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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 Effect of Triglycerides via Apoptotic Caspase Pathway in 
Immune and Non-immune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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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Haany University, Gyeongsan 38610, Korea 

Hyperlipidemia is defined as conditions of the accumulation of lipids such as free fatty acids (FFA), triglyceride (TG), 
cholesterol and/or phospholipid in the bloodstream. Hyperlipidemia can cause lipid accumulation in non-adipose tissue, 
which is lipid-cytotoxic effects in many tissues and mediates cell dysfunction, inflammation or programmed cell death 
(PCD). TG is considered to be a major cause of atherosclerosis through inflammatory necrosis of vascular endothelial 
cells. Recently, TG have also been shown to exhibit lipid-cytotoxicity and induce PCD.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G on the cytotoxic effect of various cell types. When exposed to TG, the cell viability of U937 monocytes and 
Jurkat T lymphocytes, as well as the cell viability of MCF-7, a non-immune cell, decreased in time- and dose-dependent 
manner. In U937 cells and Jurkat cells, caspase-9, an intrinsic apoptotic caspase, and caspase-8, an extrinsic apoptotic 
caspase, were increased by exposure to TG. However, in TG-treated MCF-7 cells, caspase-8 activity increased only without 
caspase-9 activity. In addition, the reduction of cell viability by TG was recovered when all three cell lines were treated 
with pan-caspase inhibit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tivation of apoptotic caspases by TG causes lipotoxic effect and 
decreases cell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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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지혈증(hyperlipidemia)은 지속적인 과영양상태(over- 

nutrition), 또는 유전적 결함(genetic defect) 등에 의해서 혈

액 내에서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 FFA), 중성지방(trigly- 

ceride, TG), 콜레스테롤(cholesterol) 또는 인지질(phospho- 

lipid) 같은 지질(lipid)의 농도가 증가된 상태를 의미한다

(Frayn, 2002; Kusminski et al., 2009; Johnson et al., 2013; Menet 

et al., 2018). 고지혈증은 혈액 내 증가된 지질의 농도에 의

해 비 지방 조직(non-adipose tissue)에서 비정상적인 지질

의 축적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세포의 기능 장애나 세포

사멸 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지방독성 효과

(lipotoxic effect)라 한다(Aronis et al., 2008). 이러한 지방 축

적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는 간세포(hepatocyte), 심근세포

(cardiomyocyte) 및 대식세포(macrophage) 등 다양한 세포

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de Vries et al., 

1997; Aronis et al., 2005; Malhi et al., 2006). 그리고 지방 축

적에 의한 세포의 기능 이상이나 세포사멸은 고지혈증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알

려져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급성 심근경색(acute 

myocardiac infarction)이나 허혈성 심질환(ischemic heart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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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 등의 원인이 되는 죽상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이

다(Carmena et al., 2004).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이나 유리 지방산과 더불어 지방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

다(Cury-Boaventura et al., 2006).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죽

상동맥경화증에 관여하는 면역계 세포(immune cells) 중 

하나인 대식세포의 경우, 고지혈증 환자의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 유사한 고농도의 중성지방에 노출 시 미토콘드리

아(mitochondria)의 기능 이상 및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증가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에 의해 세포사멸유도(programmed cell death, PCD)가 일어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Aronis et al., 2005; Aronis et al., 2008; 

Aflaki et al., 2011; Son et al., 2013; Lim et al., 2017). 그리고 

중성지방에 의한 대식세포의 세포사멸유도는 죽상동맥경

화증 발달에 기여하며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여

겨지고 있다(Hokanson and Austin, 1996; Malloy and Kane, 

2001; Toth, 2016; Kamstrup, 2017).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에 

의한 세포사멸유도는 고지혈증에 의해 발생 가능한 염증

성 질환의 발달 과정에 중요 인자 중 하나라 할 수 있으

며 고지혈증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질환의 기전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식

세포 외에도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관여하는 면역계 세포 

중 하나인 U937 단핵구 세포주와 Jurkat T 림프구 세포주, 

그리고 대조군으로 유방암 상피세포주인 MCF-7을 이용

하여 중성지방에 노출 시 면역계 세포 및 비-면역계 세포 

(non-immune cell)에서 세포사멸유도에 의한 세포 수 감소

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세포사멸유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경로 중 하나인 apo- 

ptotic caspase 기전(apoptotic caspase pathway)은 caspase라 불

리는 cysteine proteases 단백질 군집의 복합적인 활성화 반

응에 의해 일어나고 그 결과, 세포질의 응축 및 DNA 절

단 및 절편형성을 초래하면서 세포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Norbury and Hickson, 2001; Elmore, 2007). 그리고 이 반응

