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xatilin의 안구 내 신생혈관발생에 

미치는 효과 및 기전 규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용 성 



Saxatilin의 안구 내 신생혈관발생에 

미치는 효과 및 기전 규명

지도  이 성 철  교수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용   성



유용성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6월    일



감사의 

 본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주신 이 성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논문 준비과정 동안 자상한 충고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신 권오웅 교수님, 김종선 교수님, 이준행 교수님, 김
성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진행과정

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호박사님 
, 이겸정 연구원, 박건우 연구원등 아이진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저를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

여 주신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과 항상 곁에서 
사랑으로 응원해준 아내 윤정이와 딸 경아, 아들 대혁
이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저자 



차 례

그림 및 표 차례 ······················································································

국문요약 ··································································································1

 Ⅰ. 서론 ·································································································3

 Ⅱ. 재료 및 방법 ·············································································10

   1. 실험재료 ·····················································································10

   2. 실험방법 ·····················································································10

     가. 망막 신생혈관 유도 동물 모델 (ROP animal model) 10

     나. 망막 신생혈관 관찰 ···························································10

     다. Micropocket assay ····························································10

     라. Micropocket assay 관찰 ··················································11

     마. HUVEC 세포 배양 ····························································11

     바. 세포 성장 조사(Proliferation assay) ···························11

     사. In vitro microtubule assay ·············································12

     아. BCE 세포 배양 ··································································12

     자. 세포 이동 조사(Migration assay) ·································12

     차. FAK western blotting ·····················································12

 Ⅲ. 결과 ·······························································································13

   1. 산소 분압 변화를 이용한 망막 내 신생혈관 생성유도 쥐  

     모델에서 saxatilin의 신생혈관생성 저해   ······················13

   2. VEGF로 유도된 micropocket assay에서 saxatilin의 작용  

     ······································································································21

   3. 세포 성장 조사(Proliferation assay) ···································27

   4. 세포 이동 조사(Migration assay) ·······································27

   5. Microtubule 형성 assay ·························································29

   6. FAK 발현 변화 및 인산화 정도 ··········································29

 Ⅳ. 고찰 ·······························································································34

 Ⅴ. 결론 ·······························································································41



참고문헌 ································································································43

문요약 ······························································································54



그림 차례

그림 1 Time Schedule of ROP animal model (Oxygen         

         induced retinopathy animal model) ·····························14

그림 2 The photographs of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dextran perfused retinas from P17      

         mice, following exposure of hypoxia (75% for 5     

         days between P7 and P12) ···········································15

그림 3 The photographs of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dextran perfused retinas after th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axatilin(high dosage) ·· 17

그림 4 The photographs of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dextran perfused retinas after th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axatilin (low dosage) 18

그림 5 Total retinopathy scores obtained using the           

         retinopathy scoring system ···········································19

그림 6 The photomicrographs of transverse sections of       

         mouse retinas (A-C, H-E stain) and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dextran perfused        

         retinas (D-F) ··································································20

그림 7 Preparation of growth factor(VEGF)/sucralfate         

         pellets for micropocket assay and micropocket       

         assay process ····································································22

그림 8 Macroscopic photographs of mouse cornea obtained    

        by stereomicroscope (A, C) and in situ             

        fluorescence-dextran staining of corneal limbus       

        vessels (B, D) 7 days after pellet implantation ········23



그림 9 Macroscopic photographs of mouse cornea obtained    

        by stereomicroscope 7 days after pellet implantation  

       ··································································································24

그림 10 In situ fluorescence-dextran staining of corneal       

         limbus vessels 7 days after pellet implantation ······25

그림 11 Vessel length (millimeters) of neovascularization      

        measured Macroscopically by stereomicroscopy 7     

        days after surgery ·····························································26

그림 12 Measurement of cell proliferation of HUVEC cells    

         72 hrs after seeding (seeding cell No. 5X104) ······28

그림 13 Phase contrast photomicrographs of BCE cells        

         migration. ···········································································30

그림 14 Phase contrast photomicrographs of HUVEC cells     

         tube Formation on Matrigel ·······································31

그림 15 BCE cells treated with saxatilin were immuno-       

         blotted  against (A)phospho-FAK and (B)FAK ·····33

그림 16 αv β 3 / β 5 as a mediator of angiogenic negative    

        regulators ·············································································38

그림 17 Two models for endothelial apoptosis ·························39

표 차례
표 1. Retinal Scoring System ························································16



- 1 -

국문요약

Saxatilin의 안구 내 신생혈관발생에 미치는 효과 및 기전 규명

신생혈관과 관련된 안과질환은 실명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망막증, 연령관련 황반변성증, 미숙아망막증 등이다. 이들 

질환의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생성

으로 인해 실명이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암 치료 분야에 적용되는 

많은 신생혈관억제제들이 안과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막 및 망막 신생혈관발생을 유발한 동물모델을 통해서 RGD서열을 

포함하는 disintegrin인 saxatilin의 신생혈관 억제효과를 알아보고 정

확한 기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ROP 동물모델을 통해서 

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농도(이하 고농도) 및 그 이하 농도(이하 저 농

도)를 투여한 후 관찰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보 다. 고농도(1-10 

mg/kg/day)에서는 예상대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억제하 으나 발

생 중인 정상적인 망막혈관의 성장도 방해받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

지만, 저 농도(100 μg/kg/day이하)에서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억제 

뿐 아니라 정상적인 조건에서의 망막 혈관 network와 유사하게 망막 

혈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농도는 기존의 작용기전으로 

알려진 경쟁적 부착 억제(competitive adhesion inhibition)에 의한 고

형암 억제효능을 보이는 1 mg/kg/day보다 1000배 이하의 낮은 농도

이다.

 또한 VEGF로 유도시킨 각막 신생혈관 생성 동물모델에서 saxatilin

은 5 mg/kg/day의 고농도 처리 군에서는 VEGF에 의해 유도되는 혈

관을 억제시켰으나, 10 ng과 1 μg/kg/day의 낮은 농도조건으로 처리

한 결과 신생혈관을 억제시키기보다는 정상상태에 가까운 혈관이 형

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편 saxatilin이 in vitro  상태에서 혈관 내

피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saxatilin 130 nM 

까지는 내피세포의 증식 속도를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는 결과를 얻었다.

