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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철분(iron, Fe)은 인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미량 무기

질 양소로써 산소운반 및 에너지대사에 필수적인 성분이

다. 성장기 어린이부터 중․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부족하기 

쉬운 양소이기 때문에 철분 보충이 필요하지만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체내 이용률이 높은 

동물성 햄 철분의 섭취량이 높아지고 있다(1,2). 선천적으로 

철분의 흡수율이 높은 혈색소증(hemochromatosis), 철침착

증(hemosiderosis), 지중해성 빈혈(thalassemia), 재생불량

성 빈혈 등과 올바르지 못한 양지식과 철분 보충제의 과다

한 복용 등으로 체내에 유입된 과잉 철분이 세포독성을 유발

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암 및 노화를 일으

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5). 특히 폐경기 여성 및 핀

란드 남성에게서 심근경색과 관련된 심장질환 발생 요인으

로 체내 축적된 과잉철로 인한 serum ferritin 농도가 높은 

것과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과잉철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급속한 지질과산화 연

쇄반응으로 혈액 내의 염증세포 또는 혈관의 내피세포와 조

직에서 superoxide anion, hydroxy radical, hydrogen per-

oxide 등과 같은 ROS(reactive oxygen species) 자유기의 

형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막에 결합된 인지질이나 효소 단백

질을 산화적 활성화로 혈관내의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경화

를 일으키는 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다(7-9). 

혈액 내 혈소판은 혈관 손상이나 생화학적 자극시 활성화

되어 혈관벽에 침착하거나 서로 응집하여 지혈을 일으키지

만 과도한 활성화와 응집으로 혈전이 형성되어 동맥경화와 

혈관 협착 등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과의 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적혈구에서 유리된 헤모 로빈과 철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작용으로 자유기의 형성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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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iron is essential for many physiological processes, excess iron can lead to tissue damage by 
promoting the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that ROS migh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genesis of cardiovascular disease. However,  the effects of iron excess on 
platelet function and the thrombotic response to vascular injury are not well  understood. We examined the 
effects of iron excess⁃induced oxidative stress and the antioxidants on platelet aggregation. Oxidative stress 
was accessed by either free iron (Fe+2) or hydrogen peroxide (H2O2), as well as their combination on washed 
rabbit platelets (WPs) in vitro.  When WPs were stimulated with either Fe

+2
 alone or a subthreshold 

concentration of collagen, which gave an aggregatory curve with a little effect, and a dose dependent increase 
in platelet aggregation was observed by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Fe+2 with H2O2. This aggreg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iron⁃catalyzed formation of hydroxyl radicals from H2O2, and were inhibited by NAD/NADP 
(proton acceptor), catalase (H2O2 scavenger), tiron (iron chelator), mannitol (hydroxyl radical scavenger), and 
indomethacin (cyclooxygenase inhibitor),  but not by NADH/NADPH (proton donor), superoxide mutase, and 
aspirin. However, NADH/NADPH, an essential cofactor for the antioxidant capacity by the supply of reducing 
potentials, showed the effect of an enhanced radical formation, suggesting a role for NADH/NADPH⁃dependent 
oxid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ron (Fe+2) can directly interact with washed rabbit platelets and this 
aggregation be mediated by OH․ formation as in the Fenton reaction, inhibited by radical scav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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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활성화와 응집을 유도한다고 한다(10,11). H2O2에 의

한 산화적 스트레스작용은 부분적으로 세포막 인지질부터 

phospholipase A2를 활성화시켜 thromboxane A2의 전구물

질로 arachidonic acid(AA)를 유리하거나 cyclooxygenase

의 활성 증가에 의해 AA 대사를 자극하고 세포내 Ca2+농도

를 증가시켜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며 aspirin은 이러한 작용

을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2-14). 이와 같이 산화적 스

트레스로 인한 ROS 자유기와 이를 억제하는 항산화효소 및 

항산화물질들은 생체내 염증세포에서 다양하게 관여하여 

뇌․심혈관 순환계 질환에서 혈관 내의 염증으로 동맥경화

를 유발하지만 이에 대한 혈소판 활성화와 관련된 산화적 

스트레스와 항산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끼 혈소판에 FeSO4와 H2O2로 유

