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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심근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의한 

Heat Shock Protein 70의 

발현 및 세포 보호 기전

저산소증은 세포의 생존에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며, 특히 심장에서 

허혈성 심근병증, 심부전을 초래하는 세포사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증은 세포내 대사율의 저하, 

세포 종창, ATP 고갈을 일으키며, 세포 내 단백질과 효소의 발현 및 활

성을 저하시킨다. 한편 세포는 저산소증을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들에 

대해 스스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온, 허혈, 방사선 등의 스트레

스에 대해서 세포 내부에서는 그 강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공

통적으로 heat shock protein (Hsp)의 발현이 유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Hsp70은 허혈 및 저산소증에 대한 심근 세포의 저항성을 항진 시

켜서 심근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

산소증에 의한 Hsp70의 발현 양상 및 세포 보호 효과를 일으키는 구체

적인 기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고, Hsp70의 발현을 유지시키거나 증가

시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산소 상태에 있는 심근 세포에서 Hsp70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후, Hsp70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고 세포 보호 효과를 

일으키는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백서의 심근 세포를 배양하여 24 시간동안 저산소 자극을 준 후 Hsp70

의 발현 양상을 알아본 결과 4 시간에 Hsp70의 발현 양이 최고치를 보

으며, 이후 점점 발현 양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 다. Hsp70의 발현

을 유도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총 562개의 물질로 처리한 심근 세포에

서 Hsp70의 발현 양을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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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물질에 의해 Hsp70의 발현이 증가하 다. 이 중 thiamin을 처리한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 후에도 세포사가 적게 나타났으며,  Hsp70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결과 Hsp70의 발현이 24 시간동안 유지되었다. 

thiamin을 처리한 심근 세포가 thiamin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저

산소 자극 후에 apoptosis가 적게 일어났으며, thiamin을 처리한 심근 세

포에서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경로인 ERK1/2 MAP kinase의 활성화 형

태인 인산화된 ERK1/2의 발현 양이 증가하 으며, 이는 Hsp 70과 관련

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저산소 상태의 심근세포에서 Hsp70의 발현은 단시간 

내에 증가한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thiamin은 Hsp70의 발현을 

유도하여 오랜 시간동안 발현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의 기전은 Hsp70의 발현을 유도하여 

caspase-3 활성도의 감소를 통한 apoptosis의 억제뿐만 아니라 

ERK-MAP kinase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세포 생존 경로에 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심근 세포, heat shock protein, 저산소 자극, 세포사, 

thi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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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의한

 heat shock protein 70의

 발현 및 세포 보호 기전

<지도교수 장 양 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승  혁

Ⅰ. 서  론

세포는 세포 내부 혹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들에 대해 세포 스스로 여러 가지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특히 고열, 허혈, 방사선등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세포 내부에서는 

그 강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heat shock protein 

(Hsp)의 발현이 유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2
 

1962년 Ritossa group에서 열 손상에 대한 유전자의 변화를 관찰한 이후 

세포들이 적절한 범위를 넘는 온도 상승 자극에 반응하여 주로 세포질에

서 광범위하게 특정 단백질들의 발현이 유도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3,4
 이

런 단백질들이 heat shock protein (Hsp)이라고 명명하 으며, stress 

protein 또는 heat stress protein, molecular chaperone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이후 Hsp는 열 손상뿐만 아니라 허혈, 저산소증, 압력, 중금속, 독

성 물질, 미생물 등의 다양한 병리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현

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특히 몇 년 전부터 Hsp은 심장에서 허혈 손상에 대한 심근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 다.
6
 그러나, Hsp이 중요한 내인성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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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발현 양상 및 심근 세포의 보호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Hsp의 발현

을 조절할 수 있는 내부적 혹은 외부적 인자들을 규명하는 기초적인 연

구를 통하여 세포 보호 효과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7
 

Hsp을 분자량과 서열의 유사성 (sequence similarity)에 따라 Hsp90, 

Hsp70, Hsp60, Hsp40, Hsp27과 small Hsp (Hsp20, Hsp10)들로 분류되

고 있다.
8
 Hsp90 family는 대부분 세포질과 형질 내세망 (endoplasmic 

reticulum)에서 발견되며, 생체 내에서의 정확한 기능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포내 kinase들이나 스테로이드 수용체들과 같은 전사 인

자들 (transcription factors)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9
 아

마도 Hsp90은 이러한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이들의 작용을 조절하거나 

불활성 상태의 이들 단백질들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예상된다.
10
 Hsp70 family는 Hsp27과 더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된 것으로 세포 구성 성분의 형태인 heat shock cognate 70 (Hsc70)과 

가열 유도체인 Hsp72의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인 단백질이다
11
. 전자는 

항상 발현되어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고, 후자의 Hsp72는 일정

한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로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중요한 요

소로 알려져 있다.
12
 Hsp60 family는 주로 세포질에서 발현되며, 미토콘

드리아로 이동하는 단백질로 올리고머 형태의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

다.
13
 면역과 관련된 질환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 되어있으나

14
 세포 

보호 기능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다. Hsp27 family는 거

의 모든 진핵 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로 Hsp70과 더불어 세포 보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Hsp27은 세포를 활성화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 ROS)에 의한 사망 경로로부터 방어하는 역

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는데, Hsp27은 ROS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액틴 

세사의 안정화, 핵 내 단백질들의 집합체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예측되고 

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이 family에 속해 있어 각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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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어져 왔으며, 특히 항암제의 내성과 관련이 깊

어 암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백질이다.
16.17

 또한 

심근 조직에서 이들 단백질이 많은 양 발현되는데, 이는 Hsp27의 발현으

로 세포 골격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포사 

(cell death)와 관련된 신호전달체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
  

사람을 포함한 진핵 세포에서 Hsp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로 heat 

shock factor (HSF) 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19
 지금까지 HSF는 HSF1, 

HSF2, HSF3와 HSF4의 네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세포 내부의 

생리 상태이나 외부환경 요인에 따라 활성화 또는 불활성화 된다.
5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이들 HSF들은 조직에 따라 발현되는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상 유전자의 heat shock element (HSE)에 결합

함으로써 Hsp의 전사 활성제 (transcription activator)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다. 다른 HSF들과는 달리 HSF4만은 DNA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전

사 활성제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그런데 Hsp의 발

현을 조절하는 이들 HSF들의 종류와 이들에 의해 조절되는 단백질들의 

종류 그리고 HSF를 조절하는 인자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Hsp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Hsp가 심근세포에서 세포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Hsp의 발현양이 점

차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1,22

 이 현상의 원인으로 HSF 

발현양의 감소 혹은 발현된 HSF의 불활성 형태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원인이 질환과 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HSF 혹은 Hsp를 

직접 조절하는 인자를 사용하여 Hsp의 발현 양을 조절함으로써 질환의 

예방 혹은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sp 의 발

현을 약물이나 물질에 의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면 세포사 (cell death)에 

이르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

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몇 가지 약물이 Hsp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 되었지만 약물 자체의 부작용 또한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

다.
23-25

 최근에는 geranylgeranylacetone (GGA)라고 하는 위궤양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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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근 보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26
 현재 다른 약물

이나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외부 자극에 의해 세포가 사멸로 가는 경로에는 apoptosis와 세포괴사의 

다른 병리학적인 과정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각각의 세포사로 가

는 시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호를 통해 전달되며 단지 사멸의 결과가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27
 apoptosis와 세포괴사는 한 

세포에서 종종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apoptosis가 진행되

던 세포가 ATP고갈에 의한 세포괴사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28
 심근 

세포에 저산소 자극이 오면 즉시 apoptosis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극이 

