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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알칼리 화상후 BMP 7이 토끼 및 쥐의

 각막 창상치유에 미치는 향

   각막 반흔은 여러 각막질환의 후유증으로 또는 각막의 창상치유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각막 창상치유과정에서 염증세포의 침윤과 

근섬유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이 반흔의 형성을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할 수 있으며 양막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각막 혼탁을 억제할 수 있는 재료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막에 BMP 7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자 하 다. 또한 BMP 7이 각막 반흔형성을 억제하는지와 그 기

전을 연구하고자 하 다. 양막에 BMP 7의 존재 확인을 위하여 

MALDI-TOF분석과 단항체를 이용한 western immunoblotting을 시

행하 다. 쥐의 각막에 알칼리 화상을 입히고 BMP 7이 각막 반흔형

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각막 혼탁의 정도로 평가하 으며 

fibronectin, α-SMA, IV형 콜라겐과 PCNA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조사하 다. 토끼 각막세포와 사람 HaCat 세포에서도 BMP 

7처리후 fibronectin, α-SMA 발현의 정도를 western blot과 ELISA

로 연구하 다.

   양막에 존재하는 50여가지 주요 단백질중에서  BMP 7이 성인에

게서는 발현되지 않은데 비해 양막에는 상당량 존재함을 확인하 다. 

1.0N NaOH 로 60초간 알칼리 처리 된 쥐의 각막 창상치유에 BMP 7

의 처리가 식염수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창상치유과정에서 각막 반흔

의 발생을 억제시키며 창상의 치유속도 저하나 기타 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알칼리 처리 직전과 직후, 3

일, 1주, 2주, 3주후에 각각 안구적출을 시행하고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그 결과  BMP 7이 fibronectin, α-SMA, IV형 콜라겐의 



- 2 -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을 관찰하여 BMP 7이 근섬유모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을 확인하 다.

  토끼 각막의 조직배양 세포와 사람 HaCat cell에 TGF-β를 처리하

여 fibronectin 및 α-SMA의 발현을 확인하고, BMP-7이 이러한 발

현을 억제할 수 있음을 관찰하여 TGF-β에 의한 근섬유모세포로의 

분화를 BMP 7이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들은 BMP-7이 근섬유모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함으로

써 각막의 창상을 반흔 없이 치유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BMP 7, 근섬유모세포, 반흔, TGF-β, 각막창상치유, 

알칼리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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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화상후 BMP 7이 토끼 및 쥐의

 각막 창상치유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이성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인 식

Ⅰ. 서론

   각막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응하는 장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명한 전안부 조직이다.  인체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각막의 창

상치유과정은 많은 요소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여러 사건의 연속적인 

과정이며, 인체의 여러 곳에서 창상치유과정은 반흔의 형성과 혈관화인

데 반해 각막 창상치유과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요소들에 의한 

연속적인 과정에 의한 최종 결과인 반흔 형성의 제거이다.1-3 

   각막 창상치유의 연속적인 여러 과정에서 각막 상피세포의 이동은 

창상치유의 초기에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동을 위해 fibronectin, 

fibrinogen/fibrin, laminin같은 세포외 기질 단백질 등이 창상부 표면

에 나타난다. 각막 상피세포는 2∼3일 내에 결손을 덮기 위해서 각막 



- 4 -

기저막이나 혹은 각막 기질부위로 빠르게 이동하는데 모든 창상부위

에서 fibronectin과 fibrin/fibrinogen은 창상 후 1시간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8시간 내 각막 기저막의 노출 표면위로 쌓이고 이동이 완

전히 이루어 질 때까지 이동한 상피세포하에서 유지되어진다.
4
 이때 

각막 기저막의 정상 구성성분인 laminin, bullous pemphigoid antigen 

(BPA), IV형 콜라겐 등은 초기에는 보이지 않고 2∼4 주정도 이후에 

나타난다. 이는 fibronectin과 fibrin/fibrinogen이 창상치유의 과정에서 

permanent attachment component가 재생될 때까지 기질을 제공하는 

일시적인 구성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막 창

상치유가 완벽하게 끝나면 fibronectin이 사라진다.
5-7

  창상치유과정에서 TGF-β(transforming growth factor-β)에 의해 각

막 상피세포들이 근섬유모세포로 분화되면 α-SMA(α-smooth 

muscle actin)과 fibronectin의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각막의 콜라