도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혈소판 활성화 작용에 미치는 작용

을 알아보고, 다양한 생체내 항산화효소로서 SOD(super-

oxide dismutase), catalase, 조효소로서 NAD(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nicotinamide adenine dinu-

cleutide reduced form), NADP(nicotinamide adenine dinu-

cleotide phosphate), NADPH(nicotinamide adenine dinu-

cleotide phosphate reduced form), 자유기 scavenger로서 

glutathione, mannitol, tiron 및 항염증약물로 사용되는 as-

pirin, indometacin 등의 항산화작용이 혈소판 활성화와 산

화적 스트레스작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토끼는 체중이 2.5∼3.5 kg의 수컷을 

쌤타코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혈소판 응집제로 사용한 

collagen은 Chrono-Log Co.(Havertown, PA, USA)에서 구

입하 고,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시약으로 ferrous sul-

fate, H2O2, 항산화효소인 SOD(superoxide dismutase), cat-

alase, 항산화 조효소로서 NAD(nicotinamide adenine dinu-

cleotide), NADH(nicotinamide adenine dinucleutide re-

duced form), NADP(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NADPH(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reduced form), 자유기 scavenger로서 gluta-

thione, mannitol, tiron 및 항염증 약물로 사용되는 aspirin, 

indometacin 등은 Sigma Co.에서 구입하고, 그 외 나머지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 다.

혈소판 현탁액의 제조

체중 2.5∼3.5 kg의 수컷 토끼의 귀 동맥을 확장시킨 후 

토끼 혈액을 citrate-dextrose용액(혈액량의 1/6: 65 mM 

citric acid, 85 mM trisodium citrate, 2% dextrose, pH 4.5)

에 채혈한 후, 250×g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platelet 
rich plasma)을 분리한 후 침전물(platelet rich pellet)을 

Tyrode HEPES buffer(pH 6.5) 용액으로 2회 세척한 후, 마

지막으로 Tyrode HEPES buffer(pH 7.35) 용액으로 부유하

여 세정 혈소판(washed platelet)을 조제하 다. 혈소판 수

를 광학현미경으로 계측하여, 혈소판 수가 3∼5×108 cell/ 
mL가 되도록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15). Tyrode 

HEPES beffer 용액의 조성은 138 mM NaCl, 2.7 mM KCl, 

1 mM MgCl2․6H2O, 4 mM NaHCO3, 10 mM HEPES, 

0.35% albumin(Bovine), 0.2% glucose이다.

혈소판 활성화 및 응집작용

혈소판 활성화와 응집작용은 광투과도 변화를 이용한 자

동투과응집측정장치(Aggregometer 470-VS, Chrono-Log 

Co., USA)를 사용하 다(16). 토끼 세정 혈소판 부유액 250 

μL를 취하여 CaCl2 1 mM을 첨가하고 1,000 rpm에서 교반하

면서 37
oC로 incubation시킨 후 3분이 경과된 후에 항산화물

질을 농도별로 투여한 다음 다시 3분간 incubation한 후에 

유도제로 collagen이나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H2O2와 ferrous sulfate를 최적 농도로 투여하여 혈소판 응집

을 유도하 다. 혈소판 활성화는 aggregation(%)로 나타내

었고, 대조군으로 유도제의 최적 농도에서 100±8% 응집으
로 나타내었다.

통계학적 검사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항산화제 투여군과의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

결과 및 고찰

FeSO4와 H2O2에 의한 혈소판 활성화 작용

토끼 세정 혈소판에서 FeSO4와 H2O2에 의한 산화적 스트

레스로 유도된 혈소판이 응집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H2O2 단독 투여시 혈소판 응집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FeSO4(ferrous) 단독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

작용이 나타났다(Table 1). 그러나 Fe2(SO4)3(ferric) 단독 투

여시 혈소판 응집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data not shown). 