지속되거나 강한 경우에는 이후에 세포괴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30

 또한 apoptosis가 세포괴사에 비해 주로 신호전달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 

Hsp들이 세포사를 유도하는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고, 

Hsp와 상호 작용하는 몇 가지 단백질들도 밝혀지고 있다.
31 

특히 

cytochrome c, apoptosis-inducing factor (Apaf-1), caspase등의 신호전

달체계를 이용한 apoptosis과정에 Hsp70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미토콘드리아 내의 ATP고갈에 의한 세포괴사 과정에도 Hsp70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32,33

 그러나 Hsp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조직이

나 기관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조직 세

포에서 여러 스트레스에 대한 Hsp의 세포 보호 효과와 구체적인 기전을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한편 열 손상에서처럼 허혈 및 재관류 손상에서도 세포 골격이나 에너지 

대사 과정 등에 대해 손상을 줌으로써 결국은 세포사를 초래한다.
34
 허혈

은 심장이나 뇌에 대한 스트레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 

뇌 조직에서 Hsp70의 발현으로 허혈 손상에 의한 세포 손상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35
 또한 Hsp70-transgenic mice에 심근 허혈 손상

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심근의 기능과 심근경색의 크기가 정상적인 생쥐

와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Hsp70에 의한 심근 보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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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할 수 있었다.
36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로 허혈 손상

에 대한 Hsp70에 의한 세포 보호 기전은 에너지 대사 과정과 관련된 경

로에 관여하거나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매개되는 신호에 관여하는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그림 1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세포, 조직에서 저

산소 혹은 허혈성 자극에 대해서 세포 내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발현되어 

세포가 스스로 자극에 대해 방어를 하거나 과도한 (혹은 지속적인) 자극

에 대해 세포사로 가는 경로가 상당부분 알려져 있다. 여기서 Hsp70은 

주로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단백질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세포 생존에 필요한 단백

질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Hsp 중에서 심장 보호 효과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는 Hsp70의 발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근세포에 저산소 자극

을 준 후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방법을 통하여 Hsp70의 발현을 

관찰하 다. 또한 Hsp70의 발현을 증가시켜 심근 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물질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물질을 각각 처리한 심근 세포에서 Hsp70

의 발현 양을 측정하는 cell-based assay로 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물질

을 검색하 다. 또한 Hsp70의 세포 보호 기능 중 세포 증식 및 생존 경

로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므로 기존에 알려진 apoptosis 

과정뿐만 아니라 세포 생존 경로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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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포 외부 자극에 대한 세포내의 단백질 발현과 신호전달 경로. 

세포나 조직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의 그림에서 왼쪽 부분의 단백질 

신호 경로 (NFAT, STAT, ERK, p38 MAPK)는 주로 세포 성장 및 생

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른쪽 부분의 단백질 경로 (JNK, 

NFkB, Caspases)는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경로로 알려져 있다. 

PLC-γ

IP3

ERK1/2 JNKp38MAPK

MEK1/2

MKK4/7MKK3/6

Raf
MEKK1/4 DAG 

Ca2+ PKC

Calcineurin

NFAT-ⓟ

Hsp70

MAPKAP-2         

JAK

STAT-ⓟ
STAT1
STAT2
STAT3
STAT4
STAT5
STAT6

NFkB

NFkB/IkB

IKK

NIK

Caspase-3

p53

Bax

Mitochondria

Caspase-9

Apaf-1
CytoC

Bcl-2

TAO

c-Abl

growth factors, 
cytokines

IL-6 family, 
mechanical 

stresses

growth factors,
hormones, 
cytokines

mechanical damages, 
hypoxia, 

oxygen stressescytokines

hypoxia, 
oxygen stresses

cytokines



- 9 -

Ⅱ. 재료 및 방법

1. 심근 세포의 분리

심근 세포의 분리와 세포 배양은 Chien 등의 방법
37
으로 시행하 다. 생

후 1-2일 된 Sprague-Dawley rat을 베타딘으로 흉부 소독 후 심장을 적

출하여 심실의 심근 세포를 분리하 다. 심근 조직을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세척하여 적혈구 등을 제거하고 조직을 잘게 자른 후 

0.1% type-II collagenase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를 처

리하여 37
o
C에서 배양하 다. 심근 조직이 모두 침지 (digestion)될 때까

지 새로운 0.1% type-II collagenase solution의 처리와 배양을 반복하

다. 마지막으로 배양액을 얻은 후 10% fetal bovine serum (FBS)이 포

함된 동량의 MEM alpha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배지

를 첨가하 다. 원심 분리를 실시하여 세포 침전물을 얻고 10% FBS가 

포함된 새로운 배지를 첨가하여 배양 접시에 도말하 다. 5% CO2 

incubator (37
o
C)에서 1 시간 동안 배양하면 대부분의 섬유아 세포가 배

양 접시 표면에 빠르게 붙어 있게 되고 심근 세포는 배양액 내에 존재하

게 된다. 배양액 내에 존재하는 심근 세포를 젤라틴이 코팅되어 있는 배

양 접시에 분주하고 10% FBS가 포함된 MEM alpha 배지를 첨가하

다. 심근 세포를 5% CO2 incubator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하면 심근세

포가 수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저산소 자극 방법 

배양된 심근 세포에 대해 저산소 자극을 가하기 위해 심근 세포가 배양

된 배양 접시를 저산소실 (hypoxic chamber) (ThermoForma, Marietta, 

OH, USA)에서 배양하 다. 이때 저산소실은 37
o
C로 유지되었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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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5% H2와 90% nitrogen으로 구성된 가스 혼합으로 저산소 상태를 

유지시켰다. 또한 저산소실 내에서 H2O, H2S, H2O2를 제거하기 위해 

desiccant, palladium catalyst, activated charcoal과 같은 세 가지의 

mesh-encased wafers를 사용하 으며, 전체 O2의 비율은 0.1% 이하로 

유지하 다. 각각의 실험군에서 저산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배지를 저

산소실에서 교환한 후 저산소 자극을 가하고 시간에 따라 바로 샘플을 

추출하 다. Thiamin의 심근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thiamin (Sigma, St. Louis, MO, USA)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10 mM의 농도로 stock solution으로 제조하여 여러 튜브에 나누어 냉동 

보관하 으며, 실험군에 따라 0.1 - 20 μM의 농도로 배지를 이용하여 희

석하여 사용하 다. 배양된 심근세포에 각기 다른 농도의 thiamin을 처리

하고 CO2 incubator에서 4 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저산소실로 배양 접시를 

옮겨 24 시간동안 배양하 다.

3. 세포 생존율 분석 

심근 세포의 생존율은 trypan blue dye exclusion method를 사용하여 측

정하 다. 심근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0.1% trypsin solution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을 사용하여 세포를 수확하고 10% FBS

를 첨가하여 중화하 다. 원심 분리로 세포 침전물을 얻은 후 PBS로 세

척하고 동일한 부피의 0.4% trypan blue를 처리하여 헤모사이토메터를 

사용하여 세포의 수를 측정하 다. Blue cells/total cells의 비율로 생존

율을 계산하 으며, 배양 접시의 well 당 3회씩 실시하 다.

4. Western blot immunostaining

각 실험군에서 적절한 시간에 배양 접시로부터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를 

얼음위에 보관하던 PBS를 사용하여 2회 세척하 다. 배양 접시 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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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어 세포를 모은 후 4
o
C에서 12,000 g로 5분간 원심 분리하 다. 