겐 형성이 증가하여 창상치유속도가 늦추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8-11

   각막 조직은 혈관이 없는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눈물에 포함된 염증 요

소들에 의해 창상치유시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세한 기전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각막 손상시 각막의 상피세포로부터 분비된 

cytockine들이 손상된 창상이 치유되는 부위의 염증세포 침윤을 방해하며, 

항염증 약물을 첨가하여도 창상치유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13

   한편 각막의 창상치유과정 혹은 이후에 형성되는 반흔 형성을 억제

하는데 있어 양막이 효과적이고, 피부에 양막을 덧붙여 상처를 치유할 

시에는 양막을 붙이지 않은 상처보다 1.5배 회복 속도가 증가하고, 피

부암의 절제 수술 부위 및 상처로 인해 손상된 피부 조직의 파괴 부

위에 양막을 이용하여 치유할 경우 아무런 흉터 없이 정상적으로 회

복되는 것을 확인한 보고가 많다. 현재 양막을 이용한 창상의 치유 

및 반흔 형성의 억제는 많은 안과 분야의 질환에서 사용이 시도되고 

있다.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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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막은 태반의 가장 안쪽층에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데 융모막으로부

터 쉽게 분리되는 약 70 ㎛ 두께의 얇은 반투명 막으로, 혈관이 없고 면역

학적으로 불활성 조직이므로 이식을 하여도 거부반응이 없는 조직이다. 조

직학적으로 양막의 구조는 단순 입방 세포로 배열된 단층의 양막세포, 두

꺼운 기저막과 무혈관성인 세포외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저막에는  

IV형 콜라겐, laminin α5β1의 성분등을 포함한다. 양막은 염증세포를 흡착

하고 염증세포의 세포괴사를 유발시켜 염증세포가 창상조직에 침투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항염증 작용과 기저막으로 작용함으로써 창상치유시 상피재생

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EGF (epidermal growth factor), 

FGF (fibroblast growth factor) 및 염증 cytokine인 interleukin과 

prostaglandin의 분비를 조절하여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고, 그 외에도 

TGF-β 전달체계의 하향조절에 의해 섬유모세포의 증식 및 근섬유모세포

로의 분화를 억제시키므로 항유착 작용과 함께 항반흔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21-24
 

   양막은 De Rotth가 안과 역에서 결막의 검구유착과 결손시 양막

을 적용한 이래 유착을 억제하고 상처부위를 보호하며, 상피의 세포

괴사를 억제함으로써 상피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 상피 형

질을 보존하고, 염증과 신생혈관 생성을 감소시켜 반흔 생성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25
 현재 이러한 양막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안질환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하여 최근 안과 역에서 

양막은 녹내장 수술, 익상편 수술, 각막 상피결손 및 궤양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26, 27

   그러나 양막에 의한 여러 효과나 기능에 대한 완전한 이해등에 대

한 연구는 아직 거의 밝혀진 것은 없다. 현재 양막을 양막 제공자로

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실정으로 처리 과정에서 세균 감염의 위험성

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양막 제공자의 양막을 냉동 보존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냉동 보존된 양막을 세균학적으로 검토한 결

과 10%에서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8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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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양막을 사용함에 있어 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양막에서 반흔을 억제하는 물질만을 추출하여 사용

할 시에는 이러한 감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양막에서 이러

한 물질을 추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양막에 상당량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bone morphogenic 

protein(BMP)은 골형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발생시 치

아와 안구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인의 경우

에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9, 30

   BMP는 187 amino acid로 이루어진 당단백질이며 TGF-β의 

superfamily로 여러 종류의 subfamily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내 신호

전달 체계에 있어 TGF-β와 유사한 smad cascade를 이용하나 그 작

용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며 다만 subfamily에 따라 그 작

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 32

 BMP는 분자구성의 동

질성에 따라 3종류의 subgroup으로 나뉘며 세포막에 위치한 BMP 수

용체 (BMP receptors; BMPRs)와 결합하면서 세포내 신호전달이 일

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34
  

   그러나 최근 Kruse에 의하면 BMP 7이 TGF-β와는 달리 근섬유

모세포의 분화를 체외 환경에서 유도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

다.
35
 그리나 BMP 7이 각막의 창상치유과정과 반흔 형성과정에서 생

체 혹은 체외 조건에서 미치는 향에 대해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

다.