H2O2 존재 하에 FeSO4 투여시 단독 투여와 비교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이 증가되어 나타났다(Table 1). 이

것은 혈소판 내 산화적 스트레스작용이 2가 철인 fer-

rous(Fe
+2)가 3가 철인 ferric(Fe+3)보다 혈소판 활성화에 선

택적으로 작용하며, FeSO4 단독투여시 약한 혈소판 응집작

용과 H2O2 존재 하에 FeSO4 투여시 강력한 혈소판 응집작용

은 혈소판 내에서 생성되거나 혈소판 외에서 생성한 H2O2로 

인하여 Fenton reaction(Fe
+2＋H2O2 → Fe

+3＋OH-＋OH․)

과 같이 금속 촉매인 ferrous(Fe
+2)가 H2O2와 결합하여 free 

radical을 생성해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는 collagen 최적의 농도(2 μg/mL)

보다 낮은 1/10농도(0.2 μg/mL)에서 FeSO4 투여시 농도 의

존적으로 응집작용이 증가되었다(Table 1). 이러한 증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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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telet activation measured as aggregation (%, 
light transmission) and washed platelets (WP) treated with 
H2O2, iron (Fe

2+
) and collagen

Conditions Light transmission (%)

WP＋H2O2 (100 μM)
WP＋Fe2+ (10 μM)
WP＋Fe2+ (30 μM)
WP＋Fe2+ (50 μM)

  0
16±31)*
23±6*
27±7*

WP＋H2O2＋Fe
2+ (10 μM)

WP＋H2O2＋Fe
2+ (30 μM)

WP＋H2O2＋Fe
2+ (50 μM)

20±5*
63±11*
75±13*

WP＋Collagen (0.2 μg/mL)
WP＋Collagen＋Fe2+ (10 μM)
WP＋Collagen＋Fe2+ (30 μM)
WP＋Collagen＋Fe2+ (50 μM)

 8±2
20±4*
40±9*
62±11*

1)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and represent the mean 
of 11 separate experiments. *p<0.01.

용은 혈소판에서 collagen의 응집작용에 ferrous(Fe+2)가 관

련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작용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잉철의 혈소판 활성화 작용은 혈관 손상이나 출

혈로 적혈구가 용혈되어 유리된 헤모 로빈과 철로 인하여 

collagen의 혈소판 활성화와 응집을 증가시켜 혈전을 형성

하며 손상된 부위를 지혈시킨다. 또, 혈관내 염증 유발로 인

하여 생성되는 H2O2가 응집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혈소판

에서도 H2O2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9,11).

혈소판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와 항산화작용

FeSO4와 H2O2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된 혈소판 

활성화에 미치는 향과 관련한 항산화물질 및 항산화효소

의 작용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토끼 세정 혈소판에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항산화 물질을 각각 농도별로 투여하고 

100 μM H2O2 존재하에 50 μM FeSO4를 투여하여 혈소판 

응집의 변화를 측정하 다. NAD는 100 μM 이상의 농도에

서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현저히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

냈고 NADH는 NAD보다 높은 300 μM 농도에서 혈소판 응

집을 현저히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NADP와 

NADPH를 각각 농도별로 첨가한 결과 NADP는 10 μM 이

상의 농도에서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현저히 억제하

으나, NADPH는 NADP보다 높은 50 μM 농도에서 혈소판 

응집이 현저히 억제되었다(Fig. 1). H2O2와 FeSO4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은 NADP> 

NADPH>>NAD>NADH 농도 순으로 나타내었다. 산화환

원효소 cofactor인 NADH/NADPH(proton donor)보다 NAD/ 

NADP(proton acceptor)가 억제하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

었다. NAD/NADH 또는 NADP/NADPH는 세포내 다양한 

산화환원효소의 공역 cofactor로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H2O2 등과 같은 ROS 자유기를 생성하는 산화효소는 proton 

donor인 환원형 NADH/NADPH에 의존하여 촉진되지만, 

반대로 proton acceptor인 산화형 NAD와 NADP는 Fenton 

반응에 필요한 H2O2 자유기 생성을 관여한다. 그러므로, 이

러한 cofactor의 혈소판 응집작용은 radical을 직접 억제하기

보다 radical 생성에 관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NAD/ 

NADH 의존성 산화환원효소의 cofactor보다 인산기가 결합

된 NADP/NADPH가 혈소판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 작용

을 현저하게 억제시키는 것은 인산기가 있는 cofactor가 보

다 선택적으로 관여한다고 본다. 최근 혈관 내피세포, 중성

구, 단핵구, macrophage 등의 염증세포와 더불어 혈소판에

서도 세포막 NADH/NADPH oxidase가 확인되었다(17,18).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작용과 세포내 정보전달은 NADPH

에 의존하는 과정에 의해 인산화와 관련된 protein tyrosine 

kinase(PTK)을 활성화시키고 mitogen activated protein 

(MAP) kinase는 계속해서 인산화되고 prostaglandin endo-

peroxide 합성을 조절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7,19).