 Saxatilin이 저 농도에서 발생중인 혈관구조의 성숙에 향을 미쳤다

는 것에 착안하여 in vitro  실험으로 미세관 형성 조사(microtubule 

assay)와 세포 이동 조사 (migration assay)를 수행하 다. 그 결과 

saxatilin을 100 ng/ml(13 nM) 로 처리한 실험 군이 정상대조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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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세 관 형성이 보다 양호한 것을 관찰하 다. 또한 소 모세혈관 

내피세포(Bovine capillary endothelium; BCE)의 이동 실험에서도 100 

ng/ml 처리농도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이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ROP 동물모델에서 saxatilin의 정상적인 혈관에 유사한 성장 효능

은 saxatilin이 세포의 이동과 미세관 형성을 돕는 기작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다. Saxatilin의 이동 및 미세관 형성의 향은 RGD서열과 

관련되어 있는 FAK의 발현과 인산화정도를 측정하므로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 다. FAK은 saxatilin 10 ng/ml 처리농도 이상에서 과 

발현되었으며, 인산화도 많이 일어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신생혈관형성에 있어 disintegrin계열인 saxatilin

은 혈관형성억제 효능 및 혈관 형성촉진 효능이 모두 존재하며, 처리

농도에 따라 효능이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VEGF에 의

해 유도된 혈관형성에서 saxatilin은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지 않

으나, 세포 이동 및 관 형성에 향을 미침으로서 혈관구조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미숙아망막증, disintegrin, intraocular(안구내)신생혈관, 

saxatilin, V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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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xatilin의 안구 내 신생혈관발생에 미치는 효과 및 기전 규명

<지도교수 이성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용 성

Ⅰ. 서론

신생혈관생성(angiogenesis)은 기존의 미세혈관으로부터 sprout이 생

성되고, 이 sprout이 증식하여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성되는 과정을 의

미한다. 이 과정은 인체에서 태아의 성장, 자궁의 성수, 태반의 증식, 

황체형성 그리고 상처 치유 시 매우 중요한 정상적인 과정이다.
1
 고형

암은 대표적으로 많은 신생혈관 생성을 동반하는 질환이지만 급속하

게 자라는 암조직의 양분과 산소 공급을 위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원인이 된다. 신생혈관생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상적인 조

절이 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신생혈관 자체가 병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병으로는 신생혈관 관련 안질환과 류마티스성 관

절염, 건선, 화농성 육아종 등이다. 이런 질환들은 신생혈관을 억제시

킴으로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안구에서는 신생혈관기작이 억제되어야 하나 이것이 잘못된 신호로 

인해 신생혈관기작이 활성화되면 심각한 안질환을 일으키며 이는 후

천성 실명의 주요 원인이 된다.
2
 특히 망막에서의 신생혈관의 발생은 

안 기능에 큰 향을 주게 되므로 신생혈관의 억제는 임상적으로 매

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표적 신생혈관관련 안질환에는 망막에 

혈관이 형성되는 당뇨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 DR), 미숙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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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증(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 맥락막에 혈관이 형성되는 연

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이 있다.
3-6
 

 현재 이런 안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레이저, 광응고술, 냉동응고술, 그

리고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reatment)가 있다.
7
 이러한 치료법은 

모두 수술에 의한 치료로, 약품에 의한 치료법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

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술에 의한 치료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

하여 시술할 수 없다는 큰 제약이 있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대부분

의 환자는 현재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환자들이 실명

에 이른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런 질환들은 계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제 개발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신생혈

관 억제제에 대한 연구와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

발 중인 안질환 치료제는 스테로이드류, MMP(matrix 

metalloproteinase)억제제, 맥관 형성(angiogenic) 성장 인자에 대한 항

체 등이 대부분이다.
8

 이들 병적 혈관 형성과 관련된 안질환의 자세한 발병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망막증은 고혈당이 주원인이 되는 미세혈관 합병증 중 가장 중

요한 질환 중의  하나이며, 성인의 후천적 실명의 제 1원인이다.
9,10
 당

뇨망막증과 관련된 심각한 시력손상은 망막신생혈관 생성
11
과 이로 인

해 발생되는 유리체 출혈과 견인성 망막박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10,12,13

 

당뇨환자 망막에서의 병리생리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모세혈관주위세

포의 손실, 기저막 비후, 막막 혈관 자동조절기능의 손상, 모세순환이

상, 미세혈관류, IRMA(intraretinal microvascular abnormalities) 등이 

일어나며, 결국 망막 비관류 지역을 발생시킨다.
10,14,15

 이런 변화들은 

계속적인 진행을 통해 혈관 투과성의 증가, 만성 망막 저산소증 및 

망막 허혈을 유도하여, 결국 황반부종 혹은 신생혈관이 형성되어 증

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된다.
16
 이들 과정에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와 같은 여러 성장인자들이 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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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17
 그중 endothelial cell-specific 

angiogenic factor와 vascular permeability factor로 알려진 VEGF는 

당뇨망막증 발병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

다.
18,19,20,21

 당뇨병환자들은 VEGF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 인자가 혈

관 망막장벽을 파괴시키므로서 망막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AMD은 50세 이상에서 발생되는 실명의 주 원인이다. 심각한 시력

상실의 원인은 맥락막 모세혈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신생혈관에 의해서 

일어난다.
22
 AMD는 습성과 건성의 2개의 다른 형태로 구분된다. 습성

은 보통 건성 발생 후에 일어난다. 건성은 색소변성과 망막색소상피

세포(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의 손실에 의한 황반 변성이 

있을 경우를 뜻한다. 습성은 건성이 변화된 형태로 망막 하 신생혈관

(망막하 반흔), 망막하 출혈, 망막색소상피세포 박리 현상이 일어난다. 

망막 하 신생혈관은 실제로 병든 망막색소상피세포에 기인한 공간의 

치료를 위해 커진 반흔 조직이다. 신생혈관은 성장하여 혈장과 섬유

소들이 새어나오고 작은 망막 박리를 일으킨다.
23
 더불어 망막 하 막

의 반흔에 의한 손상 또한 시력감소에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AMD

에서는 망막색소상피세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 세포가 망막 하 신생혈관 발생에도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들이 최근에 밝혀졌다.
24,25
 망막하 신생혈관 발생시에 VEGF와 

angiopoietin-1,2 같은 다양한 혈관 생성촉진 인자들이 망막색소상피

세포 등에서 검출되었다.
26-29
 실제로 정상 눈에서도 망막색소상피세포

가 VEGF를 분비하나, 맥락막 모세혈관 쪽으로 분비하고, 내측 맥락

막 모세혈관에 VEGF receptor가 편중되어 국소화 되어 있음이 보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평상시에 RPE-derived VEGF가 맥락막 모세혈관

의 유지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0
 반면 여러 혈관형성 억제 인자

들인 thrombospondin-1과 pigment epithelium-derived factor 또한 

RPE 에서 검출되었다.
31,32
 종합해보면  맥락막 모세혈관은 망막색소상

피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혈관 형성 촉진인자와 방해인자의 균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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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지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망막 하 신생혈관은 결국 망막하 

공간 안에서 이런 균형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같다. AMD치료

를 위해서 레이저 치료, 유리체 절제술, 방사선 치료, 광역학 치료 등

이 사용된다.
33-36
 그러나 현재 이 치료들은 망막 하 신생혈관에 의한 

실명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 이들 치료는 혈관형성을 더 촉발시키거

나 정상 망막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7
 초기의 좋은 시력

을 갖는 AMD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의 

AMD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신생혈관 생성억제제의 개발이 중요하

다 하겠다.   

