50-65
p50-5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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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에 ERK의 인산화가 증가되었다(그림 2).

    그림 2. 췌장 선세포에서 trypsin과 PAR2 효현제에 의한 JNK 및 ERK의 

            Western blotting

다. MTT 분석 결과   

췌장 선세포를 무균적으로 분리하여 Ca
2+
chelator인 BAPTA를 전처치한 후 

PAR2-AP에 의한 PAR2 활성에 따른 세포 손상 여부를 배양 24시간 후 MTT법으로 분

석하 다. PAR2-AP는 1, 10, 100 및 500μM 처치로도 세포 생존율의 의의 있는 차이

가 없었다. 즉 PAR2의 활성은 선세포 사멸에 직접적인 향이 없었다(그림3).

        그림 3. 췌장 선세포에서 PAR2 효현제에 의한 MTT 측정

Time        0    15    30    60   120    0    15    30    60  120
             Trypsin (100nM)      PAR-2-AP (100µM)

pJNK

Time        0    15    30    60   120    0    15    30    60  120

pERK

min

min



- 13 -

2. 급성췌장염 전신부작용 발생에 대한 PAR 작용기전 

가. 칼슘신호 변동

내피세포에서 유래한 HUVEC 세포와 면역세포에서 유래한 THP-1 세포에 

PAR2 수용체가 존재하는지 칼슘신호 측정을 통해 검색하 다. HUVEC 세포주는 

cover slip 위에서 culture 한 뒤 Ca2+ dye (Fura2/AM)를 loading한 후 관류 

chamber에 장착해서 PAR2-AP와 Trypsin에 의한 칼슘신호를 측정하 다. THP-1 세

포주는 Poly-L-Lysine으로 cover slip 위에 붙인 후 HUVEC과 동일한 방법으로 

칼슘신호를 측정하 다. 그 결과 HUVEC과 THP-1 세포주 모두 trypsin과 

PAR2-AP에 의하여 칼슘신호가 유발되었으며 이로서 이들 세포에 PAR2가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

그림 4. HUVEC 세포와 THP-1 세포에서 PAR2 효현제와 trypsin에 의한

       칼슘농도의 변동

나. NF-κB 활성 변동: 

THP-1 세포주에 PAR2-AP를 100μM 처리 후 각 시간대의 NF-κB 활성

을 EMSA로 검색하 다. 그 결과 THP-1 세포주는 PAR2-AP 자극에 의하여 60분에 

p50-65 heterodimer와 p50-50 homodimer가 활성화되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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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P-1 세포주에서 PAR2 효현제 처리 후 NFκB 활성화 변동

다. Cytokine 변동: 

THP-1 세포주에 PAR2-AP를 100μM 처리한 뒤 24시간 배양 후 배양액만

을 얻어 ELISA kit을 사용하여 배양액 속에 함유된 IL-8의 양을 측정하 다.  

THP-1 세포주에서 PAR2는 6시간부터 활성화되었으며 12시간에 IL-8의 분비량을 

최고로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림 6).

그림 6. THP-1 세포주에 PAR2 효현제 처리 후 IL-8의 분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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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itric oxide(NO) 변동: 

Cover slip 위에서 배양한 HUVEC 세포주를 10μM의 NO dye (CM-H2DCFDA)

로 30분간 loading한 다음 cover slip을 관류 chamber에 조립한 후 microfluorometer 

(Delta Ram, PTI, NJ, USA)로 excitation 495 nm, emission 515 nm에서 측정한 바 

PAR2-AP 에 의한 PAR2의 활성은 NO 생성을 촉진하 다(그림 7).