   본 연구의 목적은 BMP 7이 양막에 상당량 존재함을 확인하고, 알

칼리 처리한 쥐의 각막에 BMP 7처리를 하고 창상치유를 관찰함으로

써 생체 조건에서 BMP-7이 각막 창상의 치유 속도, 염증 반응에 미

치는 향 및 주의할 만한 부작용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BMP-7이 반흔 형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보고와

는 달리 각막의 창상치유과정에서의 근섬유모세포로의 분화 과정을 

확인하여  BMP 7이 반흔 형성에 미치는 향을 생체와 체외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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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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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양막의 단백질군 분석

   계획된 제왕절개를 받은 임신 36주에서 38주의 정상 산모의 태반

에서 분리한 양막을 사용하 다. 양막 10 g을 생리식염수에 3회 세척 

후 10 ml PBS와 함께 막자사발에 갈아내었다. 갈아서 얻은 액을 원

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제거하 다. 이렇게 얻은 양막 추출액을 단백질 

1 mg/ml 되게 하여 0.5 ml을 취한 후 TCA/aceton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을 1.5 ml 가하여, 원심분리하 다. 이렇게 얻은 

침전물을 acetone으로 세척 후 10% SDS(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와 2.5% DT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수용

액 10 ㎕에 녹인 다음 100℃에서 5분간 가열하 다. 여기에 pH 3-10 

IPG gel strip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T, 

U.S.A.)을 이용하여 IEF (isoelectric focusing electrophoresis)한 후 

8-10% acrylamide gel(Menzel-glaser, Germany)에서 전기 동하고 

Coomassie Blue G250(Milipore Co., Bedford, MA, U.S.A.)을 이용하

여 염색하 다. 염색한 gel의 주요 spot을 잘라내어 MALDI-TOF ( 

(Australian Proteome Analysis Facility, Sidney, Australia)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2-D electrophoresis는 first dimension isoelectric 

focussing은 1 mg/ml농도의 단백질 1 ml을 immobiline dry-strips® ( 

18 ㎝, covering a pH range of 3-10.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T, U.S.A.)에 로딩하여 전개하 고 second dimension은 

다음 조건으로 SDS-PAGE 하 다 (Gel Gradient : 8-18%, 3 mA/gel 

2시간 후 50 mA/gel 4시간). 

2. 알칼리 화상후 쥐 각막의 창상치유과정과 반흔 형성억제 시험

 가. 알칼리 화상 및 BMP 7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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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Sprague Dawley rat, male, 180-200 g, 대한)의 양쪽 눈 각막 

중앙에 1.0 N NaOH에 적신 지름 35 mm disk를 60초간 처리한 후 

식염수 3 ml로 세척한다. 7일 동안 하루 3시간 간격으로 4회, 좌안은 

대조군으로 생리적 식염수를, 우안은 BMP 7 (320 ng/ml, Human 

BMP 7, Ser 293 - His 431, R&D Systems Inc., Minneapolis, 

U.S.A.)을 50 ㎕씩 안구에 점적하 다. BMP 7은 -20° C에서 보관하

다. 안구 적출 일정 (처리직후, 처리후 1일, 3일, 7일, 14일, 21일)에 

따라 안구를 적출하 다. 적출된 안구를 paraformaldehyde에 담가 

4℃에서 24시간 고정한 후 vibratome을 사용하여 4 ∼ 5 ㎛ 두께로 

연속절편을 제작하고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나. α-SMA, IV형 콜라겐, fibronectin과 PCNA의 면역조직화학염색

   박절한 조직은 xylene, 100% EtOH, 90% EtOH, 80% EtOH, 70% 

EtOH 순으로 3 ∼ 5분간 처리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

로 여러 번 세척하고 1% sodium borohydride로 1시간 처리하여 남아

있는 고정액 성분을 제거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한 전처리 과

정으로 3%의 과산화수소 용액에 10분간 처리하고 다시 PBS로 여러 

번 세척한 후 primary Ab (α-SMA, IV형 콜라겐, fibronectin, 

PCNA) 각각을 실온에서 60분간 조직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떨어뜨

려 반응시켰다. PBS(phosphate buffered solution, pH 7.2)로 세척한 

후 secondary Ab를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anti-PCNA 항체

(rat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36 kDa, mouse IgG2a, Sigma 

Co., Grand Island, NY, U.S.A.), anti-fibronectin 항체(BioHit, 

Glostrup, Denmark), 그리고 IV형 콜라겐과 α-SMA 항체(Sigma 

Co., Grand Island, NY, USA)를 각각 사용하 다. 다시 PBS로 세척

한 후 avidin-biotinylated horseradish peroxidase complex로 실온에

서 1시간 반응시키고 0.05% diaminobenzidine-tetrahydro-chloride에 

0.01% 과산화수소를 첨가한 용액으로 발색시켜 증류수로 씻은 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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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방법으로 탈수, 투명 과정을 거쳐 덮개유리를 씌워 관찰할 수 

있는 조직표본을 제작하 다.