 미숙아망막증(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은 어린이 실명의 주 

원인이다.
38
 현재 치료방법으로는 망막의 파괴를 가져오며, 단지 부분

적인 실명 감소효과를 낸다. ROP는 2단계로 일어난다. 미숙아로 태어

나면 망막은 혈관이 완벽하지 않다. ROP가 진행 중인 신생아는 혈관 

성장이 느리거나 태어났을 때 멈춘다.
39
 그래서 무혈관 상태의 저산소 

주변부 망막이 된다. 이것이 ROP의 첫번째 단계이다. ROP의 초기단

계에서 망막의 비관류 정도는 신생혈관형성과 ROP 후반의 망막 박리 

및 실명을 포함하는 파괴기(destructive stage)의 정도를 결정한다.
40
 

만약 미숙아에게서 혈관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준다면 ROP의 2차 신

생혈관에의한 파괴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ROP가 1942년 처음 

밝혀졌을 때 병인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미숙아에게 고농도 산소 

사용이 이 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산소 조절

인자(oxygen-regulated factor)가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혈관 발생에 필수적이면서
41,42,43,44 

산소 조절인자로 알려진 

VEGF는 ROP에 중요하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ROP의 1차, 2차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41-43,45,46

 특히, ROP 동물모델(high supplement oxygen)을 통해 1차

기에서 VEGF 발현억제가 일어나 혈관 성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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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위에서 자세히 기술한 3가지 안구 내 신생혈관 생성과 관련된 

주요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내용은 VEGF에 의한 신생

혈관의 발생이다. VEGF는 vascular permeability factor(VPF)로 알려

져 있으며
47
, 구조적으로 VEGF-PDGF(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supergene family에 속한다. 45kDa homodimeric glycoprotein

으로서 대표적으로 혈관내피세포의 분화 및 vasopermeability factor

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
 VEGF의 작용기전을 살펴보

면, VEGF는 우선 혈관내피세포의 형질 막에 존재하는 특별한 수용 

체와 반응한다. 사람에서 2개의 수용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Flt-1(fms-like tyrosine kinase)이고, 나머지 하나는 KDR(kinase 

insert domain-containing receptor)이다. VEGF와 수용체의 결합으로 

autotyrosine phosphorylation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하부인자

(downstream mediator)들의 결합과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VEGF에 의한 혈관내피세포의 세포 성장의 자극은 이 기작으로 설명

되고 있다.
49-51
 VEGF에 의한 투과성 증가는 혈관내피세포의 junction 

protein들의 disorganization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 signal transduction 

pathway로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VEGF permeability-increasing 

activ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분자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2 

 한편 VEGF는 위에 기술한 작용 외에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bFGF),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등과 같이 

integrin αvβ3과  αvβ5등을 혈관내피세포에서 발현시키므로 서 혈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tegrin은 heterodimeric transmembrane 

receptor family 중에 하나로 세포와 세포 혹은 세포와 세포외 기질과

의 상호작용에 매개역할을 한다.
53
 혈관 형성동안 integrin의 기능은 

여러 Arg-Gly-Asp(RGD)- dependent integrin중 하나인 αvβ3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54
. 이 integrin 발현은 혈관형성내피세포

(angiogenic endothelial cell)에서 강하게 발현되는데, 발현된 αv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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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n이 여러 세포외 기질 단백질들(fibrinogen, fibronectin, 

osteopontin, thrombospondin, vitronectin, von Willebrand factor)의 

Arg-Gly-Asp(RGD)와 결합을 하게 된다.
53
 이 결합은 혈관내피세포의 

부착(adhesion), 이동(migration), 성장(growth)에 향을 미친다. 이런 

integrin과 세포외 기질 단백질들 간의 친화도(affinity)를 방해하는 길

항제인 RGD서열 포함 peptide 혹은 small-molecule RGD 

peptidomimetics가 항 혈관 형성억제 약품으로서 주목받게 되었고,
54
 

총칭하여 보통 디스인테그린(disintegrin)으로 불린다. 이 disintegrin은 

항암제에 이용하고자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고 현재 많은 진전이 있었

다. 하지만 현재 안과분야에서는 정확한 기전을 이용한 신생혈관 억

제에 대한 연구 발표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된 saxatilin도 한국산 칠점사(Gloydius 

saxatilis)에서 유래한 디스인테그린으로서 항암제로 개발된 약물이다. 

이 단백질은 7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일사슬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cystein이 존재하며, RGD서열을 포함하고 있

다. 이 단백질은 glycoprotein IIb-IIIa와 fibrinogen binding과 

ADP-induced platelet aggregation을 각각 IC50=2.0 nM 과 127 nM로 

억제한다. 이전 연구에 의해 이 디스인테그린이 bFGF로 활성화된 

HUVEC(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세포의 증식을 상당

히 억제하고 vitronectin에 HUVEC 세포가 결합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5
 

 본 연구에서는 이 디스인테그린의 효능을 바탕으로 안질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 다. 고형암에서 bFGF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질환에서는 VEGF가 대부분 관여되어 있다. 이것은 

안질환이 신생혈관의 유도 뿐 아니라 정상혈관의 발생억제(ROP), 혈

관의 투과성의 증가(당뇨망막증), 혈관 반흔 막(vascular scar 

membrane)발생(AMD)등이 직간접적으로 병인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

실과 일치한다. 이처럼 신생혈관관련 안질환 발생과정은 고형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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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안질환 발생과정을 닮은 동물

모델을 통해서 saxatilin의 신생혈관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고 

이를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그 기전을 연구하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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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동물로 ROP 실험에서는 ICR(Institute of Cancer Research) 쥐, 

micropocket assay에서는 C57BL/6 쥐를 이용하 다. 세포배양에 사용

되는 시약은 고품질의 시약을 사용하 으며, EBM배지와 F12K은 

Gibco (Grand Island, NY, USA)사, fetal bovine serum, calf, 그리고 

말 혈청은 Hyclone (Logan, UT, USA)사의 제품을 사용하 으며, 플

라스틱 제품은 Falcon (Lincoln, NJ, USA)사 제품을 이용했다. ECL 

kit는 Santacruz사 제품을 사용하 고, Angiogenesis assay Kit는 

Chemicon사 제품을 사용하 다. 칠점사 뱀유래 재조합 디스인테그린

은 연세대 심혈관연구소 정광회 부교수로부터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

하 다. Anit-FAK과 anti-phospho-FAK(Tyr397) 항체는 Upstate 

(Lake Placid, NY, USA) 제품을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가. 망막 신생혈관 유도 동물 모델 (ROP animal model)

생후 7일된 ICR mouse을 어미와 함께 준비하 다. 75% O2 분압조건

에서 생후 7일된 mouse을 5일간 키운 후, 정상 대기압 상태의 O2 

(21%) 조건에서 7일간 키웠다. 이 정상대기 상태에 노출된 처음 5일

간 매일 saxatilin (10 mg/kg, 5 mg/kg, 1 mg/kg, 100 μg/kg, 10μ

g/kg, 1μg/kg, 100ng/kgl, 10ng/kg, 1ng/kg)을 투여한 후 망막관찰을 

수행하 다. 이 실험은 1회에 2마리씩 5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 다.