그림 7.  HUVEC 세포주에서 PAR2  효현제 처리 후 Nitric oxide 변동

마. eNOS, iNOS, IL-8 및 MCP-1의 변동

HUVEC과 THP-1 세포주에 100μM PAR2-AP를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동

량의 mRNA를 사용해서 RT-PCR을 수행하 다. THP-1 세포주에서 PAR2의 활성은 

IL-8 및 MCP-1의 발현을 소량 증가시켰다. HUVEC 세포주에서 PAR2의 활성은 

eNOS와 iNOS, 및 IL-8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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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UVEC과 THP-1 세포주에서 PAR2 효현제 처리 후 eNOS, iNOS, IL-8 및 

MCP-1 변동의 RT-PCR

3. PAR의 생체내 작용

Urethane(1.25g/kg)으로 흰쥐를 마취시킨 후 내경정맥내에 polyethylene tube를 

삽입하여 PAR2-AP를 주입한 뒤 경동맥에 연결된 transducer를 통해 혈압 및 심장 박동

수를 측정한 결과 흰쥐의 혈압은 PAR2 효현제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 고, 심장 

박동수는 약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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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흰쥐에서 PAR2 효현제에 의한 혈압 및 심장 박동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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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PAR는 생체 내에의 여러 세포에 의한 다양한 조직에서 수용체로 작용하

여 성장과 발달, 유사 분열 생식, 염증 반응, 혈관 근육 긴장도 및 혈압 조절과 같

은 여러 병태 생리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6,16-21

. 사람 혈소판은 PAR1과 PAR4가 발

현되어 있고, 쥐의 혈소판에는 PAR3 와 PAR4가 발현되어 있으면서 thrombin 수용

체로 작용하고 있다15. 소화기관에서는 PAR2 mRNA가 있어 이것이 활성화되면 타

액분비가 일어나게 되며, 또한 PAR1 과 PAR2는 십이지장 운동을 조절함이 알려져 

있다
12, 22-23

. 

췌조직 손상시 세포 간질액 및 혈액으로 유출되는 단백분해효소와 관련하여 

근래 연구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이 인체 여러 곳에 존재하는 PAR를 활성화시켜 세

포내 칼슘 농도 변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 원인에 의한 세포 손

상과 이의 후속 과정에 일어나는 염증 및 회복반응에서 세포내 칼슘농도 변동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3
. 특히 급성췌장염의 경우 자가소화기전이 

췌장염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 소화효소 분비를 일으키는 신호물질이

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9,14. 췌관압력증가, 알코올, 저산소증, 바이러스 등에 의

한 자극인자는 췌장 선세포에서 크고 지속적인 세포 내 칼슘농도 변동을 유발하며
7
 

이러한 세포 내 칼슘농도 변동은 세포내의 trypsinogen을 trypsin으로 활성화시켜 

췌장손상을 일으키며 세포 간질 및 혈액으로 활성화된 trypsin을 유리하는데 이는 

췌장 선세포와 관세포에 존재하는 PAR2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현되는 

PAR2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전신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췌장 조직에서 PAR활성화에는 일시적인 칼슘신호를 유발하며, 선세포에서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관세포의 AE 기능을 활성화시켜 췌액의 분비를 촉진한

다고 밝혀져 있다
8
.  이는 췌장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trypsin에 의한 PAR2의 활성



- 19 -

화가 다량의 알칼리성 췌액을 분비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며 따라서 

일종의 췌조직 보호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그러나 PAR의 자극은 

췌장세포와 혈관내피세포 그리고 면역세포에서 eNOS, iNOS, IL-8의 염증전구신호

를 활성화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24-26

 특히 혈관내피세포에

서의 NO의  의의 있는 증가는 전신 혈압을 하강시키는 작용으로 발견되었다27. 본 

실험에서 흰쥐를 이용한 생체 실험에서의 PAR2의 활성화는 약물농도에 비례해서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 박동수는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는 혈압감소에 따른 교감신경의 보상작용으로 판단된다. PAR2 효현제에 의한 

농도 비례의 혈압 저하는 심한 급성 췌장염에서 나타나는 다발성 장기 부전의 중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세포간질 및 혈액으로 유리된 trypsin은 본 실험에서 관

찰한 혈관내피세포와 면역세포 이외에도 다른 조직(기도, 골, 심혈관계 기관, 표피, 

외분비선, 담낭, 위장, 신장, 신경계, 요도 등)에 발현하고 있는 PAR2를 활성화시켜 

근육의 수축 또는 이완 유발, 세포의 증식 유도, 여러 신호 물질 분비 등 다양한 반

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급성췌장염시 세포간질 및 혈액으로 유리된 trypsin에 의한 PAR-2

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는 NO 생성에 의한 혈압하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염증유발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급성췌장염에서 나타나는 전신 부전의 주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급성췌장염 치료에 세포간질 및 혈액으로 유리되는 trypsin