3. TGF-β에 의한 근섬유모세포 분화 억제 시험

 가. 토끼 각막 세포 배양 

   무게가 약 2.5 kg인 New Zealand white rabbit의 안구를 적출한 

후 망막, 맥락막, 수정체를 제거하고 각막층 부위만을 해부하여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exas, U.S.A.)에 담은 후 collagenase (1 mg/ml,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를  37℃에서 12시간 처리하여 단일 세

포로 분리시켰다. 분리된 세포는 poly-D-lysine으로 coating된 24 

well plate에 plating했다. 사용된 배지는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과 DMEM/F12(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St. 

Loius, MO, U.S.A.)배양액을 사용했다. 배양조건은 37℃에서 5% CO2 

농도로 한다. 배양 후 10 ∼ 11일에 실험에 사용했다.
36

 나. 사람 HaCat 세포 배양 

   사람 HaCat 세포는 human skin keratinocyte에서 유래한 것으로 

Frank등의 방법으로 사용하 다.
37
  사람 HaCat 세포는 tissue culture 

flask 안에서 37℃, 5% CO2 조건을 유지하면서 배양하 으며, 배지로

는 10% FBS가 포함된 DMEM을 사용하 고, 3일에 한번씩 배지를 

교체하 다. 세포들을 inverted microscope (Cannon, Tokyo, Japan)로 

보았을 때, 서로 붙어서 monolayer를 형성하기 직전의 상태 

(submonolayer)가 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transfer하 다. Tissue 

culture flask 안의 배지를 pipette으로 모두 덜어낸 후, 세포들을 PBS

로 세척하고 0.5% trypsin을 처리하여 세포들을 떼어 냈다. 1,000 x g

에서 3분간 원심분리하여 모은 세포들을 다시 성장 배지에 희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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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ml당 1x10
5
 세포가 되도록 하여 새로운 tissue culture flask에 넣

어주었다. 이때, 세포의 수는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다. 근섬유모세포 분화 및 분화 억제능 측정

   6 well plate에 세포가 1 x 10
5
의 농도로로 배양된 토끼의 각막 세

포 또는 사람 HaCat cell을 serum을 포함하지 않는 MEM 배지에서 

6시간 배양하 다. 이후 TGF-β1 (5 ng/ml, R&D Systems Inc., 

Minneapolis, U.S.A.)과 BMP 7 (200 ng/ml)을 각각 투여하고 한군은 

TGF-β1과 BMP 7을 모두 투여하 다. 대조군은 TGF-β1과 BMP 

7을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TGF-β1 처리 후 24 시간동안 근섬유모

세포로 분화 유도하 다. 이후 생성된 fibronectin 및 α-SMA의 양을 

western immunoblotting (Santa Cruz Biotechnology, Burlingame, 

CA, U.S.A.) 및 ELISA (Zymed Laboratories Inc. (San Francisco, 

CA, U.S.A.) 법으로 측정하 다. 

  (1) ELISA

   Immunoplates를 chicken anti-human fibronectin IgG (Organon 

Teknika, Cappel, PA, U.S.A.)으로 coating하 다. Coating 후 plate는 

PBS로 3회 세척하고 1% BSA-PBS를 well당 300 ㎕씩 넣고 상온에

서 1시간 처리 후 다시 plate를 PBS로 세척하 다. 이렇게 준비된 

well에 시료 및 표준용액 (human plasma fibronectin), 그리고 배양세

포를 각각 20 ㎕씩 첨가하 다. 이 plate를 4℃에서 24시간 반응시킨 

후 PBST (0.1% Tween-20 in PBS)로 3회 세척하 다. 그리고 

detection Ab (fibronectin, chicken anti-human conjugated with 

HRP, BioHit, Glostrup, Denmark) 1% PBS solution을 각각에 첨가하

고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더 반응시켰다. 반응 후 PBST로 3회 세척한 

다음 peroxidase의 기질인 ABTS 용액 (4-chloro-1-naphtol과 H2O2 

mixture)을 넣고 용액의 색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 다. 1N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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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0㎕/well 넣어 발색반응을 정지시킨 후 흡광의 변화는 405 nm 

filter를 사용한 ELISA reader로 측정하 다.  

  (2) Western blot

   SDS-PAGE는 Laemmli의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배양세포

를 0.05 M Tris-HCL (pH 6.8), 2%  SDS, 5% β-mercaptoethanol, 

10% glycerol, 0.001% bromophenol blue를 혼합한 sample buffer와 

혼합한 후 100℃ 물 중탕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단백질을 완전히 변성

시켰다. 이것을 protein standard marker(Invitrogen, NY, USA)를 5% 

acrylamide로 된 stacking gel과 6% acrylamide로 된 running gel에

서 분리하 다. 이 때 사용한 running buffer와 stacking gel 및 

running gel은 0.1% SDS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stacking시에 80 V로 

유지시켰고, running시에 130 V로 유지시켰다. 