 나. 망막 신생혈관 관찰

망막 신생혈관을 유도한 mouse에 마취제를 근육 주사하여 마취하

다.(케타민:럼푼=1ml/kg : 0.2 ml/kg) 마취된 mouse의 가슴을 절개하

여 PBS 1ml에 맞춘2 X 106 MW의 fluorescent-dextran 50mg 형광염

색시약을 심장의 좌심실을 통해 주입하 다. 주입 후 mouse의 안구를 

적출하 다. 적출한 안구를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4% formaldehyde 

고정하 다. 고정한 안구에서 망막만을 떼어낸 후, slide에 평평하게 

편 후, glycerol-gelatin으로 봉합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다. Micropocke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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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령 C57BL/6 mouse를 준비하 다. 쥐을 마취약으로 마취 후, 

proparacaine을 이용하여 안구를 마취하 다. 마취한 쥐의 각막을 메

스를 이용하여 pocket을 만든다. pocket에 0.5 mg sucralfate, 300 ng 

VEGF, 10% hydron을 이용하여 만든 pellet을 넣어 7일간 키웠다. 다

음날부터 6일 동안 매일 saxatilin 5 mg/kg, 1 μg/kg, 10 ng/kg을 복

강 주사하 다. 이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라. Micropocket assay 관찰

각막에 신생혈관 유도 후, 쥐를 마취하 다. 마취한 쥐의 안구를 해부

현미경을 이용하여 신생혈관 유도 여부를 관찰하고, 또 가슴을 절개

하여 PBS 1ml에 맞춘2 X 106 MW의 fluorescent-dextran 50 mg 형

광염색시약을 심장의 좌심실을 통해 주입하 다. 주입 후 쥐의 안구

를 적출하 다. 적출한 안구를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4% 

formaldehyde 고정하 다. 고정한 각막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측정한 혈관길이는 SigmaStat (Jandel)의 one-way ANOVA와 

Student-Newman-Keul's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 다. P<0.05이

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인정하 다.  

 마. HUVEC 세포 배양

15 cm의 사람 탯줄 양끝 정맥에 17G 바늘을 이용하여 연결 관을 장

착하 다. 한쪽 끝에는 50 ml 주사기를 연결하여 PBS를 흘려 혈액을 

제거하 다. 미리 데워놓은 0.2% Collagenase type IV (Sigma) 30 ml

을 탯줄에 흘려 넣었다. 실온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 후, PBS 20 

ml을 흘려 넣어 50 ml tube에 모았다. 12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을 제거하 다. 남아있는 세포를 EGM-2 

(Biowhittaker) 5 ml에 풀어 T25 flask에 배양하 다. 3세대까지는 

F12K + 10% FBS + 3 ng/ml bFGF와 3 ng/ml VEGF를 포함한 배

지로 배양하고, 4세대부터는 F12K + 10% FBS + 3 ng/ml VEGF 배

지에 배양하 다. 배양조건은 5% CO2, 37℃ 이었다.

 바. 세포 성장 조사(Proliferation assay) 

 VEGF로 활성화된 HUVEC 세포는 24 well plate에 각 5×104 수만

큼 넣은 후 saxatilin을 0.1 ng/ml, 1 ng/ml, 10 ng/ml, 100 ng/ml, 1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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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의 농도로 처리하 다. 처리 후 37℃ 5% CO2 조건에서 72 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0.125% Trypsin/EDTA을 이용하여 세포를 떼어

낸 후 hematocy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세었다. 이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 다.

 사. In vitro  microtubule assay

 Chemicon International, Inc. 회사제품(Cat. No. ECM625)을 사용하

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시행하 다. 10 X ECMatrix 용액

과 희석완충용액을 얼음 속에서 녹 다. 녹인 후, tube에 100 μl 희석

완충용액과 900 μl ECMatrix 용액을 섞었다. 이 용액은 96well plate

의 각 well에 50 μl씩 분주하여 37℃에서 1시간 incubation하 다. 

VEGF로 활성화된 HUVEC 세포를 well당 5X10
3
cell을 넣은 후, 37℃ 

, 5% 조건에서 24 hr 배양 후 microtube 형성 여부를 관찰하 다. 이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아. BCE 세포 배양

BCE 세포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화학과 김승수 교수로부터 얻었

다. 배양조건은 DMEM+10% Calf serum+3 ng/ml VEGF 배지, 10% 

CO2, 37℃이었다.

 

 자. 세포 이동 조사(Migration assay)

 6well primary culture용 chemical coated plate의 각 well에 BCE 

cell 3×105만큼 투여하 다. 세포를 충분히 배양한 후, scraper를 이용

하여 배양한 세포의 일부분을 제거하 다. 다시 배양한 후, 세포를 제

거한 부분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12시간 후 관찰하 다. 이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 다.

 차. FAK western blotting

  VEGF 활성화된 BCE 세포를 T25 flask에서 키운 후 saxatilin 1   

μg/ml, 100 ng/ml, 10 ng/ml로 처리하여 RIPA buffer로 세포융해

(lysis)하 다. 융해된 액은 원심 분리하여 세포 부산물을 제거한 후 

단백질 정량하여 SDS-PAGE를 수행하 다. 각 well에는 5 μg의 단백

질을 load하 다. SDS-PAGE 후 nitrocellulose sheet에 blotting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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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FAK 및 anti-phospho-FAK 항체를 반응시켰다. 그리고 

peroxidase가 붙은 2차 항체를 반응시킨 후 ECL방법을 통해서 band

를 확인하 다. 이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 다.

Ⅲ. 결과

1. 산소 분압 변화를 이용한 망막 내 신생혈관 생성유도 쥐모델에서 

saxatilin의 신생혈관생성 저해   

 산소 분압 차에 의한 인위적인 망막 내 신생혈관 생성은 인간의 미

숙아 망막증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출생초기에 고산소분압환경(75%)

에 노출시킨 마우스를 다시 정상 산소분압(21%)으로 복귀시키면 비정

상적인 신생혈관을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이를 위해서 산소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서 태어난 지 7일 

후에 75% 산소 분압을 유지하는 고압산소 환경에서 5일간 방치한 후 

정상 산소분압인 20% 산소 압에서 5일간 다시 방치하 다 (그림 1). 