침전물을 lysis buffer (20 mM Tris-Cl, pH 7.5, 150 mM NaCl, 1 mM 

EDTA, 1% Triton, 2.5 mM sodium pyrophosphate, 1 mM 

-glycerophosphate, 1 mM Na3VO4, 1.0 mg/ml leupeptin, 1.0 mg/ml 

aprotinin and 1.0 mM PMSF)를 사용하여 용해하고 용해액을 4
o
C에서 

12,000 g로 20 분간 원심 분리하 다.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에 옮긴 후 

Western blot immunostaining 할 때까지 -80
o
C에서 보존하 다. 단백질

의 농도를 Lowry assay 방법
38
으로 측정하 는데, 이때 표준으로 소 혈

청 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 BSA)을 사용하 다. 단백질 시료에 

동량의 loading buffer를 첨가하여 5분간 가열하고 10%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AGE)를 수행하 다. 

SDS-PAGE 후에 겔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PVDF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 USA)으로 transfer buffer (25 mM Tris, 192 mM 

glycine and 20% methanol)와 Trans-Blot semi-dry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여 전달하 다. Blocking solution인 5% 

non-fat skim milk를 포함한 TBST (1x TBS containing 0.1% tween20)

으로 membrane상의 non-specific background를 제거하 다. Hsp의 발현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membrane을 Hsp70 항체 혹은 Hsc70 항체 

(Santa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blocking solution

에 1:1,000으로 희석하여 반응시킨 후 TBST buffer로 10분씩 3-4회 세

척하고, 2차 항체인 peroxidase-conjugated anti-goat antibody (Jackson 

Immuno Research, West Grove, PA, USA)를 1:10,000으로 희석하여 반

응시켰다. TBST buffer로 10분씩 3-4회 세척한 후에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detection system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England)을 반응시키고 high performance 

chemiluminescence film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England)에 노출하여 면역 반응 띠 (immunoreactive 

bands)를 관찰하 다. Hsp70 외에 다른 Hsp들과 MAP kinase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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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ERK1/2, phospho-ERK1/2, Hsp27, Hsp40, Hsp60 

등의 항체들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 다.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의 실험은 결과의 재연을 위해 각각 독립적인 실험군으

로 하여 3-5회 반복하 다.

 

5.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HSE와 HSF-1의 상호 작용을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방법

으로 확인하기 위해 Nishizawa 의 방법
39
을 기초로 사용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한 primer는 HSE 서열인 5'-NGAAN-3'이 2번 반복되어 있

는 5'-CTAGAAGCTTCTAGAAGCTTCTAG-3'를 probe로 사용하 으

며, primer를 [γ-
32
P]ATP (Dupont NEN, MA, USA)와 T4 

polynucleotide kinase (PNK) (Takara, Shiga, Japan)로 표지를 붙여서 

사용하 다. 결합되지 않은 [γ-
32
P] ATP는 QIAquick Nucleotide 

Removal Kit (Qiagen GmbH, Hilden, Germany)로 제거하여 

oligonucleotide probe를 분리하 다. 제작한 HSE probe는 서로 

complementary sequence로 double strand를 잘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한 반응을 위하여 조성한 완충 용액 (20 mM Tris-Cl, pH 7.4, 100 

mM NaCl, 1 mM dithiothreitol (DTT), 1 mM EDTA, 3% glycerol)에서 

75
o
C로 5 분간 처리하고 실온에서 천천히 식혔다. 서로 annealing 된 

probe는 에탄올을 사용하여 침전시키고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 다. 표지

를 붙인 HSE probe를 5 μg의 cell extract와 binding buffer (20 mM 

Tris-Cl, pH 7.5, 50 mM NaCl, 1 mM EDTA, 1 mM DTT and 5% 

glycerol)에서 25
o
C로 20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HSF1-HSE complex

를 nondenaturing 4% polyacrylamide gel에 전기 동 하 으며, 젤을 건

조시킨 후에 imaging plate에서 BAS 2500 image analyzer (Fuj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검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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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sp70의 유도 물질 선별과정

Hsp70의 발현을 촉진함으로써 세포 보호를 유도하는 물질을 탐색하 다. 

선별에 사용된 물질들은 480개의 천연물이 96-well plate에 1 mg 씩 분

주 되어 있는 natural products library를 Specs사 (Netherlands)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 고, 추가로 82개의 합성화합물을 선별과정에 사용하 다. 

Library에는 flavonoids, vitamins, antioxidants, phytochemicals 등이 포

함되어 있다. 각 물질들을 DMSO에 녹여서 10 mM stock을 만든 후 사

용하기 전까지 -20
o
C에 보관하 다. 1차 대량의 물질들을 선별하기 위하

여 96-well dot blot apparatus (Life Technology, Filtration manifold 

system)를 사용하 다. 백서의 심근 세포인 H9c2 세포 (ATCC, VA, 

USA)를 24-well plate에서 5×10
4
/ml 개로 배양하여 세포가 80% 정도 자

라면 0.5% FBS containing DMEM으로 24시간 동안 starvation 시켜준 

후 10 μM 농도로 4 시간 동안 각 물질을 처리하 다. 세포를 수확하여 

lysis buffer (Cell signaling, MA, USA)로 용해시켜서 단백질을 얻어 정

량하 다. 96-well dot blot apparatus를 준비하여 아래와 위 틀 사이에 

메탄올로 전처리 시킨 후 transfer buffer로 적신 PVDF membrane을 끼

우고 틀을 잘 맞춰서 진공이 새지 않도록 하고 단백질을 진공을 이용하

여 blotting 시켰다. 이후 Western blot immunostaining에서 수행하 던 

방법대로 세척과 항체 반응을 실시하여 Hsp70의 발현 양을 조사하 다. 

다시 24-well plate에 신생 백서 심근 세포를 배양하여 1차 선별된 물질

들을 한 물질 당 3 well 씩 처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well dot 

blot apparatus를 사용하여 3 well에 loading하여 2차 선별하 다. 여기서 

선별된 물질들을 마지막으로 Western blot을 시행하고 세포 생존율을 측

정하여 심근 세포에서 Hsp70의 발현은 유도하면서 생존율에는 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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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UNEL assay 

저산소 자극에 의한 심근 세포의 apoptosis와 thiamin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 nick end 

labeling assay (TUNEL assay) 방법을 이용하 다. 이를 위해 세포를 

coverslip plate에 배양하여 thaimine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각각 

thiamin 1 μM과 10 μM을 4 시간 동안 처리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저산

소실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ApopTag　Peroxidase Kit (Intergen, 

MA, USA)를 사용하여 apoptosis의 양상을 관찰하 다. Coverslip에 배

양된 세포를  1% paraformaldehyde와 ethanol:acetic acid (2:1)로 고정한 

후 equilibration buffer로 처리하 다. 각 시료들을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로 처리하고 37
o
C incubator에서 방

치하 다. 1 시간 후 PBS로 세척하여 antidigoxigenin peroxidase 

conjugate를 처리하여 30 분간 실온에서 방치하 다. 각 sample을 PBS

로 세척한 후 peroxidase substrate인 diaminobenzidine를 실온에서 5 분

간 처리하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 다. 

8. Caspase-3 activity assay

TUNEL assay와 더불어 세포의 apoptosis를 확인하기 위해 caspase-3 

activity assay를 수행하 다. 세포를 6-well plate에 배양하여 thiamin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thiamin 1 μM과 10 μM을 4 시간 동안 처리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저산소실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를 PBS

로 세척하고 모았다. 200 μL의 lysis buffer (20 mM PIPES, pH 7.2, 100 

mM NaCl, 1 mM EDTA, 10 mM DTT, 0.1% CHAPS, 10% sucrose)를 

처리하여 30 분간 얼음 위에 방치하 다. 세포 용해액을 13,000 rpm으로 

5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얻어 caspase-3 activity를 측정하 다. 