   SDS-PAGE (6%)를 수행한 후 gel을 transfer buffer (192 mM 

glycine, 25 mM Tris, 20% methanol)에 15분 정도 흔들어 주어 평형

이 되도록 하 다. Blotting kit에 transfer buffer를 채우고 조립한 후

에 gel을 음극에, nitrocellulose membrane을 양극에 위치하도록 한 

다음 2시간 동안 300 mA의 전류로 전개시켰다. Nitocellulose 

membrane을 떼어내어 5% non-fat milk solution에 넣어 상온에서 30

분 동안 서서히 흔들어 준 후 PBST로 세척하고 PBST에 1:500으로 

희석된 anti-fibronectin Ab로 4℃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

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을 PBST로 10분 간격을 두고 3회 세

척한 후 5% non-fat milk blocking solution에 1:5000으로 희석된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IgG와 40분 동안 서

서히 흔들어 주면서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10분 간격을 두고 3회 

세척한 후 membrane을 ECL solution (Santa Cruz Biotechnology, 

Burlingame, CA, U.S.A)에서 반응시킨 후 X-ray film에 노출시켜 

signal을 감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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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양막의 단백질군 분석

 가. MALDI-TOF를 이용한 양막의 단백질군 분석

 양막을 분쇄하여 양막의 단백질을 2-D 전기 동으로 분석한 결과 

50개의 단백질군이 발견되었다. 각 단백질군을 MALDI-TOF 분석한 

결과 39번째 단백질군에서 성인에게서는 발현되지 않는 BMP-7이 상

당량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1과 그림 2).

그림 1. 양막의 단백질군의  2D 전기 동 분석

양막을 분쇄하여 2D 전기 동으로 분리한 결과 50개의 단

백질군이 관찰되었다. 이 단백질군들을 MALDI-TOP으로 

분석한 결과 39번째 단백질군이 BMP 7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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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막 단백질군 39번의 MALDI-TOF 분석

양막을 분쇄하여 2D 전기 동으로 분리한 단백질군중 39번째 

단백질군의 MALDI-TOF 분석. 분석결과 BMP 7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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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양막의 BMP 7 및 BMP 7 수용체의   

    존재확인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양막 내의 BMP 7의 위치를 확인한 결

과 양막의 기저막 부위에 상당량의 BMP 7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의 A). BMP 7의 수용체 역시 양막에 상당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의 B).

 다. Western immunoblotting에 의한 양막의 BMP 7 존재확인

 

   양막의 BMP-7의 존재는 분쇄한 양막을 BMP-7 단항체를 이용한 

western immunoblotting (그림 4의 lane 3과 4), SDS-PAGE (그림 4

의 lane 1과 2)를 통하여 확인하 다.

     그림 3. 양막내의 BMP 7과 BMP 7 수용체의 위치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확인한 양막내 BMP 7과 BMP 7 수용체의 위

치. 양막의 기저막 부위에 BMP 7이 다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A). BMP 7 수용체 역시 양막에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B).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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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칼리 화상후 쥐 각막의 창상치유과정과 반흔 형성억제 실험

 가. 각막 혼탁의 생성

   1N NaOH에 적신 disk를 60초간 rat의 각막에 처리한 결과 처리직

후 심한 각막 화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 후 3주간 BMP-7 처리군 

및 대조군의 창상치유과정을 관찰한 결과 두 시험군 모두 7-14일 이

내 각막 상피 결손이 소실되어 각막의 창상이 회복이 되었으며 두군

그림 4. 양막내의 BMP 7의 존재 확인

SDS-PAGE (lane 1; 양막추출액,  lane 

2; BMP 7)와 western blot (lane 3; 

양막추출액, lane 4; BMP 7)을 이용하여 

양막 추출액에 BMP 7이 다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1     2 3     4

B M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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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피 재생속도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알칼리 화상 14일 이후

의 경우 BMP-7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서 중등도의 각막 혼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두군 모두 각막 윤부의 신생 혈관을 관찰할 수 있었으

나 두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그림 5).

 나. BMP 7 이 fibronectin의 발현에 미치는 향

  

  알카리를 처리한 쥐의 각막에서 창상치유과정 초기에 fibronectin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알칼리 처리 2

시간 후에 BMP-7을 처리하지 않은 쪽에서 광범위한 발현이 관찰되

었다. 알칼리 처리 14일 후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의 경우 전부 각

  그림 5. BMP 7이 각막 혼탁의 생성에 미치는 향

  알칼리 화상 14일 경과후 식염수 처리한 대조군의 경우 중등

도의 각막혼탁이 관찰되었다. BMP 7을 투여한 경우 각막 혼탁

없이 양호한 창상치유를  보여주고 있다.