 ROP 쥐 동물모델에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혈관의 특징은 혈관 성장

(blood vessel growth), 혈관 뭉치(blood vessel tufts), 망막 외 신생

혈관(extraretinal neovascularization), 중심혈관수축(central 

vasoconstriction), 망막 출혈, 혈관 불규칙(tortuosity of the blood 

vessels), 혈관 누출(vessel leakage) 등이다. 그림 2 에서는 본 ROP 

쥐 동물모델에서 관찰된 특징적인 혈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런 변화된 혈관은 형태학적  사진과  Current  Eye Research에서 발

표된 retinopathy scoring system에 의거하여 망막증 정도를 측정하

다(Table 1).
56
  

 ROP 쥐 동물모델에서 5일간 고 분압 산소환경 후 정상 산소분압으

로 복귀 후 5일간 하루에 한번씩 saxatilin을 mouse Kg당 다양한 농

도 (0.01 μg - 10 mg)로 복강 내로 투여하여 saxatilin의 망막 내 신

생혈관 억제 현상을 관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axatilin의 항암제 효능을 보이는 투여량 

1mg/kg/day을 기초로 하여 우선 1 mg, 5 mg, 10 mg/kg/day 농도로 

처리하여 안구 망막 내 비정상혈관 발생 여부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실험대조군인 생리식염수만 처치한 mouse인 경우 예상대로 망막의 

주변부에 심하게 비정상 신생혈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 다. 

한편 1 mg/kg/day로 투여한 동물의 망막혈관은 비정상적 형태의 혈

관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Saxatilin 10 mg 및 5 mg/kg/day 투여



- 14 -

그림 1. Time Schedule of ROP animal model(Oxygen induced
retinopathy anim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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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he photographs of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
dextran perfused retinas from P17 mice, following exposure  of  
hypoxia (75% for 5 days between P7 and P12). A, whole  retinas 
angiograms (Original magnification, X 25); B, Tortuosity & central 
vasoconstriction; C, Blood  vessel tufts; D, Vessel leak/hemorrhage;
E, Extra retinal neovasculariztion (B-E; X50 original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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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tinal Scoring System

군은 비정상신생혈관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초기 망막발생시기에 

성숙하는 정상혈관도 성장이 억제되어 혈관의 수가 감소된 혈관구조

를 보 다 (그림 3). 이에 비해 1 mg/kg/day 투여한 동물의 망막혈관 

은 정상에 가까운 혈관의 성숙이 이루어졌다. 1 mg/kg/day 투여량에

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1 mg/kg 농도이하에서 

saxatilin의 향을 보기위해 100 μg, 10 μg, 1 μg, 100 ng, 10 

ng/kg/day의 농도로 투여하여 관찰하 다. 그 결과 10 ng/kg/day에서

는 비정상혈관 발생을 억제하지 못했으나, 100 ng/kg/day 투여에서부

터 비정상 신생혈관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보 다. 1 μg - 100 μ

g/kg/day에서는 비정상 신생혈관의 형태적 특징이 관찰되지 않았으

며, 정상에 가까운 형태의 혈관 성숙이 일어났다 (그림 4). 그림 5는 

saxatilin 농도별로 처리 후 retinopathy scoring system으로 측정된 

값을 보여주고 있다. 1 μg/kg/day 투여량부터 망막증의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6 에서는 안구를 적출한 후 고정하여 절단하여 H-E 염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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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e photographs of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
dextran perfused retinas after th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axatilin 
(high dosage). A, no treatment; B, 10 mg/kg/day; C, 5 mg/kg/day; D, 
1 mg/kg/day. (Original magnification,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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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he photographs of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
dextran perfused retinas after th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axatilin 
(low dosage). A, normal retina; B, no treatment; C, 10 ng/kg/day; D, 
1 µg/kg/day. (Original magnification,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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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otal retinopathy scores were obtained using the 
retinopathy sc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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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he photomicrographs of transverse sections of mouse retinas 
(A-C, H-E stain) and flat mount preparations of fluorescence-dextran
perfused retinas (D-F). A & D, normal retina; B & E, no treatment; 
C & F, 10 µg/kg/day saxatilin intraperitonea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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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다. ROP 쥐 동물모델에서 saxatilin을 투여하지 않은 망막조직은 

같은 주령의 정상망막조직에 비해 망막의 가장 안쪽부분인 망막 신경

절 세포층의 두께가 증가되어 있고, 혈관이 많이 보 다.  반면 

saxatilin 10 μg/kg 처리한 후 망막 신경절 세포층의 혈관세포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층이 얇아져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1 μg/Kg/day 이상 1 mg/kg/day 이하에서 saxatilin이 

효과적으로 비정상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정상 모양의 혈관형성을 촉

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2. VEGF로 유도된 micropocket assay에서 saxatilin의 작용

  

   안질환과 관련된 신생혈관은 VEGF가 주로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VEGF를 외부에서 투여한 모델에서 saxatilin의 향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서 신생혈관 형성 억제약물 개

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 하나인 각막 micropocket assay를 수

행하 다. 각막은 무 혈관 조직이지만 계속적으로 bFGF나 VEGF 같

은 성장인자에 노출시키면 혈관이 생성된다. 보통은 토끼를 많이 사

용하여 이 실험을 수행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다른 조건에서의 

향을 관찰하고, 혈관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색안구를 갖는 

쥐에 시행하 다. 그림 7은 쥐 각막에 삽입할 VEGF 포함된 pellet을 

준비과정과 시술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가로세로 0.4mm길이의 아

주 작은 pellet으로 만들어진다. VEGF는 bFGF와 달리 혈관형성 자극

도가 작다.
57
 따라서 각막에 삽입되는 위치는 각막 중앙부에서 각막윤

부 사이 길이의 약 2/3위치(각막 윤부에서 VEGF는 0.5mm; bFGF는 

0.7-1.0 mm)에 삽입하 다. 이렇게 준비된 VEGF을 쥐 각막에 삽입

한 후 7일간  저 농도는 saxatilin을 10 ng/kg/day 및 1 μg/kg/day 복

강 내 투여하고, 고농도는 5 mg/kg/day으로 saxatilin을 복강 내 주사

하 다. 혈관 형성의 관찰은 입체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FITC-dextran

을 혈관 주입 후 형광현미경으로 혈관을 관찰하 다. 입체 현미경 사

진 결과 VEGF 단독 처리시 상당한 신생혈관이 생성되었다. 5 

mg/kg/day로 처리한 경우는 VEGF에 의한 혈관의 유도가 억제되므

로서 신생혈관 형성 억제 효능이 나타났다 (그림 8). 하지만 10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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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eparation of growth factor(VEGF)/sucralfate pellets for
micropocket assay and micropocket assa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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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acroscopic photographs of mouse cornea obtained by 
stereomicroscope (A, C) and in situ fluorescence-dextran staining of
corneal limbus vessels (B, D) 7 days after pellet implatation. A & B, 
no treatment; C & D,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5mg/kg/day saxat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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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acroscopic photographs of mouse cornea obtained by 
stereomicroscope 7 days after pellet implatation. A, normal; B,  
VEGF alone; C,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10 ng/kg/day saxatilin;
D,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1 µg/kg/day saxat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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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n situ fluorescence-dextran staining of corneal limbus vessels 
7 days after pellet implatation. A, normal; B, VEGF alone; C, intra-
peritoneal injection of 10 ng/kg/day saxatilin; D,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1 µg/kg/day saxat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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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essel lenghth (millimeters) of neovascularization measured 
Macroscopically by stereomicroscopy 7 days after surgery. (*  p<0.001 
compared with normal, # p<0.05   compared with VEGF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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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day 및 1 μg/kg/day로 saxatilin을 투여한 군은 VEGF에 의해 유