에서 DNA의 손상을 방지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poly ADP 

ribose polymerase (PARP)는 apoptotic caspase의 활성화에 의

해 cleaved form을 형성하며 불활성화되면서 세포사멸유도

에 관여하게 되고 이것은 이 반응의 중요 기전이면서 동

시에 caspase 활성화에 의한 세포사멸의 중요한 검증 지표

(hallmark)이다(Deveraux and Reed, 1999). Apoptotic caspase 

기전에는 크게 2종류의 경로가 존재한다. 첫 번째 경로는 

세포 밖 수용체에 의한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extrinsic 경

로로 caspase 단백질 중 주로 caspase-8가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Death domain (DD)라 불리는 세포질 내 

domain은 외부의 자극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로 전달

하며 caspase-8을 활성화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 세포사멸

반응이 유도된다(Kischkel et al., 1995; Elmore, 2007). 두 번

째 경로는 intrinsic 경로라 하는데 그 이유는 세포 밖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수용체 자극이 아닌 내부 자극에 의해 

유도되기 때문이다. 주요 경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

상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내 cytochrome c가 세포질 내로 

방출되고 이것에 의해 caspase-9이 활성화되면서 intrinsic 

경로가 시작하게 된다(Cory and Adams, 2002; Saelens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중성지방에 의한 세포의 생존율 감

소에 apoptotic caspase 기전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리고 그 기전이 실제 세포의 생존율과 관련성이 있는지 

특이적 억제제를 이용하여 관련 기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지방에 의한 세포사멸유도 과정을 

규명함에 있어 면역계 세포인 U937 및 Jurkat 세포주와 

비-면역계 세포인 MCF-7 세포주를 이용해 중성지방 처리 

후 세포의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화는 지 확인하였고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면역계 세포 및 비-면

역계 세포에서 모두 중성지방에 의한 지방독성 효과에 의

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

성지방에 의한 세포사멸이 apoptotic caspase를 경유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중성지방 유탁액(TG emulsion, Lipofundin® MCT/LCT 

20%)은 B. Braun Melsungen AG (Melsungen, Germany)에서 

구매하였다. 이전에 여러 연구에서 세포에 중성지방 노출 

시 Lipofundin® MCT/LCT 20%을 사용하였다. Lipofundin® 

MCT/LCT 20%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100 g/L medium 

chain triglyceride, soybean oil, glycerol, egg lecithin, all-rac-

α-tocopherol 및 sodium oleate. 본 연구에서는 Lipofundin® 

MCT/LCT 20%을 이용하여 세포에 중성지방을 노출시켰

으며, 따라서 중성지방으로 혼용표기 하였다(Aronis et al., 

2005). Pan-caspase 억제제인 z-VAD-FMK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였다. Western-blot 분석 시 

사용한 cleaved caspase-8, cleaved caspase-9 및 cleaved PARP 

단백질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에서 구매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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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 

U937 (ATCC, Manassas, VA, USA) 단핵구 및 Jurkat 

(ATCC) T 림프구 세포주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및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MCF-7 (ATCC) 유방암 상피세포 세포주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및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조건은 습기

가 첨가된 5% CO2에서 37℃를 유지하였다. 실험 조건은 

6-well plate에 2.5 × 105 cells/well 농도가 되도록 세포를 

심은 이후 중성지방 및 억제제를 처리한 후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 확인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가 포함된 배지 

10 μL와 Trypan blue 염색액 10 μL를 1:1 비율로 혼합하는 

초생체 염색(supravital stain)을 시행하였다. 세포 수 개수를 

위해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염색이 되지 않은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라 가정하고 개수하였다. 

Western-blot 분석 

단백질 분석을 하기 위해 PBS로 세포를 세척한 후, 4℃ 

조건 하에서 Triton X-100 (Sigma-Aldrich) 및 protease in- 

hibitor cocktail (Sigma-Aldrich)이 포함된 세포 용해액(cell 

lysis buffer)을 이용해 세포를 용해시킨 뒤 단백질 상층액

을 얻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Western-blot 분석은 이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진행하였다(Lim et al., 2014). 

통계 분석 

통계 분석에는 GraphPad Prism 5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였다. P-value 값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값은 평균(mean) 및 평

균의 표준 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로 표시하

였다. 각 실험은 3회 씩 실행하였고 각 실험 결과를 토대

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되는 결과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P < 

0.05, **P < 0.01 및 *** P < 0.001. 