B. BMP 7 처리

A. 식염수 처리

0 day 14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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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기질부에 광범위한 fibronectin이 발현된 반면 BMP 7을 처리한 경

우 fibronectin이 거의 발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6).

 다. BMP 7 이 α-SMA의 발현에 미치는 향 

 

  α-SMA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은 

BMP-7 처리군과 달리 기저막의 각막 상피세포와 전부 각막 기질부

그림 6.  알칼리 화상후 BMP 7이 fibronectin의 발현에

 미치는 향   알칼리 화상 14일 경과후 BMP 7을 처리한 각막

에서는 fibronectin이 발현되지 않은 반면 식염수을 처리한 각막에

는 각막 기질부에 광범위한 fibronectin의 발현(화살표)을 관찰할 

수 있다.

 

B. BMP 7 처리

A. 식염수 처리

0 day 14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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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막 세포의 세포질에 집중적으로 염색이 됨을 볼 수 있다. 또한 

14일 경과후 대조군의 경우 기저막 부위 근처 세포의 괴사와 조직변

성이 일어났다 (그림 7). 

 라. BMP 7이 IV형 콜라겐의 발현에 미치는 향 

   반흔을 형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IV형 콜라겐 면역조직화학염색 결

과 14일이 지나서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의 경우 주로 각막 상피세

포층의 기저부와 전부 각막 기질부에서 IV형 콜라겐이 다량 염색되는 

그림 7.   알칼리 화상후 BMP 7이 α-SMA 발현에 미치는 

향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의 경우 알칼리 화상 14일 경과후 

기저부의 각막 상피세포와 전부 기질부의 각막세포의 세포질에서 α

-SMA의 발현(화살표)되는 반면 BMP 7을 처리한 각막에서는 α

-SMA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B. BMP 7 처리

A. 식염수 처리

0 day 14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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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관찰할 수 있엇다. 반면 BMP-7을 처리한 각막의 경우 IV형 콜

라겐 IV가 발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마. BMP 7이 PCNA의 발현에 미치는 향

   알칼리 처리한 쥐의 각막의 PCNA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화학염색

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BMP 

7을 처리한 각막에서 양호한 발색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그림 8.  알칼리 화상후 BMP 7이 IV형 콜라겐의 발현에 

미치는 향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의 경우 알칼리 화상 14

일 경과후 각막 상피세포층의 기저부와 각막 기질의 전부에서 IV형 

콜라겐이 발현된 반면(화살표) BMP 7을 처리한 각막에서는 IV형 

콜라겐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B. BMP 7 처리

A. 식염수 처리

0 day 14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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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알칼리 화상후 BMP 7이 PCNA발현에 미치는 

향    알칼리 화상 14일 경과후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과 

BMP 7을 처리한 각막 모두에서 PCNA가 양호하게 발현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B. BMP 7 처리

A. 식염수 처리

0 day 14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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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GF-β에 의한 근섬유모세포 분화 억제 실험

 가. 토끼 각막 세포에서 BMP 7의 근섬유모세포 분화 억제 

   토끼 각막세포를 1차 배양한 세포에 TGF-β를 처리하여 

fibronectin 및 α-SMA의 발현을 western immunoblotting 및 ELISA

를 통하여 확인하 다. BMP 7의 경우 fibronectin 및 α-SMA의 발

현에는 향을 주지 않았지만 TGF-β에 의한 fibronectin 및 α

-SMA의 발현을 의미있게 억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P=0.012, 

student t-test) (그림 10).

 나. 사람 HaCat 세포에서  BMP 7의 근섬유모세포 분화 억제 

 

  사람 HaCat 세포에 TGF-β를 처리하여 fibronectin 및 α-SMA의 

발현을 western immunoblotting 및 ELISA를 통하여 확인하 다. 

BMP 7의 경우 fibronectin 및 α-SMA의 발현에는 향을 주지 않았

지만 TGF-β에 의한 fibronectin 및 α-SMA의 발현을 의미있게 억

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P=0.016, student t-test)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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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 L IS A

            1 : control          2 : TGF-β

             3 : BMP 7          4 : TGF-β+ BMP 7

그림 10. 토끼 각막 세포에서 BMP 7의 근섬유모세포 분화억제 

1차 배양된 토끼 각막세포에 TGF-β를 처리한 경우 fibronectin (A의 lane 

2)및 α-SMA (A의 lane 2)이 발현되었으며 BMP 7이 이러한 발현을 억제

하는 것(A의 lane 4와 B의 4번)을 보여준다 (A ; western blot). 또한  

ELISA (B)를 통하여 BMP 7이 TGF-β에 의한 fibtonectin의 발현(B 

lane 2)을 의미있게 억제하는 것 (B lane 4)을 보여준다. (P=0.012,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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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 L ISA