도된 혈관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혈관이 관찰되었다 (그

림 9). FITC 염색은 혈관의 형태를 입체 현미경보다 더 자세히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10). 그 결과 saxatilin 저 농도 투여 군에서 염료

의 혈관 외 누출이 적게 관찰되었고, 또한 유도된 혈관길이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음으로서 saxatilin이 혈관길이 성장을 

유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VEGF pellet만 삽입되고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각막에서 신생혈관은 0.43±0.02 mm로 정상군 0.11±0.02 mm에 

비해 상당히 형성되었음이 관찰되었고 (p<0.001), saxatilin 이 투여된 

경우에서는 10 ng/kg 일때 0.64±0.04 mm, 1 μg/kg 일때 0.54±0.04 

mm로 VEGF만 처리된 것보다 더 혈관의 길이가 증가 하 다 

(p<0.05; VEGF alone 비교) (그림 11). 이상의 입체현미경 및  

FITC-dextran을 혈관 주입 후 형광현미경으로 혈관을 관찰결과들을 

종합하면 10 ng/kg/day 및 1 μg/kg/day로 saxatilin을 투여한 군이 혈

관형성구조를 성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세포 성장 조사(Proliferation assay)

 Saxatilin은 HUVEC과 같은 혈관내피세포를 10 μg/ml(1.3 µM)로 처

리하면 viability가 약 40%로 저하되는 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이것은 saxatilin이 matrix와 혈관내피세포가 부착하는 것을 막음으로

서 죽게 된다는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saxatilin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saxatilin을 10 μg/ml이하의 농도범위에서 HUVEC 증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 다. 그림 12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axatilin 1 μg/ml까지는 거의 내피세포이 증식하고 

있는 속도를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saxatilin

이 앞에서 실험한 동물모델실험에서 보여준 혈관형성 증가 효과가 혈

관내피세포 증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4. 세포 이동 조사(Migration assay)

 Saxatilin의 처리가 내피세포인 BCE cell의 이동에 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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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easurement of cell proliferation of HUVEC cells 
72 hrs after seeding (seeding cell No. 5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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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10 ng/ml 처리에서도 세포이동

이 saxatilin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좋아짐을 관찰하 다. 또한 

100 ng/ml 및 1 μg/ml saxatilin 처리 군에서는 더 많은 세포들이 이

동하 으며, 그 정도는 비슷하 다. 또한 saxatilin을 처리한 군의 세

포는 saxatilin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세포에 비해 더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세포 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림 13).       

5. Microtubule 형성 assay

 saxatilin의 혈관형성 촉진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microtubule 

assay을 시행하 다. RGD 서열을 갖는 fibronectin이나 vitronectin은 

혈관내피세포에 발현된 integrin과 결합되어 신호전달을 함으로서 이

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saxatilin이 fibronectin이나 

vitronectin처럼 고정된 ECM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soluble

하게 순환하면서 integrin이 발현된 혈관내피세포에 신호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saxatilin을 100 ng/ml이하의 

농도로 HUVEC cell에 처리하면서 혈관형성 정도를 관찰하 다. 그 

결과 1 ng/ml 및 10 ng/ml saxatilin 처리군은 정상군과 유사한 

microtubule 형성을 보 으나 100 ng/ml 처리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microtubule을 좀 더 잘 형성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14). 

이것은 saxatilin이 이 농도범위에서 microtubule 형성에 억제 효과보

다는 형성을 유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6. FAK 발현 변화 및 인산화 정도

 Saxatilin에 의한 세포 이동의 증가 및 microtubule 형성의 증가와 

관련해서 세포내 어떠한 변화가 관여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포

이동과 관련 있고 RGD 서열과 관련되어 있는 FAK의 변화를 관찰하

고자 하 다. BCE 세포를 saxatilin 10 ng/ml, 100 ng/ml, 1 μg/ml 농

도로 처리한 후 24시간 후에 세포를 얻어 융해한 후 FAK specific 

antibody로 western blotting을 통해 FAK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 다. 

그 결과 saxatilin의 처리 모든 농도 실험 군에서 FAK이 과 발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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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hase contrast photomicrographs of BCE cells migration.
A, no treatment; B, 10 ng/ml saxatilin; C, 100 ng/ml saxatilin, D, 
1 µg/ml saxat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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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hase contrast photomicrographs of HUVEC cells tube
Formation on Matrigel. A, no treatment; B, 1 ng/ml saxatilin; C,
10 ng/ml saxatilin, D, 100 ng/ml saxat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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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FAK 발현 정도는 100 ng/ml처리 군에서 가장 높았고 western 

blot 염색 진하기 정도는 대조군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하 다. 또

한, phosphotyrosine specific antibody로 western blotting을 이용한 

인산화정도 측정에서도 saxatilin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인

산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정도는 saxatilin 처리 군에 의한 

FAK 단백질의 증가 정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15). 이것은 

saxatilin이 FAK의 과 발현을 유발하여 일련의 인산화작용을 통해 세

포 이동의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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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BCE cells treated with saxatilin were immunoblotted
against (A) phospho-FAK and (B) F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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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Integrin들은 세포표면의 일종의 수용체로서 세포외 기질에 붙는 과

정 혹은 이웃한 세포와의 접촉을 매개한다.
58,59
 현재 많은 integrin과 

ligand가 혈관 형성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전은 모르고 있다.
60
 Integrin은 antibody, peptides, peptidomimetics

에 의해 억제되고 좋은 drug target이 된다. 예를 들어 주요 platelet 

integrin인 αⅡbβ3 는 효과적인 antithrombotics의 molecular target이다. 

또, 여러 leukocyte integrin을 target으로 하는 약제는 항염증제로서 

임상 최종단계에 와 있다. 