 

결  과 

중성지방에 의한 시간 의존적, 농도 의존적인 세포 수 감소 

Aronis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이나 지방산 등은 

지방독성 효과를 나타내며 각각 독립적인 경로에 의해 대

식세포와 같은 면역계 세포의 생존율 감소를 유발한다

(Aronis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역계 세포주 

중 단핵구 세포주인 U937 세포주, T 림프구 세포주인 

Jurkat 세포주를 이용하여 중성지방에 의한 면역계 세포의 

생존율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대조군으로 비-면역계 세포주인 MCF-7 세포주를 사

용하였다. 실험한 결과, 단핵구 세포주인 U937의 경우 저 

농도의 중성지방(0.1 mg/mL)에 24시간만 노출되더라도 

세포 생존율이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같은 농도로 

48시간 노출되었을 때 그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A and 1B). 반면 T 림프구 세포

주인 Jurkat의 경우 중성지방에 24시간 노출 시에는 0.5 mg 

/mL에서 세포 생존율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

였고, 38시간 노출 시에도 U937 세포에 비해 중성지방에 

대한 감수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Fig. 1C 

and 1D). 또한, 대조군인 비-면역계 세포주인 MCF-7의 경

우 예상과 다르게 중성지방의 처리 시간 및 농도에 대해 

다른 면역계 세포주와 유사하게 지방독성 효과를 나타내

며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E and 

1F). 본 실험 결과에서 면역계 세포주의 경우 세포의 종류

에 따라 중성지방에 의한 지방독성 효과에 대한 감수성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면역계 세포

주에서도 중성지방에 대한 지방독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성지방에 의한 apoptotic caspase 경로의 활성 증가

와 cleaved PARP의 증가 

중성지방의 세포 내 축적은 대식세포의 세포사멸을 초

래하고, 세포사멸 경로 중 하나로 apoptotic caspase 경로

가 알려져 있다(Aflaki et al., 2011; Lim et al., 2017). 앞선 

결과에서 중성지방에 의한 세포 생존율 감소에 apoptotic 

caspase 중 intrinsic pathway와 관련한 caspase-9과 extrinsic 

pathway와 관련한 caspase-8이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Western-blot 기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U937 세포주와 Jurkat 세포주에서 모두 중성지방 처리 시 

caspase-8과 caspase-9의 활성화에 의해 cleaved-form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and 2B). 반면, MCF-7 세

포주의 경우 중성지방 처리 시 caspase-8의 활성도만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spase-9의 cleaved-form의 경

우 Western-blot 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다(Fig. 2C). 세포 내 

apoptotic caspase 기전 활성 시 불활성화 되어 apoptos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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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PARP 단백질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세

포주에서 cleaved form의 증가로 인해 불활성화 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 2A, 2B and 2C). 본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면역계 세포주와 비-면역계 세포주 모두 중성지방 

Fig. 1. TG reduces cell viability in a time- and dose-dependent manner. (A) and (B) U937 monocytes were incubated with TG (0, 0.1, 
0.2, 0.5, 1, and 2 mg/mL) for indicates times (24 and 48 h). (C) and (D) Jurkat T lymphocytes were incubated with TG (0, 0.1, 0.2, 0.5, 1, and
2 mg/mL) for indicates times (24 and 48 h). (E) and (F) MCF-7 epithelial cells were incubated with TG (0, 0.1, 0.2, 0.5, 1, and 2 mg/mL) 
for indicates times (24 and 48 h). The trypan blue exclusion assay was performed to detect the cell viability of cell lines. The cell viability 
(%) of cells without TG treatment was set as 100.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values 
were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P < 0.05, **P < 0.01 and ***P < 0.001. 



- 70 - 

 

 

 

 

 

 

 

 

 

 

에 노출 시 apoptotic caspase 기전의 활성화에 의한 PARP 

단백질의 불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U937과 Jurkat 세포주는 중성지방에 노출 시, caspase- 

8과 caspase-9의 활성이 모두 증가한 반면 MCF-7 세포주

는 caspase-8의 활성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성지방에 의해 활성화된 apoptotic caspase 기전을 

통한 세포 생존율 감소 

앞선 결과에서 중성지방에 노출 시 면역계 세포 및 비

-면역계 세포 모두 세포 생존율의 감소가 나타나며, 동시

에 caspase-8 또는 caspase-9의 활성도 증가와 PARP 단백

질의 불활성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세포

의 생존율 감소가 apoptotic caspase의 활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중성지방에 의한 caspase-8 또는 caspase-9의 활성 증가와 

PARP 단백질의 불활성화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pan-caspase 억제제인 z-VAD-fmk를 각 세포주에 농도 