각 sample aliquot을 단백질 정량하여 동량의 단백질 시료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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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rotiter plate에서 단백질 100 μg과 200 μM의 caspase-3 substrate인 

Ac-DEVD-pNA (Sigma, St. Louis, MO, USA)를 반응시킨 후 

microtiter plate reader에서 405 nm로 잘려진 pNA의 농도를 측정함으로

써 caspase-3의 활성도를 조사하 다. 이때 표준 반응을 위해 caspase-3

와 p-nitroaniline (Sigma)을 사용하 다. 

9. 심근 세포에서 thiamin 효과에 대한 Hsp70 단백질과 ERK1/2 신

호 경로와의 관계 분석

Thiamin의 심근 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를 세포 내 단백질 수준에서 관

찰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배양 접시에 심근 세포를 배양 한 후 Hsp70 

발현 저해제인 KNK437 (Calbiochem, San Diego, CA, USA) 1 μM을 2

시간 전 처리 하거나 또는 처리하지 않고 여기에 thiamin 10 μM을 처리

한 후 hypoxia chamber를 이용하여 저산소 자극을 6 시간 동안 유도하

여 anti-ERK1/2 혹은 anti-phosphp-ERK1/2 항체 (Santacruz, Santa 

Cruz, CA, USA)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수행하

다. 다른 Hsp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Hsp90 저해제인 geldanamycin 

(AG Scientific, San Diego, CA, USA)도 1 μM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

로 실험하 다. Thiamin의 심근 세포 보호에 대해 Hsp70 발현 저해제와 

MAP kinase 저해제가 세포 생존율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 다. 배양접

시에 심근 세포를 배양 한 후 KNK437과 MAP kinase 저해제인 

PD98059 (Tocris, Bristol, UK)을 각각 1 μM씩 2 시간 전처리 하거나 또

는 처리하지 않고 여기에 thiamin 10 μM을 처리한 후 hypoxia chamber

를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저산소 자극을 준 후 trypan blue dye 

exclusion 방법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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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 분석

각 실험 결과는 3-5회 독립적인 실험군으로 수행하여 대조군과 실험군

간, 혹은 실험군과 실험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었다. 각 실험 

결과에 대한 그래프 값은 Student's t-test에 의거 평균 ±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고, p-values < 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인정하

다. 



- 17 -

Ⅲ.결  과

1. 백서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의한 세포사 

신생 백서의 심근세포를 분리, 배양한 후 24시간 동안 저산소 상태에 노

출시켰을 때 시간에 따라 세포사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 

저산소 자극에 대해 심근 세포는 12시간 후에 현저한 세포사가 일어났으

며, 24시간 후에 약 42%의 세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산소 자극에

서 심근 세포의 세포사가 apoptosis를 동반한 결과인지 관찰하 다. 먼저 

일반적으로 apoptosis의 현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TUNEL assay 방법을 이용한 결과 저산소 자극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apoptosis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24 시간 후 전체 심근 세포의 18.3%가 

apoptosis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 그림 2에서 저산소 자극

에 대한 심근 세포의 전체 세포사의 비율이 42%이었으며, 저산소 자극

에 의한 apoptosis는 전체 세포사 중 44%를 차지하 다. 동시에 

apoptosis 경로의 최종 단계에서 작용하는 protease인 caspase-3의 활성

을 그의 기질인 Ac-DEVD-pNA를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 TUNEL 

assay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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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저산소 자극에서 백서 심근 세포의 생존율. 저산소 상태의 심근 

세포는 12 시간 후부터 현저하게 세포사가 관찰되었고, 24시간 후에 

42%의 세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5회의 실험으로 평균값을 구하

다. * 각 시간대의 정상 산소 조건에 대비하여 p < 0.0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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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apoptosis (TUNEL assay). 심근 

세포를 배양하여 저산소실에서 방치한 후 10 분, 6 시간, 24 시간 후 

apoptosis의 양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24 신간 후 apoptosis를 보

이는 세포가 많이 관찰되었다 (왼쪽 그림). 각각의 시료를 현미경상에서 

전체 세포 대비하여 TUNEL assay로 염색된 세포의 수를 세어 

apoptosis 비율을 계산하 으며, 5회 반복 실험하여 통계처리 하 고 

plate에서 apoptosis 세포수의 측정은 균등하게 염색된 곳을 선택하여 계

산하 다 (오른쪽 그림). * 대조군 (0 time) 대비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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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세포의 caspase-3 activity. 심근 세포를 

6-well plate에 배양하고 저산소실에 옮긴 후 10 분, 6 시간, 24 시간 후 

caspase-3 activity를 측정하 다. 저산소 자극 시간에 따라 caspase-3 

activity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하 다. * control 대비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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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산소 상태의 심근 세포에서 Hsp70의 발현 양상

심근 세포에 저산소 자극을 가한 후 시간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방법으로 각각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결과 apoptosis가 유발될 때 증가하는 단백질인 JNK와 p53의 발현양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됨을 확인하 고, apoptosis를 억제하는 것으

로 알려진 Bcl-2 단백질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Hsp70 

단백질은 6 시간 때부터 발현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 다 (그림 

5). 저산소 자극에 대해 심근 세포의 Hsp70 발현 양상을 24 시간동안 관

찰하기 위해 배양된 신생 백서의 심근세포를 저산소실에서 배양하면서 

시간에 따라 배양 접시로부터 심근 세포를 수확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 방법으로 Hsp70의 발현을 조사하 다. 저산소 자극의 

초기에 수 시간 동안은 Hsp70 단백질이 증가되었으나 약 4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발현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그림 6). 반면 생체 

내에서 어떤 자극의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적정한 양으로 발현이 유지되

는 것으로 알려진 70 kDa의 Hsp인 heat shock cognate 70 (Hsc70)의 

발현에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같은 실험 방법으

로 5% CO2 incubator에서 정상적인 산소 상태에서 배양한 심근 세포의 

Hsp70의 발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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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심근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대한 세포내 단백질들의 발현 및 

활성화 패턴 변화. 심근 세포 배양 후 저산소실에서 배양하여 시간에 따

라 샘플을 추출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각 단백질들을 

관찰하 다. 같은 샘플을 두 번씩 gel을 걸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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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저산소 상태와 정상산소 상태에서 심근 세포의 Hsp 70 발현양

상. 각 시간에 따라 배양 접시로부터 세포를 수확하고 세포를 용해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실시하 다. 저산소 자극을 유발한 후 

30분부터 수 시간동안 Hsp70 단백질이 증가되었으나 4 시간이 지난 후

에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위그림). 정상산소 상태에서는 

Hsp70 단백질의 발현양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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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sp70의 유도 물질 선별 

저산소 조건에서 Hsp70을 유도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 480개의 천연 화

합물과 82개의 합성 화합물을 포함한 562개의 물질을 이용하 다. 1차 

선별 과정은 562개의 물질들을 H9c2 세포에 처리한 후 세포를 용해하여 

96-well dot blot에 blotting 한 후 anti-Hsp70 항체로 검색하 다.  