을 억제하는 단백분해효소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것을 볼 때 급성췌장염 치료에 

PAR-2 길항제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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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급성췌장염에서 PAR 활성이 췌장 선세포에 미치는 향 및 급성췌장염 

전신부작용 발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PAR2 활성이 선세포 손

상 및 사멸에 미치는 향과 혈관 내피세포와 면역세포의 기능 변동에 미치는 

향 그리고 흰쥐를 이용한 생체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췌장 선세포에서 PAR-2의 활성은 MAPK (ERK, JNK)와 NF-kB를 활성화시키

며, 췌장 선세포 사멸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다. 

2. 면역세포 (THP-1, 호중구유래)와 내피세포 (HUVEC)는 PAR-2를 발현하며, 

PAR-2 활성은 각 세포에서 칼슘신호를 유발하 다.

3. 면역세포 (THP-1)에서 PAR-2의 활성은 NF-kB를 활성화시키며, cytokine 

(IL-8, MCP-1)의 생성 및 분비를 촉진하 다.

4. 내피세포 (HUVEC)에서 PAR-2의 활성은 NO 생성을 유발하고, eNOS와 iNOS 

발현을 증가시키며, 염증유발 물질인 IL-8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5. 흰쥐 경동맥에 PAR-2 효현 펩타이드를 주입해서 PAR-2를 활성화시키면, 혈압이 

크게 하강하고, 심장 박동수가 약간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 PAR2 활성화는 췌장 선세포 자체에는 뚜렷한 손상을 유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혈관 내피세포에서 PAR2의 활성은 NO 생성 및 IL-8 등과 같은 염증

유발물질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면역세포에서 염증유발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 21 -

염증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급성췌장염시 세포 간질액으로 유리되어 나오

는 trypsin에 의한 PAR2의 활성은 NO 생성에 의한 혈압하강에 따른 전신 허혈을 유

발시킬 수 있었으며, 염증유발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심한 전신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

는 주요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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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he Activation of Protease-Activated Receptor-2 on the 

Pathophysiology of Acute Pancreatitis

Kyung Hee Cho

Department of Medicine(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 Hwan Kim, Bang Boo Youn)

        After protease-activated receptor (PAR) was cloned, 4 subtypes of 

PARs, i.e., PAR1, PAR2, PAR3, and PAR4, were cloned. Among these PARs, it 

was revealed that PAR1, PAR3 and PAR4 are activated by thrombin in blood 

and PAR2, by trypsin from the pancreas to induce the Ca2 signal within cells. 

Recently, it is accepted that PA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physiologic 

mechanism of acute pancreatitis. However, no specific information was obtained 

on whether the activation of PARs could induce inflammatory reactions in 

pancreatic cells and cells in the body, i.e., vascular endothelial cells and immune 

cells, and especially whether they are related with systemic complications. Thus, 

the effects of PARs on pancreatic acinar cells and the mechanism involved were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according to biologic and cellular physiologic 

methods. In addition, changes in functions of vascular endothelial cells and 

immune cells and systemic complications in acute pancreatitis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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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in rats. 

       When pancreatic acinar cells were treated with trypsin and PAR2 

agonist, the activation of PAR2 induced the Ca2+signal within cells and activated 

NF-kB but did not change cellular injury index. Immune cells (THP-1, 

originated from neutrophils) and vascular endothelial cells (HUVEC) treated with 

trypsin and PAR-2 agonist activated PAR2 and the Ca2+ signal within cells; and 

increased the synthesis of inflammatory signal mRNAs of eNOS, iNOS, and 

IL-8 an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NO). PAR2 agonist significantly 

decreased blood pressure in the in vivo study using rat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activation of PAR2 did not clearly induce 

injury in pancreatic acinar cells but activated pre-inflammatory responses, 

having the possibility of inducing inflammatory reactions. It also increased the 

signal related with inflammatory reactions and cytokine production and decreased 

blood pressure. Thus, we concluded that PAR-2 activated by trypsin freed into 

interstitial fluid in acute pancreatit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ystemic complicatio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Protease-activated receptors(PARs), pancreatic acinar cells,

            immune cells, vascular endothelial cells, acute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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