 이런 연구배경으로 보면, integrin은 항신생혈관치료제의 목표로 관

심을 끌만하다. αvβ3가 고형암 혈관에 과 발현된다는 보고이례 αvβ3 및 

αvβ5의 억제제가 많은 실험 모델에서 혈관형성억제 효과가 있음이 보

고 되었다. Brooks등은 monoclonal 항체인 LM609 와 여러 tripeptide

인 RGD을 기반으로 하는 낮은 분자량 시약이 이들 integrin을 인식하

고 고형암에서 성장인자에 반응한 혈관 형성과 망막 혈관 형성에 방

해됨을 보여주었다.
61
 따라서 이들 integrin들은 혈관생성 촉진 요소라

고 생각되고 있다.
61,62,63,64,65  

 본 연구에서 사용된 saxatilin은 RGD 서열을 포함하는 polypeptide로

서 기존의 다른 RGD 서열이 포함된 polypeptide와 동일한 기능을 나

타내고, 고형암에서 혈관생성 억제에도 효능이 있음이 이미 보고 된 

바 있다.
55
 지금까지 saxatilin과 같은 디스인테그린이라 불리는 물질들

이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은 세포의 integrin과 세포외 기질의 상

호작용을 방해함으로서 세포의 부착을 방해하고 세포 증식 등을 억제

함으로서 그 기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

생혈관관련 안과질환에서 saxatilin을 처리함으로서 신생혈관억제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시행하 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본 연구 결과 in vivo  안과질환 동물모델에서 saxatil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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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농도에 따라 다르게 혈관형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신생혈관관련 안과질환에서는 질환의 종류 및 진행정도에 따라 

혈관형성 억제 뿐 아니라 촉진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In vivo 동물모델인 ROP 동물모델과 각막의 micropocket 모델  연

구 결과 saxatilin은 1 mg/kg/day 농도이상의 복강 내 주사로 기존 

항암제 연구에서 나타났던 반응과 같이 혈관생성억제 효능을 보 다. 

하지만 실제로 미숙아 망막증 질환동물모델에서는 이런 saxatilin의 

높은 혈관생성억제 효능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미

성숙된 안구의 망막의 혈관은 정상 혈관발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

다. 따라서 이런 고농도 처리로 처리했을 경우 비정상적인 혈관 뿐 

아니라 정상혈관의 발생마저도 억제되는 현상을 보 으며, 결국 망막

전체에 혈관의 수가 현저히 줄고 무혈관 지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1 

mg/kg/day 처리농도 이하에서는 비정상적인 혈관의 감소와 정상혈관 

발생에 향이 감소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낮

은 농도 saxatilin처리 시 혈관생성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이유가 

saxatilin이 정상혈관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혈관 유도 

억제만을 시켰는지, 혹은 정상혈관의 발생 및 성장을 촉진시켜 망막

전체의 저 산소 지역을 줄임으로서 비정상적인 형성 원인을 제거하여 

혈관생성을 억제시켰는지는 이 결과로서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각막에 micropocket를 통해 saxatilin이 VEGF로 유도된 혈관

유도에서 농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 고, 결국 

saxatilin이 농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높은 

농도에서는 혈관생성을 방해하고, 낮은 농도에서는 혈관생성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낮은 농도에서의 결과는 RGD 포함된 물질의 

새로운 사실을 관찰한 내용이다. 농도가 낮게는 1 μg/kg/day까지도 

혈관생성 촉진 효과를 보 는데, 이것은 물질의 농도 수준을 고려할 

때 cell signal transduction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 integr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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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D포함된 saxatilin이 결합하여 세포내 신호전달의 agonist 혹은 

antagonist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ligand가 혈관

형성이라는 현상에 관하여 농도에 따라 촉진 및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에 αvβ3 및 αvβ5 두 integrin이 혈관형성에 꼭 필요한 integrin이

라는 사실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genetic ablation mouse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이다
65,66,67

. 이 

두 integrin들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쥐들은 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생

기는 치명적 손상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66
 오히려  αv가 발현되지 

않는 쥐에서는 광범위한 혈관형성이 발생됨이 관찰되었다.
67
 고형암 

혈관 형성에서도 이 두 integrin들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관형

성는 일어났다.
68
 따라서, 유전자적 실험을 통해 이들 integrin은 혈관

생성 촉진하기 보다는 혈관형성억제하거나 혈관형성에 negative 

regulator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혈관형성에서 αvβ3 및 αvβ5 의 negative regulator작용 모델에 대한 

해석은 최근 몇 가지 실험들의 결과들로 설명이 되고 있다. αvβ3 및  

αvβ5 의 negative regulator작용은 이들 integrin들과 결합하는 

thrombospondin(TSP-1)
69,70,71,72

 이나 MMP-2
73,74
의 잘 알려진 

angiogenesis negative regulation molecule로 이해할 수 있다. TSP-1

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를 활성화시켜 

metalloprotease inhibitor인 TIMP를 과 발현시키거나, MMP-9활성을 

억제시킴으로서 혈관형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또 

다른 angiogenesis negative regulation molecule 인 MMP-2는   αvβ3 

와 결합하여 활성화되어 matrix 파괴를 일으키고 antiangiogenic 

matrix fragment인 tumstatin(a fragment of type IV collagen α3 

chain)
75
 혹은 PEX 

74
같은 것이 생성되어 혈관형성억제를 유도한다. 

(그림 16). 

 만약 이 실험에서 사용된 saxatilin이 RGD 서열을 통해  αvβ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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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vβ5 integrin에 강하게 결합되어 negative regulation molecule의 결합

을 억제시킨다면 이들 integrin을 통한 혈관형성억제 효과는 없어지

고, 혈관형성 촉진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cRGD

같은 작은 분자량의 분자보다는 큰 분자인 polypeptide가 antagonist

로서의 효과는 더 크리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TSP-1는 crytic RGD 

site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integrin의 RGD binding site

와 MMP-2 binding site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분자에 의한 steric hindrance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물론 현

재까지 혈관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integrin인 α5β1 과 

saxatilin의 결합, 그리고 이에 따른 신호전달을 통한 혈관형성의 촉진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α5β1은 fibronectin의 RGD site에 결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76 

 Saxatilin의 낮은 농도 처리 시 혈관생성 촉진 효능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높은 농도에서 혈관형성억제 효과는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세포사멸(apoptosis mechanism)로 설명이 가능하다. 디스인테

그린같은 물질로부터 일어나는 세포학적 현상인 박리유발 세포사멸

(detachment induced apoptosis)유도 현상을 ‘anoikis’라 불린다.
77
 높은 

농도로 처리된 RGD 포함 polypeptide는 높은 친화력을 갖는 αvβ3 및 

αvβ5 integrin에 다량 결합하여 세포가 기질로부터 박리가 유도하고 

survival signal인 PI3 kinase-Akt pathway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세포사멸을 유발시킬 수 있다.
78
 최근에는 RGD가 직접 caspase 3을 

활성화시킨다는 보고도 있다(그림 17).
79,80
 결론적으로 이런 논문들의 

결과는 같은 αvβ3 및 αvβ5 integrin에 결합하는 RGD 서열 포함 

polypeptide도 처리농도에 따라 생체 내에서 혈관형성 촉진 혹은 혈관

형성억제 모두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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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αv β 3 / β 5 as a mediator of angiogenic negative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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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wo models for endothelial apoptosis. a, anoikis model, in 
which integrin engagement by ligand is necessary to provide survival
signals. Inhibitors block ligand binding and thus the survival signals. b, 
the caspase activation model, in which RGD peptides directly activate
caspase and trigger apoptosis without any involvement of integr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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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in vitro  실험을 통해서 saxatilin이 낮은 농도 처리시 