DMSO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Hsp70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된 52개의 

물질을 선별할 수 있었다 (그림 7). 1차 선별된 물질들을 다시 24-well 

plate에 심근 세포를 배양하여 한 물질을 3 well 씩 처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well dot blot apparatus를 사용하여 2차 선별하여 11개의 

물질들을 선별하 다. 선별된 11개의 물질들을 배양 접시에 배양된 심근 

세포에 처리하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과 세포 생존율을 동시에 

측정하여 Hsp70의 발현은 유도하면서 세포의 생존율에는 향을 주지 

않는 물질로 thiamin을 포함한 8개의 물질들을 선별하 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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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sp70 유도 물질의 1차 선별. 562개의 물질들을 H9c2 세포에 24 

시간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용해하여 96-well dot blot에 blotting 한 후 

anti-Hsp70 항체로 검색하 다. 대조군에 비해 Hsp70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된 52개의 물질들을 선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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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sp70의 발현을 유도하는 11개의 물질에 대한 최종 탐색. 선별

된 Hsp70 유도 물질들에 대해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Hsp70의 발현은 촉진하면서 세포 생존율에는 향을 주지 않는 물질들

을 탐색하 다. 그림과 그래프의 숫자는 탐색에 사용된 물질들의 임의로 

부여된 번호를 나타낸다 (#107 : thi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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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으로 인한 세포사에 대한 thiamin의 세

포 보호 효과

Hsp70의 유도 물질로 선정된 thiamin이 실제 저산소 자극에 대해 심근 

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 다. Thiamin이 처리된 심근 세포군에

서 thiamin 농도에 따라 세포사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thiamin 10 μ

M을 정점으로 저산소 자극에 대한 심근 세포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그림 9). Thiamin 10 μM 처리한 실험군에서 저산소 자

극에 의한 세포사를 약 50%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보 다. 그러나 비타

민의 한 종류인 ascorbic acid (vitamin C)는 저산소증에 의한 심근 세포

의 사멸에 대한 보호 효과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 저산소 자극에 의해 심근세포가 사멸하는 과정 중 apoptosis로 

진행되는 것을 thiamin이 억제하는지를 TUNEL assay와 caspase-3 활

성 측정 방법으로 조사하 다. 위의 실험 방법과 같이 심근 세포에 저산

소 자극 처리군과 thiamin 1 μM 처리군, 10 μM 처리군으로 나누어 관찰

한 결과 thiamin 10 μM 처리군에서 유의한 apoptosis 억제 효과를 보

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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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의한 세포사에 대한 thiamin의 보

호 효과. 심근 세포에 여러 가지 농도의 thiamin 또는 ascorbic acid를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저산소 자극을 가하 다. 24 시간 후에 심근 세포

의 생존율을 trypan blue dye exclusion 방법으로 측정하 다. Thiamin 

처리 농도에 따라 심근 세포 보호 효과가 나타났으며, 5 μM 이상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다. * 저산소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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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의한 apoptosis에 대한 thiamin의 

억제 효과. 심근 세포에 각각 1 μM, 10 μM의 농도로 thiamin을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저산소 자극을 가하 다. 24 시간 후에 세포를 수확하여 

TUNEL assay (위쪽 그림)와 caspase-3 활성 (아래쪽 그림)을 측정하

다. * 저산소 대조군에 대한 thiamin 처리군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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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Hsp70 발현에 대한 thiamin의 효과

Thiamin의 심근 세포 보호 효과 및 apoptosis 억제 효능이 Hsp70의 발

현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 다. Thiamin을 여러 가지 농도로 4 시간 전 

처리 한 후 심근 세포를 저산소 상태에서 배양하여 24시간 후 Hsp70의 

발현 양상을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분석하 다. 실험 결과 

앞선 실험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조군 (저산소 자극)에서는   

Hsp70의 발현양이 현저하게 떨어진 반면, thiamin 처리 군에서 thiamin

의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Hsp70의 발현이 더 많이 회복되는 것을 관찰

하 다. Thiamin 10 μM의 농도에서 Hsp70의 양이 최대치를 보 으며, 

antioxidant 등의 기능으로 알려진 ascorbic acid 처리 군에서는 thiamin

과 달리 Hsp70의 발현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1). 

6.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HSF1 활성화에 대한 thiamin의 효

과

Thiamin에 의한 Hsp70의 발현이 실제 HSF1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한 HSE를 표지시켜 24시간동안 저산

소 상태에 노출시킨 심근 세포 배양액의 추출물과 반응시켜 EMSA를 실

시하 다. 실험 결과 thiamin 10 μM을 처리한 군과 20 μM을 처리한 군

에서 thiamin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HSF1의 HSE-binding activity

가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12). 심근 세포에 heat shock (42
o
C

에서 30 분)을 주었을 때 (lane 3)와 비교해 저산소 자극만 24 시간 주었

을 때 HSF1-HSE complex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고 (lane 2), thiamin 10-20 μM을 처리한 실험군 (lane 5, 6)에서 그 

complex가 회복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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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Hsp70 발현에 대한 thiamin의 효

과. 심근 세포를 여러가지 농도 (0.1-20 μM)의 thiamin으로 4 시간 동안 

전 처리 한 후 저산소 자극을 가하 다. 세포들을 수확한 후에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Hsp70의 발현양을 조사하 다. Ascorbic acid

의 효과에 대한 실험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하단 그래프는 상

단의 실험을 3회 독립적으로 반복하여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저산

소 대조군에 대한 thiamin 처리군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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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HSF1 활성화에 대한 thiamin의 

효과. Lane 1, Labeling된 HSE probe만 전기 동 한 것; lane 2, 저산소 

상태에 24 시간 노출시킨 심근 세포; lane 3, 열처리 (42
o
C에서 30 분)를 

가한 심근 세포; lane 4, thiamin 1 μM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가한  

심근 세포; lane 5, thiamin 10 μM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가한 심근 

세포; lane 6, thiamin 20 μM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가한 심근 세포; 

lane 7, 정상상태에서 배양한 심근 세포.

HSF1

1 2 3 4    5    6



- 33 -

7.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ERK1/2 활성화에 대한  thiamin의 

효과 

이상의 실험을 토대로 thiamin은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세포의 사멸을 억

제하는 효능을 가졌으며, 이는 Hsp70의 발현을 유지하는 기작을 통해 이

루어진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Hsp70은 세포에 대한 자극으로 

세포사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단백질들과 반응함으로써 세포 보호 기능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본 실험에서는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신

호 전달 단백질로 MAP kinase의 하나인 ERK1/2에 대한 thiamin의 효

과를 관찰하 다. 심근 세포에 저산소 자극을 가한 후 시간에 따라 샘플

을 추출한 후 anti-ERK1/2 항체와 anti-phospho-ERK1/2 항체를 이용하

여 Western blot immunostaining을 실시하 다. 저산소 상태의 심근 세

포에서 ERK1/2의 활성화된 형태인 인산화된 ERK1/2  

(phospho-ERK1/2)의 발현양을 관찰한 결과 저산소 상태에 노출된지 10

분 이후부터 인산화된 ERK1/2가 증가되었으며 30분만에 최고치를 나타

낸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그림 13). 