별로 처리한 후 PARP 단백질의 cleaved form의 양상을 관

찰한 결과, U937 세포주 및 Jurkat 세포주에서 모두 PARP 

단백질의 cleaved form이 다시 감소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3A and 3B). 반면 MCF-7 세포주의 경우 

면역계 세포주와 유사하게 PARP 단백질이 회복되는 것은 

관찰되었으나 그 양상은 좀더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3C). 이어서 세포주 별 세포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세 세포주 모두 caspase 활성 억제 시 중성지방에 의

해 감소한 세포 생존율이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중성지방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U937의 경우에는 z-VAD-

fmk를 10 μM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이 대조군 대비 평균 

83.9%까지 회복이 되었으나, Jurkat 세포주는 평균 72.3%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10%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Fig. 4A 

and 4B). 반면, 비-면역계 세포주인 MCF-7의 경우 세포 

생존율은 일부 회복이 되나 그 정도는 면역계 세포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Fig. 4C). 본 결과를 

바탕으로 중성지방에 의한 노출 시 나타나는 세포의 생

존율 감소 기전에는 apoptotic caspase 중 하나인 caspase-8 

또는 caspase-9이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중성지방이 세포에 노출 시 나타나는 지

방독성 효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방독성 효과에 어

떠한 기전이 관여하는지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서는 중성지방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와 관련 기전에 대해 

Fig. 2. TG induced the activation of apoptotic caspase pathway.
(A) U937 monocytes were incubated with TG (0, 0.1 and 0.2 mg/
mL) for indicates times (24 and 48 h). (B) Jurkat T lymphocytes 
were incubated with TG (0, 0.2 and 0.5 mg/mL) for indicates times
(24 and 48 h). (C) MCF-7 epithelial cells were incubated with TG 
(0, 0.2 and 0.5 mg/mL) for indicates times (24 and 48 h). Cleavage
of caspase-8, caspase-9 and PARP was detected by Western-blot 
analysis using anti-caspase-8 antibody, anti-caspase-9 antibody and
anti-PARP antibody. A representative image is shown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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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염증 질환에 초점을 맞추어 대식세포, 단핵구 또는 

T 림프구 등 면역계 세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Son et al., 2013; Toth,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면역계 

Fig. 3. TG increases the PARP-cleaved form via caspase-8 and 
caspase-9. (A) U937 monocytes were incubated with 0.1 mg/mL 
of TG in the presence of the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0,
2.5, 5 and 10 μM) for 48 h. (B) Jurkat T lymphocytes were incubated
with 0.2 mg/mL of TG in the presence of the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0, 2.5, 5 and 10 μM) for 48 h. (C) MCF-7 epithelial 
cells were incubated with 0.2 mg/mL of TG in the presence of the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0, 2.5, 5 and 10 μM) for 48 h.
Cleavage of PARP was detected by Western-blot analysis using 
anti-PARP antibody. β-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A repre-
sentative image is shown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Fig. 4. TG reduces cell viability via apoptotic caspase pathway.
(A) U937 monocytes were incubated with 0.1 mg/mL of TG in the
presence of the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0, 2.5, 5 and 
10 μM) for 48 h. (B) Jurkat T lymphocytes were incubated with 
0.2 mg/mL of TG in the presence of the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0, 2.5, 5 and 10 μM) for 48 h. (C) MCF-7 epithelial 
cells were incubated with 0.2 mg/mL of TG in the presence of the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0, 2.5, 5 and 10 μM) for 48 h.
The trypan blue exclusion assay was performed to detect the cell 
viability of cell lines. The cell viability (%) of cells without TG 
treatment was set as 100.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values were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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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인 U937 단핵구와 Jurkat T 림프구 외에도 비-면역계 

세포인 MCF-7 유방암 상피세포에서도 유사한 지방독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성지방

에 의한 지방독성 효과에 있어 apoptotic caspase 경로가 

단핵구나 대식세포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는 있

었으나, T 림프구 및 비-면역계 세포에서 caspase-9 또는 

caspase-8이 관여하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중성지방과 지방독성 효과의 연관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고지혈증과 관련하

여 세포 밖에서 중성지방에 의한 자극이 있는 경우에 나

타나는 세포 사멸 및 염증 반응 증가와 관련된 연구이다

(Cury-Boaventura et al., 2006; Aronis et al., 2008; Lim et al., 

2017). 두 번째는 지방독성을 일으키는 인자 중 하나인 팔

미트산(palmitic acid)과 같은 지방산에 세포가 노출되었을 

때 세포 내에서 지방산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하여 지방독

성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 경

우 지질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γ (PPAR-γ)와 acyl-CoA synthetase (ASCL1)