               

                 1 : control          2 : TGF-β

                   3 : BMP 7          4 : TGF-β+ BMP 7

  

그림 11 사람 Hacat 세포에서 BMP 7의 근섬유모세포 분화억제

사람 HaCat 세포에 TGF-β를 처리한 경우 fibronectin (A의 lane 2)및 α

-SMA (A의 lane 2)이 발현되었으며 BMP 7이 이러한 발현을 억제하는 것

(A의 lane 4와 B의 4번)을 보여준다 (A ; western blot). 또한  ELISA 

(B)를 통하여 BMP 7이 TGF-β에 의한 fibtonectin의 발현(B lane 2)을 

의미있게 억제하는 것 (B lane 4)을 보여준다. (P=0.012,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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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각막은 외안부 조직으로서 투명하여 눈의 창문 역할을 하지만 각

막 중심부에 각막 반흔이 있는 경우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각막의 혼

탁은 여러 각막질환의 후유증으로 또는 각막의 창상치유과정에서 발

생하게 된다. 각막 상피만 손상되는 경우 각막 상피가 재생되어 반흔

없이 치유되는데 반해 각막 간질이나 보우만층(Bowman's layer)의 

손상이 있는 경우 각막의 창상치유과정에서 혹은 치유된 후에 그 자

리에 치유성 반흔이 남게 된다. 각막 상피세포가 재생되는 각막 창상 

치유과정에서 염증세포의 침윤에 이어서 상피세포와 간질세포의 반응

으로 근섬유모세포의 분화가 발생하는 경우 단백질당과 콜라겐의 생

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결체조직의 침착으로 인해 임

상적으로 각막 혼탁이 발생하게 된다.38-39 따라서 염증세포의 침윤과 

근섬유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이 각막의 창상치유과정에서 반흔

의 형성을 방지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막은 각막 혼탁을 억제

할 수 있는 유력한 재료로 생각된다.

   양막이 창상치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서는 많은 보고가 있었

다. 양막은 창상치유를 도와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반흔 형성을 저해

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21-24 이중 창상치유를 돕는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및 양막의 항염증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

었으나 반흔 형성 억제에 관련하여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

다.

   양막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BMP 7은 발생기에 치아 및 뼈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TGF superfamly 로 분류된다. 

그러나 TGF-β가 근섬유모세포 분화를 촉진하여 섬유화, 반흔 형성

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하여 BMP 7은 이러한 데



- 26 -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5

  본 연구에서는 BMP 7이 양막에 존재함을 양막의 2D 전기 동분석

과 MALD-TOF 분석으로 관찰하 으며 면역화학 염색을 통해 양막

내에 BMP 7과 BMP 7 수용체의 존재를 확인하 다. 양막에 존재하

는 BMP 7은 성인에게서는 발현되지 않는데 비해  성인 사람 및 토

끼의 각막에는 BMP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30,32

 따

라서 태아의 반흔없는 창상치유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인에게는 발현되지 않는 물질이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양

막의 효과는 이러한 현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MP 7이 각막의 창상치유과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반흔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쥐 각막에 알칼리 처리를 통하여 확인

하 다. 각막상피의 재생속도나 신생혈관 생성에는 BMP 7이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식염수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각막 혼탁의 생성 

정도가 감소하 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PCNA 염색은 세포의 분열 표

지로서 세포가 양호하게 분열하는 재생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하

는 것으로 이 결과 BMP 7이 기존의 스테로이드계통의 반흔 억제제

와는 달리 창상의 재생 과정을 억제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알칼리 처리후 일정에 따라 안구적출후 시행한 쥐 각막의 면역조직

화학염색 결과에서 BMP 7 처리시  fibronectin, α-SMA, IV형 콜라

겐의 생성이 감소함을 관찰하 다. 조직 배양세포에서 TGF-β를 투

여해서 각막 세포가 근섬유모세포로 분화되는 경우 α-SMA과 

fibronectin이 발현되며 각막 창상치유시 각막 세포가 근섬유모세포로 

유도되는 과정에서 fibronectin과  fibronectin 수용체가 발현된다.
40-41
  

분화된 근섬유모세포는 단백질당과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면 이러한 

세포외기질이 새로운 결체조직을 형성함으로써 각막의 혼탁과 반흔을 

일으키게 된다. 분화된 근섬유모세포가 생성하는 세포외 기질중에는 

정상요소인 I형 콜라겐외에도 일시적인 IV형 콜라겐도 생성하게 된

다.
38-39,42

 따라서 근섬유모세포의 생성 표지가 되는 fibronectin,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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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IV형 콜라겐의 발현 억제는 BMP 7의 쥐의 각막 창상치유시 

근섬유모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함으로써 각막의 반흔 형성을 억제함을 

보여준다.