Thiamin을 세 가지 농도 (0.1, 1, 10 μM)로 4 시간 동안 각각 전 처리 

한 후 6시간 동안 저산소 상태에 심근세포를 노출시킨 결과 thiamin의 

처리 농도에 따라 인산화된 ERK1/2의 양이 점차 증가되었고 thiamin 10 

μM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thiamin을 처리하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인산

화된 ERK1/2의 발현 양이 크게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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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활성화된 ERK1/2 발현 양상. 심

근 세포에 저산소 자극을 가한 후 phospho-ERK1/2의 발현양을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조사하 다. 분석된 각각의 밴드의 양

은 scanning densitometry로 정량 하 으며,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인 양

을 그래프로 표시하 으며,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독립적으로 3회 반복

하 다. * 저산소 대조군 (0 time)에 대한 저산소 실험군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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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ERK1/2 활성화에 대한 thiamin

의 효과. 심근 세포를 여러 가지 농도의 thiamin을 4 시간 동안 전 처리 

한 후 6 시간동안 저산소 상태에 노출시킨 후 ERK1/2의 활성화를 

Western blot immunostaining으로 조사하 다. 분석된 각각의 밴드의 양

은 scanning densitometry로 정량 하 으며,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인 양

을 그래프로 표시하 으며,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독립적으로 3회 반복

하 다. thiamin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인산화된 ERK1/2의 발현이 증가

하 다. * 저산소 대조군에 대한 thiamin 처리군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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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산소 상태의 심근세포에서 thiamin에 의한 ERK1/2 활성화와 

Hsp70의 관계

위의 실험에서 저산소 상태의 심근 세포에서 thiamin에 의해 ERK1/2의 

활성화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같은 실험 조건에서 thiamin이 

Hsp70의 발현을 유도시킨다는 결과도 얻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thiamin

에 의한 ERK1/2의 활성화 유지과정이 Hsp70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지

를 조사하 다. 배양된 심근세포에 Hsp70 발현 억제제 (KNK437)을 2시

간 전 처리 하거나 또는 처리하지 않고 여기에 thiamin 10 μM을 처리한 

후 저산소 자극을 가하 다. 실험 결과 심근 세포에 Hsp70 발현 억제제

를 처리한 군에서 처리하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인산화된 ERK1/2의 발

현양이 감소하 다 (그림 15). 즉 저산소 상태에서 thiamin의 처리로 활

성화가 유지되는 ERK1/2는 Hsp70 발현에 의해 활성화가 조절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반면 Hsp90 발현 억제제인 geldanamycin은 ERK1/2의 활

성화에 큰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또한 Hsp70 발

현 억제제를 사용하여 Hsp70의 발현을 억제시키면 ERK1/2의 활성화가 

유지되지 않는데, 이것이 세포 생존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

험을 시행하 다. 배양된 심근 세포에 Hsp70 발현 억제제를 2시간 전 처

리 하거나 또는 처리하지 않고 여기에 thiamin 10 μM을 처리한 후 저산

소 자극을 유도하여 24 시간 후에 세포 생존율 측정하 다. 심근 세포에 

Hsp70 발현 억제제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thiamin의 세포 사멸 억제 효

과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그림 16). 24시간 동안의 저산소 상태에서 

심근 세포의 생존율은 58.4%이었고 thiamin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79.4%로 증가하 으나, Hsp70 발현 억제제를 처리 후 thiamin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60.2%로 감소하 다. 다음으로 저산소 상태의 심근 세포에

서 ERK1/2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한 후에 thiamin에 의한 심근 세포 

보호 효과가 얼마나 상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시행하 다. 

ERK1/2를 억제할 수 있는 mitogen activating protein kinase (M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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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PD98059)를 처리한 후 thiamin을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저산소 

자극을 가한 후 심근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thiamin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79.4%의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MAPK 억제제을 처리

한 후 thiamin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69.6%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Hsp70 억제제를 처리한 실험군의 60.2%에 비해서는 세포 사멸이 적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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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저산소 상태에서 심근 세포의 ERK1/2 활성화에 대한 Hsp70의

역할. Lane 1, 정상상태에서 24 시간 배양한 심근 세포; lane 2, 저산소 

상태에 24 시간 노출시킨 심근 세포; lane 3, thiamin 10 μM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lane 4, Hsp70 억제제 (KNK437)를 처리 

후 thiamin 10 μM를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lane 5, 

Hsp90 억제제 (geldanamycin)를 처리 후 thiamin 10 μM 처리하고 저산

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 저산소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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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저산소 상태에서 thiamin의 심근 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Hsp70 

억제제의 향. Lane 1, 정상상태에서 24 시간 배양한 심근 세포; lane 2, 

저산소 상태에 24 시간 노출시킨 심근 세포; lane 3, KNK437을 처리 후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lane 4, thiamin 10 μM을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lane 5, KNK437을 처리 후 thiamin 10 μM을 처리

하고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독립적으로 각

각 3회 반복하 다. * 각 실험군간 p < 0.05. 



- 40 -

Su
rv

iv
al

 ra
te

 (%
)

0

20

40

60

80

100

1         2        3    4         5

*

그림 17. 저산소 상태에서 thiamin의 심근 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MAPK 억제제의 향. Lane 1, 정상상태에서 24 시간 배양한 심근세포; 

lane 2, 저산소 상태에 24 시간 노출시킨 심근 세포; lane 3, PD98059 처

리 후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lane 4, thiamin 10 μM을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lane 5, PD98059 처리 후 thiamin 10 μM을 

처리하고 저산소 자극을 준 심근 세포.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독립적으

로 각각 3회 반복하 다. * 각 실험군간 p < 0.05. 



- 41 -

Ⅳ.고  찰

저산소 상태는 세포의 생존에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며, 특히 심장

에서 허혈성 심근병증 또는 심부전을 초래하는 세포 사멸의 결정적인 원

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40-42

 본 실험에서 신생 백서의 심근 세포

를 24시간 동안 저산소 상태에 노출시킨 후 시간에 따른 세포사의 추이

를 관찰한 결과 12시간 후 현저하게 세포가 죽는 것을 관찰하 고 24시

간 후에는 약 42%의 세포가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근 허혈 모

델에서 세포의 죽음이 어떤 양태 (세포괴사 혹은 apoptosis)로 진행되는

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in vivo 에서는 다양한 생체 인자들이나 

혈류의 흐름에 따라, in vitro 심근 세포에서는 그 배양 환경에 따라 세

포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환경 조건이든 apoptosis는 동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3-44

 심근 세포에 저산소 자극이 오면 즉시 

apoptosis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극이 지속되거나 강한 경우에는 이후

에 세포괴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30

 이는 세포괴사에서 동

반되는 세포막의 파괴와 세포 내 성분들의 분출, 그리고 이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추가적인 심장 기능의 손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apoptosis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심

근 세포의 저산소 자극에 대한 세포사는 상당 부분 apoptosis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저산소 상태의 심근세포에서 TUNEL assay 

방법과 caspase-3 활성 측정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저산소 자극 24시간 

후에 전체 세포 중에서 18.3%가 apoptosis로 진행된 것을 관찰하 고, 이

는 전체 세포사 중 44%에서 apoptosis의 기전으로 세포 사멸이 이루어졌

음을 나타낸다. 근래에 Hsp들이 세포사를 유도하는 신호 전달 체계에 관

여한다는 보고가 있고, Hsp와 상호 작용하는 몇 가지 단백질들도 밝혀지

고 있다.
31
 그러나 apoptosis 이외의 세포사멸은 세포괴사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세포괴사는 심근 허혈 시 세포사 및 이의 보호 기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poptosis와 더불어 necrosis를 

통한 세포사의 기전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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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포는 저산소증을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들에 대해 스스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온, 허혈, 방사선 등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세포내

부에서는 그 강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heat shock 

protein (Hsp)의 발현이 유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4,5
 특히 Hsp70은 허혈 

및 저산소증에 대한 심근 세포의 저항성을 항진 시켜서 심근 세포를 보

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6
 특히 심근

7,8
이나 뇌

45,46
에서 허혈 손상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Hsp70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심근 세포에서 지속적인 저산소증에 의한 Hsp70의 발현양상과 세