세포의 이동 및 미세관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

것이 FAK의 과발현과 인산화과정이 관여되어 있음을 보았다. FAK은 

integrin pathway와 관련되어 있으며, integrin과 세포외기질과의 결합

은 FAK의 활성화를 일으켜, autophosphorylation을 통해 FAK의 

tyrosine 인산화가 일어나고 연이어서 여러 kinase의 활성을 일으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82,83,84

 FAK을 통한 integrin의 

활성화를 세포 이동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내피세포 이동 실험에서 

증명 된 바 있다.
85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FAK의 발현 증가가 

인간 고형암의 침투 및 전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86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되었던 saxatilin의 negative regulation의 방해

효과의 의미보다는 직접적인 신호전달을 통한 혈관생성 촉진 상태로

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RGD 서열 포함 soluble molecule이 FAK 

발현정도 및 인산화과정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

다. 

 본 연구에서 saxatilin의 투여 경로는 복강 내 주사로 하 다.  

saxatilin을 임상적으로 투여가 용이한 점안재 또는 안구주위 주입을 

하 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Saxatilin의 혈관 성숙 효과는 병적인 상태 즉, VEGF나 bFGF 같은 

혈관 형성 촉진 인자들이 관여된 상태 혹은 많은 혈관이 성장 중인 

발생단계의 혈관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성숙된 정상혈

관에서 단독으로 신생혈관을 유도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미숙아망막증과 달리 성인에서 일어나는 당뇨망막증이나 노인성 황

반변성증 같은 경우에서는 saxatilin의 저 농도 혈관성숙 효과보다는 

고농도 처리에 의한 혈관형성억제 효과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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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RGD 서열 포함 polypeptide, saxatilin이 농도에 따

른 서로 상반되는 혈관형성억제 및 촉진 현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결

과를 관찰하 으며, 이런 세포학적, 생화학적 현상의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혈관형성의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런 

연구의 결과는 신생혈관관련 안과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응용되는 경

우에 고려되어야 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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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혈관 형성억제 약물계열인 디스인테그린이 신생혈관과 관련 있는 안

과질환들의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와 안구내 신생

혈관생성에서 디스인테그린의 정확한 기전을 알아보고자 디스인테그

린 계열 약물인 saxatilin을 이용하여 2가지 동물모델과 in vitro에서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 다.

1. 산소분압을 이용한 망막내 신생혈관 생성유도 쥐모델(ROP모델)에

서 saxatilin을  5 mg 과 10 mg/kg/day로 처리하면 비정상 신생혈관 

생성이 억제될 뿐 아니라 정상혈관발생도 억제된다.

2. ROP모델에 saxatilin을 1 μg/kg/day이상 처리 군에서 비정상 신생

혈관을 억제하고 정상혈관에 가까운 혈관을 발달시킨다. 1 μg-100   

μg/kg/day 처리 군에서 이런 효능은 최고치를 나타낸다.

3. 혈관유도 cytokine으로 알려진 VEGF을 이용한 쥐의 각막에 시행

한 micropocket assay실험에서 saxatilin 10 ng 및 1 μg/kg/day 처리

군은 VEGF 투여한 군에 비해 성장한 혈관의 길이가 유의하게 증가

하여 VEGF에 의해 유도된 신생혈관의 혈관 구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4. VEGF처리된 HUVEC 세포에 saxatilin을 0.1 ng/ml - 1 μg/ml로 

처리하여도 세포증식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5. Angiogenesis assay인 microtubule assay에서 saxatilin처리는 

microtubule형성을 억제하지 않으며, 반면 100 ng/ml 처리 군에서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tubule형성을 잘 유도된다.

6. BCE 세포를 이용한 세포 이동 조사 실험에서 saxatilin 100 ng/ml 

및 1 μg/ml 처리 군에서는 현저한 세포 이동이 관찰된다.

7. Saxatilin처리에 따른 FAK의 세포내 변화관찰에서는 saxatilin이 

FAK의 과발현을 유도시키고, 인산화 정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위 안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한 결과로부터 saxatilin은 고농도에서의 

혈관억제작용 뿐 아니라, 저 농도에서는 세포 이동의 증가를 통해 혈

관구조형성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혈관 구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

다는 새로운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은 혈관 미성숙 

발생단계에서 발생된 ROP 환자나 증식 당뇨망막증 초기의 혈관 문제



- 43 -

를 갖는 환자와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서 saxatilin이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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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axatilin on ocular neovascularization

Young Sung You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Chul Lee)

Neovascularization in the eye can cause visual loss ,the most 

common of which are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nd retinopathy of prematurity. 

There is growing evidence that anti-angiogenic drugs will improve 

future therapies of diseases like cancer, rheumatoid arthritis and 

ocular neovascularisation.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30 

angiogenesis inhibitors in clinical trials and a multitude of 

promising new candidates are under investigation in vitro  and 

animal models. This study was aimed  to reveal whether saxatilin, 

disintegrin containing RGD sequence, prevent ocular angiogenesis, 

and to investigate accurate biochemical mechanism of saxatilin on 

angiogenesis in eye. The effects of saxatilin were examined in 

oxygen-induced retinopathy in the mouse. At high dosage of 

saxatilin (above 1 mg/kg/day), it inhibited not only abnormal 

vessel growth, but also normal vessel development. However, mice 

treated with low dosage of saxatilin (range from 1 μg/kg/day to 

100 μg/kg/day) had significantly less oxygen-induced retinal 

neovascularization than did vehicle-treated mice and formed near 

normal retinal vessel network. Also, I used the cornea micropocket 

assay of neovasculariza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axatilin on 

neovascularization in vivo. Pellets containing VEGF alone included 

corneal neovascularity extending from the limbus across the 

cornea. After dail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5 mg/kg saxatilin, 

VEGF-induced neovascularization was inhibited.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 low dosage of saxatilin (10 ng, 1 μg/kg) daily 

promoted significantly neovascularity than VEGF alone. Flu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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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ic findings demonstrated enhanced length of vessel and 

vascular network maturation. In vitro, saxatilin did not enhance or 

inhibit proliferation of endothelial cells in treatment with the 

concentration range from 0.1 ng/ml to 1 μg/ml. The effect on 

maturation of vessel using low dosage of saxatilin was 

investigated by means of the migratory response of endothelial 

cells to saxatilin and the measurement of ability of endothelial cell 

to form three dimensional structures(tube formation). Treatment 

with 100 ng/ml  saxatilin increased significantly cell migration and 

promoted tube formation. In addition saxatilin appeared to induce 

FAK overexpression and phosphorylation, which might be to the 

increase of cell migr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igh dose of 

saxatilin have both antiangiogenic effects and low dose of saxatilin 

have proangiogen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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