  각막의 반흔형성에는 TGF-β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TGF-β의 억

제가 생체내 환경에서 반흔 형성 억제에 도움이 되며 TGF-β의 유

전자 level에서의 억제가 각막 수술후의 반흔 형성을 억제하기도 한

다.
43-44
 따라서 각막 창상치유시 관찰되는 근섬유모세포의 형성이 

TGF-β에 의해 유도되며, 이러한 현상이 반흔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막의 창상치유시 

반흔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TGF-β에 

대한 BMP-7의 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토끼 각막세포와 사람 

HaCat 세포에서 TGF-β로 근섬유모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 다. 

BMP 7이 TGF-β에 의한 근섬유모세포로의 분화를 의미있게  억제

함을 확인하 다.  이는 창상치유시 TGF-β의 활성 억제만으로 반흔

형성의 억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이전의 보고
8,11
들에 비추어 

BMP 7의 이러한 효과는 BMP 7이 각막의 창상치료에 반흔 형성 억

제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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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쥐 각막에 알칼리 화상을 주고 BMP 7이 창상치유에 미치는 향

을 관찰하 다. 또한 반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근섬유모세포의 분화를 살펴 보고, 여기서 TGF-β가 근섬유모세포의 

분화와 이에 따른 일련의 반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최근 보

고를 바탕으로 배양세포 상에서 BMP-7이 TGF-β의 효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막의 proteome을 분석한 결과 성인에게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 

발현되지 않는다는 BMP-7의 경우 양막에서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막 단백질의 proteomics 외에도 BMP-7 단항체를 

이용하여서도 확인하 다.

2.  쥐 각막에 알칼리 화상을 주고 각막 창상치유과정을 관찰한 결과, 

BMP-7을 처리한 각막이 대조군으로 식염수를 처리한 군에 비하여 

혼탁이 없이 양호한 창상치유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각막 창상치유과정의 근섬유모세포의 분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섬유모세포의 분화과정에 나타나는 fibronectin과 근섬유모세포의 

특징적인 단백질인 α-SMA을 염색하여 관찰한 결과 상처 창상치유

과정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단백질이 BMP-7 처리 시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흔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인 

IV형 콜라겐의 염색 결과 BMP-7 처리 시 역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 다.

4. 반흔 형성의 억제는 정상적인 창상치유의 억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BMP-7이 창상치유 속도에 대한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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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NA의 염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BMP-7 의 처리가 창상 

치유를 저해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 다.

5. 토끼의 각막을 분리하여 각막 세포를 배양한 후 TGF-β를 처리하

여 fibronectin과 α-SMA 발현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때 

BMP 7의 처리가 TGF-β의 작용을 억제함을 확인하 다. 또한 사람 

HaCat 세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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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MP 7 on rat and rabbit corneal 

wound healing after alkali injury

In Sik Lee

Department of Medicine or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Chul Lee)

   In clinical ophthalmology, preserved human amiontic membrane 

(AM) has recently been transplanted to reconstruct damaged 

corneal or conjunctival mucosal surfaces in patients suffering from 

chemical or thermal burns. So to identify a scar formation 

inhibitory protein in AM and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he protein 

on corneal epithelial wound repair, AM was obtained from Korean 

healthy donor, and proteins from AM were fractionated and 

assessed for the ability to inhibit myofibroblast formation in HaCat 

cells. 

  The fraction with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 was subjected to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the fraction with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 was subjected to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each protein spot was analyzed by MALDI-TOF and 

ESI-TOF MS/MS. Identified proteins were purified and assayed for 

the effect on myofibroblast formation and scar formation in rat 

cornea. Analysis of AM proteins by MALDI revealed BMP 7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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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ajor proteins. Purified BMP 7 was able to inhibit 

myofibroblast formation in HaCat cells. Addition of BMP 7 to 

HaCat cells was found to repress the fibronectin expression as 

confirmed by RT-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In addition, BMP 7 was found to suppress scar formation on 

rat cornea. We have identified BMP 7 from human AM and 

demonstrated that BMP 7 has an inhibitory effect on myofibroblast 

formation in cell culture and scar formation in an rat cornea. 

These data suggested a potential use of BMP 7 for scarless 

wound heal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alkali burn, BMP-7, cornea wound healing, 

myofibroblast, TGF-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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