포사멸에 대한 조절 기작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본 실험에서는 

저산소증을 유발하 을 때 심근 세포의 Hsp70 발현양상을 관찰하기 위

해 신생 백서의 심근 세포를 저산소 상태에서 배양하면서 시간에 따른 

Hsp70의 발현을 관찰하 다. 저산소 상태 초기에 Hsp70 단백질이 증가

되었으나 수 시간이 지난 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지금까

지 다양한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의한 Hsp70의 발현의 변화 양상을 

관찰한 연구는 수시간 이내의 자극을 가해 Hsp70이 발현된다는 결과를 

얻어 왔으며,
47,48

 지속적인 허혈 조건에서 Hsp70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근세포가 40% 이상 death를 초래하는 24시간까

지 Hsp70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 다. 실험 결과 대부분 4 시간을 기점으

로 증가하던 Hsp70 단백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4시간에서는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저산소 상태가 심근 

세포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세포 보호 효과를 가진 Hsp70 발현

의 감소가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즉 본 실험에서도 

저산소 상태에서 수 시간 내에 Hsp70의 발현이 유도되지만 장기간 자극

이 지속될 때는 Hsp70의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저산소

증에 대해 Hsp70의 발현이 일시적인 세포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체 내에서 일정한 양으로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진 Hsc70
49,50

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결과, 심근 세포에 대해 저산소 자극

은 별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근에서의 지속적인 허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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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Hsc70보다는 Hsp70이 향을 받아 세포 생존과 사멸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sp70 이외의 다른 Hsp들은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

극에 대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 Hsp27은 Hsp70과 더불어 대표

적인 세포 보호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Hsp27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Hsp27이 다른 Hsp들과는 달리 인산화되어 

활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51,52

 따라서 

phospho-Hsp27의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항체가 개발된다

면 향후 심근 세포의 저산소 자극 후 Hsp27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관

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의 실험 결과 저산소 상태로 인해 유도되는 Hsp70은 짧은 기간 동안

에 발현이 증가한 후 저산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발현이 감소되는 양

상을 보 다. 이러한 일과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세포 보호 효과를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Hsp70을 유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강도가 약한 자극

에 노출시켜서 Hsp70을 유도하는 방법
53-56

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다

른 단백질들도 유도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유전자 조작을 시행하여 Hsp70을 다량 생

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57,58

 실제로 Hsp70과 Hsp27을 over-expression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서 apoptosis가 적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 으며,
59
 최근에 Hsp70-transgenic mice에서 심근 허혈 및 재관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심장 기능 이상과 경색 크기가 정상적인 

mice와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
36
 그러나 기

술적인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세 번째는 약물 등을 

이용하여 Hsp70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거나 발현된 Hsp70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몇 가지 약물이 Hsp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약물 자체의 부작용 또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3-25

 최근

에는 geranylgeranylacetone (GGA)라고 하는 위궤양 치료제가 심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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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6
 아직까지 많은 약물이나 물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실험에서도 Hsp70의 발현을 유도하는 물질을 선별하 으며 

flavonoids, vitamins, antioxidants, phytochemicals등이 포함된 562개의 

물질 중에서 Hsp70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세포의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는 8 개의 물질을 선별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Hsp70 유도 

물질들의 선별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 는데, 1차적으로 562개나 되는 대

량의 물질들을 검색하기 위하여 multi-well plate에 배양된 백서의 심근 

세포인 H9c2에 각각의 물질을 처리한 후 96-well dot blot system을 사

용하여 Hsp70의 발현을 촉진하는 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후 선별된 물질들을 보다 정 하게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Western 

blot과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여 Hsp70의 발현은 유도하면서 세포 생존에

는 향을 주지 않는 물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 다. 

Thiamin은 오래 전부터 심장 기능에 중요한 양 인자로 여겨져 왔으며, 

thiamin 결핍이 있을 때는 cardiac beriberi와 같은 심부전이 유발되

고,
60,61

 특히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thiamin 결핍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

62,63
에서 일차 실험에서 선별된 8 개의 물질 중 thiamin을 선택하여 심근 

보호 효과를 알기 위한 이차 실험을 진행하 다. 생체 내에서 thiamin의 

첨가로 심근 기능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49,50

심근 

경색 모델에서 thiamin의 투여로 경색 부위가 감소되고 허혈 손상에 대

한 세포 보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고 되기도 하 다.
64,65

 

그러나 허혈 손상 및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에 대한  thiamin의 세

포 보호 효과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도 thiamin이 처리된 심근 세포에서 thiamin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사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10 μM를 처리했을 때 

저산소 상해를 가한 후 심근세포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관찰

하 다. 그러나 비타민의 한 종류인 ascorbic acid (vitamin C)는 저산소 

상해에 대한 심근 세포의 생존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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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타민 가운데 thiamin이 독특하게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증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Hsp70의 발현을 유도하는 물질

로 선별된 thiamin이 농도에 따라서 Hsp70의 발현양이 증가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thiamin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저산소 상해를 24시간 가

한 후  Hsp70의 발현 양이 현저하게 떨어진 반면 thiamin을 처리한 세

포는 농도에 따라 Hsp70의 발현 양이 회복되었으며, thiamin 10 μM의 

농도에서 Hsp70의 발현 양이 최대값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전 처리한 

thiamin의 농도에 따라 세포사의 감소 및 apoptosis의 억제 효과가 나타

나는 실험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thiamin이 Hsp70의 발현을 유도하여 

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 듯이 

심근 세포의 저산소 자극에 대한 세포사의 기전이 apoptosis로만 진행되

는 것이 아니므로 thiamin에 의한 Hsp70의 발현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세포 보호 효과는 apoptosis를 유도하는 신호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necrosis 등의 기전에도 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또한 Hsp70은 세포에 자극이 오면 순간적으로 수 시간 내에 발현이 유

도되어 세포 사멸로 유도하는 단백질들, 특히 caspases로 진행되는 세포

사멸 경로의 단백질들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하는 기작이 있

는데, 심근 세포의 저산소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Hsp70의 발현양

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써 이러한 보호 기작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thiamin의 처리로 Hsp70의 세포보호 기작이 회복됨으로써 caspase-3로 

가는 경로를 차단하여 세포사멸 및 apoptosis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Thiamin의 Hsp70 발현 유도는 실제 HSF1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EMSA를 실시한 결과 저산소 

상태에서 thiamin을 처리한 세포에서 HSF1의 HSE-binding activity가 

증가된 것으로 관찰하 다. 따라서 thiamin은 HSF1의 활성화를 통하여 

Hsp70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실험 결과에서 심근 

세포의 장기적인 저산소 자극에서 Hsp70의 발현양의 감소는 HSF1의 불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심혈관계의 노화가 진행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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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Hsp들의 발현 양상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66,67

 이

는 아마도 HSF1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활성화의 비이상적인 조절 또

는 HSF1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다른 단백질들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Hsp70의 발현 유도가 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sp70은 주로 apoptosis 과정에 관여하는 여

러 가지 경로 및 효소에 대한 억제 작용을 함으로써 세포사를 막는 것으

로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어 Hsp70은 Apaf-1이 pro-caspase-9을 모으

는 작용을 방해하여 caspase-3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또 다른 apotosis의 경로인 c-Jun N -terminal kinase (JNK)를 탈인

산화 시킴으로서 JNK의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8-71

 

최근 Hsp의 유도 혹은 활성화는 MAPK에 의해 유도된다는 보고가 있

고, Hsp70 단백질이 일부 MAPK와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51,52

 하지만 세포 생존율을 높이는 것에 관여하는 경로인 Raf-ERK1/2

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실험에서는 

저산소 상태의 심근 세포에서 ERK1/2의 활성화 형태인 인산화된 

ERK1/2 발현양이 30분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후 6시간째에는 거의 소멸