이 활성화되어 중성지방의 세포 내 합성을 촉진하게 되

고 그 결과, 세포질 내 중성지방 과립(TG droplet)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Listenberger et al., 2003; Bosma et al., 

2014).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고지혈증에 의한 중성지방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세포 밖에 중성지방을 처리하였고 

그 결과, 면역계 및 비-면역계 세포에서 모두 apoptotic 

caspase의 활성화에 의한 지방독성 효과를 관찰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세포질 내 합성 

증가에 의해 형성된 중성지방에 의해서는 지방독성 효과

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세포 밖에서 중성지방에 의한 자

극에 의해 지방독성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중

성지방이 세포 밖 수용체 또는 세포막에 영향을 주어 나

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면역계 세포인 단핵구 및 T 림프구의 지방독성 효과는 

고지혈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 중 하나인 죽

상동맥경화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죽상동맥

경화 초기 병변 부위에서는 대식세포나 단핵구, T 림프구

를 포함하는 면역계 세포의 세포사멸 반응이 나타나게 된

다(Kolodgie et al., 2000; Feng et al., 2003). 그리고 이것은 

병변 부위의 죽상경화반(atherogenic plaque)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며 여러 자극에 의해 불안정해진 죽상경화반을 

둘러쌓고 있는 섬유질 캡(fibrous cap)이 파괴되면 혈액 응

고에 의한 혈전증(thrombosis) 형성에 의해 국소적인 조직 

손상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정지에 의한 사망까지 도달할 

수 있다(Aronis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중성지방에 노출

된 U937 단핵구 세포주 및 Jurkat T 림프구 세포주의 세

포사멸유도 반응의 증가는 중성지방이 단핵구 및 T 림프

구를 통해 병변 부위의 발달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지방독성 반응에 의한 세포사멸유도는 

세포 외부의 자극이나 세포 내부에서 유도되는 자극에 의

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ronis 등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중성지방에 노출된 대식세포 또는 T 림프구 

등 면역계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종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Aronis et al., 2005; Fernanda Cury-Boaventura et al., 

2006). 그리고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은 cyto- 

chrome c에 의한 caspase-9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intrinsic 

apoptotic 기전의 활성화를 통한 세포사멸을 유도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중성지방에 노출 시 면역계 세

포인 U937과 Jurkat 세포주에서 모두 caspase-9의 cleaved 

form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면역계 세포에서 중성

지방 노출 시 세포사멸의 증가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

상과 이로 인한 caspase-9의 활성화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caspase-9의 활성화로 인해 나타나는 PARP 단

백질의 불활성화는 caspase-3 또는 caspase-7 단백질을 경

유하게 되는데 이전 연구에서 대식세포에서 중성지방에 

의한 세포사멸유도 시 caspase-3 및 caspase-7의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Aronis et al., 2008; 

Lim et al., 2017). 따라서 단핵구 및 T 림프구 또한 유사

한 경로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

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외부 자극에 의한 apoptotic caspase 기전의 활성에는 외

부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물질과 그 자극을 수용하는 세

포막 내 수용체가 중요하게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극을 통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되면 주로 

caspase-8이 활성화되면서 하위 기전에 존재하는 PARP 단

백질을 불활성화 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 자극을 전달하는 물질 중 대표적인 단백질이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이다. 이전 연구에서 T 림프구 세

포주인 Jurkat 세포주에 중성지방 처리 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TNF-α의 mRNA 발현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TNF-α에 대한 수용체인 TNF-αR 

또한 그 발현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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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핵구 세포주인 U937과 T 림프구 세포주인 Jurkat 

세포에서의 caspase-8의 활성화에 TNF-α에 의한 외부 자

극이 관여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비면역

계 세포인 MCF-7 세포주 또한 caspase-8의 활성이 관찰된

다는 점이다. 그리고 면역계 세포주와는 다르게 caspase-9

의 활성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pan-caspase 억제

제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중성

지방에 의한 caspase-8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세포사멸

유도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비면역계 세

포주를 확보하여 다른 세포주에서도 중성지방에 의한 세

포사멸유도에 caspase-8이 관여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인 중

성지방에 의한 지방독성 효과가 면역계 세포 및 비면역

계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면역계 세포만 아니라 비면역계 세포에 모두 

지방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

어 세포 수 감소 시 caspase-8 또는 caspase-9을 경유하는 

apoptotic caspase 기전이 관여함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

구를 바탕으로 향후 고지혈증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 있어 표적 후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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