하 으나 thiamin 10 μM을 처리한 세포에서는 저산소증이 6시간 지속된 

후에도 ERK1/2의 활성화가 유지되었다. Hsp70 발현 유도에 의해서 

ERK1/2의 활성화가 유지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Hsp70 발현 억제제를 

thiamin과 동시에 처리하 을 때는 ERK1/2의 활성화가 잘 유지되지 않

았으나 Hap70 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ERK1/2의 활성화가 유

지되어 인산화된 ERK1/2의 발현양이 많았다. 따라서 thiamin은 Hsp70의 

발현을 유도하여 ERK1/2의 활성화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hiamin에 의한 심근 세포의 보호 기능에 대해 Hsp70 억제제와 

MAPK 억제제를 사용하여 thiamin과 Hsp70, ERK1/2의 관계가 실제 심

근 세포 생존과 연결되는지 조사하 다. 그림 20, 21에서와 같이 24시간 

동안의 저산소 상태에서 심근 세포의 생존율은 58.4% 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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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amin 10 μM을 처리하면 생존율이 79.4%로 회복되어 현저한 세포 보

호 효과를 보 다. 이러한 thiamin의 세포 보호 효과가 Hsp70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Hsp70 억제제를 처리 후 

thiamin을 처리하여 심근 세포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60.2%로 thiamin에 

의한 세포 보호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 다. 이러한 결과는 

thiamin에 의한 심근세포 보호가 Hsp70을 매개로 한 기작임을 뒷받침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ERK1/2를 억제하는 PD98059를 처리한 

경우에는 thiamin에 의한 세포 보호 효과를 10% 정도 상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결과는 심근세포가 저산소 자극을 받으면 ERK1/2로 가는 

생존 신호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세포 사멸로 가는 caspases 등의 다른 

단백질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심근 세포의 사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

하며, Hsp70이 세포의 생존과 세포 사멸에 관련된 단백질들을 직접 조절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사멸과 Hsp70 단백질의 보호 

기능을 확인하 다. 아울러 thiamin이 심근 세포에 대한 저산소 자극에 

대해 Hsp70의 발현을 유지시킴으로써 caspase로 가는 세포 사멸 기작을 

억제하고 ERK1/2로 진행되는 세포 증식 및 생존 신호를 유지시키는 기

작을 발견하 다 (그림 22). 심근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은 세포 내 대사과

정의 비정상적인 조절, 단백질 안정성의 변화, 세포 증식 및 생존에 필요

한 단백질들의 발현 및 활성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 세포를 apoptosis 혹

은 세포괴사로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세포 내에 존재하는 Hsp70 

단백질은 세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Hsp70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thiamin 은 부작용이

나 세포 독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알려진 다른 Hsp70 유도 물질들에 비

해 임상적으로 매우 유리한 물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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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에 대한 Hsp70을 매개로 하는 

thiamin의 보호 효과. 지속적인 저산소 자극으로 심근 세포에서 Hsp70 

단백질의 발현양이 현저하게 떨어져 caspase-3를 통한 세포 사멸의 과정

으로 진행하고 ERK1/2 단백질의 불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thiamin은 Hsp70의 발현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세포 사멸 과정의 

caspase-3 경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ERK1/2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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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실험을 통하여 저산소 자극에서 심근 세포의 Hsp70 발현 양상과 

Hsp70의 발현이 세포 보호 효과를 일으키는 기전을 알아보았으며,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백서의 심근 세포를 배양하여 24 시간동안 저산소 자극을 유발시키면

서 Hsp70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결과 Hsp70의 발현양이 4시간에 최고치

를 보 으며, 이후 24 시간까지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이런 양상

은 세포 생존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저산소 자극 24시간 후에 심근 

세포가 약 42%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세포사 중에서 약 

44%는 apoptosis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저산소 자극에 대항하여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일시

적으로 증가하는 Hsp70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선별하기 위하

여 562개의 물질을 각각 처리한 심근세포에서 Hsp70의 발현 양을 측정

한 결과 thiamin을 포함한 8개의 물질이 Hsp70 단백질 발현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된 물질 가운데 thiamin을 처리한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 후에 세포사가 억제되었으며, caspase-3를 통한 

apoptosis과정 또한 억제되었다. 이는 thiamin이 저산소 자극으로부터 심

근 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Thiamin을 처리한 심근 세포에서 저산소 자극을 유발시킨 후 Hsp70

의 발현양상을 관찰한 결과 Hsp70의 발현이 24시간동안 유지되었다. 이

는 thiamin이 Hsp70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4. Thiamin을 처리한 심근 세포에서 세포 증식 및 생존의 경로에 관여하

는 단백질인 ERK1/2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thiamin

에 의한 ERK1/2의 활성화 과정에 Hsp70이 관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하여 Hsp70 발현 억제제를 thiamin과 동시에 투여한 결과 활성화된 

ERK1/2의 발현 양이 감소하고 세포 보호 효과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thiamin은 Hsp70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apoptosis로 가는 



- 50 -

caspase-3 활성을 저해하는 과정과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ERK1/2 활성

화를 유지하는 과정에 동시에 작용하여 심근세포를 보호할 것으로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저산소 자극에 대한 Hsp70의 세포 보호 효과는 apoptosis과

정의 caspase-3 경로를 차단하는 기전과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ERK1/2

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기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의 in vitro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동물 실험을 시행하여  

허혈 심근 조직에 대한 thiamin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가 계속 이루어 져

야 할 것이고, 사용하기 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또 다른 Hsp70의 유도 물

질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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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toprotective mechanism and expression of 

heat shock protein 70

 in cardiomyocyte under hypoxic injury

                          Seung Hyuk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angsoo Jang) 

 

Hypoxia is an important factor in cell death. In cardiomyocytes, 

hypoxic stress leads to permanent functional deficit following 

disruption of cell metabolism, cell swelling, ATP depletion and 

degradation of enzymes. Heat shock protein 70 (Hsp70) is known to  

be capable of protecting cardiac cells from lethal ischema/hypoxia. 

The accumulation of Hsp70 in cardiac cells enhance myocardial 

resistance to hypoxic inj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of Hsp70, novel Hsp70 inducing compounds 

and the protective mechanism of Hsp70 in cardiomyocytes under 

hypoxic injury.  

Expression of Hsp70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Western blot 

in cultured neonatal rat cardiomyocytes under 24 hour hypoxic stress. 

Expression of Hsp70 was increased shortly after the initiation of 

hypoxic insult and began to decrease 4 hours after the initiation of 

hypoxic insult. Screening of Hsp70-inducing compounds among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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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was performed. Eight compounds including thiamin were 

newly identified to induce Hsp70. Pretreatment with thiamin for 4 

hours induced Hsp70 highly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cardiomyocyte after 24 hours hypoxic injury, while cardiomyocytes 

exposed to only hypoxic stress without pretreatment of thiamin 

showed very low level expression of Hsp70. TUNEL assay and 

caspase-3 activity assay revealed that the degree of apoptosis was 

less in thiamin-treated cardiomyocytes than in control cardiomyocytes. 

Thiamin-treated cardiomyocytes sustained highly ERK1/2 

phosphorylation at 6 hours after the initiation of hypoxic insult, while 

thiamin with Hsp70 inhibitor (KNK437)-treated cardiomyocyte showed  

low level of ERK1/2 phosphorylation at the same time point. 

 In conclusion, expression of Hsp70 increased shortly after the 

initiation of hypoxic insult, and then decreased. Thiamin is thought to 

be the cardioprotective agent against hypoxic injury through its 

induction of Hsp70 in cardiomyocytes. Hsp70 in hypoxic 

cardiomyocyte appears to have cytoprotective effect through 

ERK1/2-mediated cell survival pathway and interfering with the 

apoptotic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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