항산화효소인 catalase 및 SOD를 각각 농도별로 첨가한 

후 혈소판 응집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catalase는 농도 의존

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현저히 억제하 으나 SOD는 그렇지 

않았다(Fig. 2). 따라서 항산화효소인 SOD는 혈소판 활성화 

작용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지 못하나 catalase는 H2O2를 

분해하여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ROS 

자유기의 형성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 및 노화의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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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NAD/NADH (A) and NADP/NADPH (B) on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FeSO4 (50 μM) and H2O2 (100 μM). 
 NAD or NADP, □ NADH or NADPH.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5 a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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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glutathione on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FeSO4 (50 μM) and H2O2 (100 μ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5 and **p<0.01.

간접적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자유기 생성을 조절

하기 위한 다양한 항산화물질과 항산화효소,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e(GPx) 등이 세포내 존재한다. 또한 혈

소판도 ROS 자유기를 조절하는 다양한 항산화효소가 존재

하지만 SOD는 ferrous(Fe
+2)와 H2O2 투여시 Fenton re-

action에서 생성된 hydroxy(OH․)보다 간접적으로 NO(ni-

tric oxide) 자유기의 생성과 관련하여 혈소판 활성을 억제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13).

Glutathione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혈소판 응집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glutathione은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Glutathione은 

GPx 항산화효소에 작용하거나 ROS 자유기와 직접 반응하

고 생성된 glutathione disulfide(GSSG)는 NADPH 의존성 

glutathione reductase에 의해 다시 glutathione으로 환원되

어 ROS 자유기를 조절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NADPH는 

glutathione reductase의 cofactor로 glutathione 생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Mannitol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혈소판 응집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 mannitol은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현저

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따라서 Fenton 

reaction에서 생성된 hydroxy(OH․) 자유기를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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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mannitol  on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FeSO4 (50 μM) and H2O2 (100 μ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1.

scavenger하는 mannitol이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활성화

를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e의 chelating agent인 tiron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혈소판 

응집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tiron은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Hydroxy 

(OH․) 자유기의 생성을 촉매하는 철을 직접적으로 킬레이

트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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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iron on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FeSO4 (50 μM) and H2O2 (100 μ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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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atalase (A) and SOD (B) on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FeSO4 (50 μM) and H2O2 (100 μ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5 a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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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소염제로 사용되는 aspirin과 in-

dometacin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혈소판 응집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 aspirin은 혈소판에서 collagen, arachidonic acid 

등으로 유도하는 응집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FeSO4와 H2O2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된 혈소판 

응집작용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않

았다. 반면에 indometacin은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 

억제효과가 나타났다(Fig. 6).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

한 혈소판 활성화에서 indometacin이 현저한 억제작용을 나

타내는 것은 aspirin보다 선택적으로 혈소판 내에 cyclo-

oxygenase 등의 산화효소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항염증 작용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염증세포에서 세포막 

인지질부터 phospholipase A2를 활성화시켜 prostaglandin 

유도체, thromboxane A2의 전구물질로 arachidonic acid 

(AA)를 유리하고 cyclooxygenase의 활성 증가에 의해 AA 

대사를 자극하고 이러한 약물이 염증을 억제한다고 한다

(20,21).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prostaglandin endoper-

oxide 생합성경로로부터 혈소판 활성화에서도 작용하고, 항

산화효소와 radical scavenger는 선택적으로 생합성경로에

서 cyclooxygenase 산화효소작용을 억제한다. 항염증 약물

(aspirin, indomethacin)은 arachidonic acid 대사에서 pros-

taglandin endoperoxide 과산화대사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cyclooxygenase, lipoxygenase 등의 각종 산화효소에 대한 

선택적 친화력에 따라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고 보고되

고 있다(22). 최근 산화적 스트레스작용과 관련하여 혈소판

에서 확인된 세포막결합 NADPH oxidase 산화효소가 생성

하는 자유기는 arachidonic acid 대사의 cyclooxygenase 산

화효소작용을 활성화시켜 thromboxane A2를 생성하고 있

다. 이는 강력한 혈관 수축과 혈소판 응집을 유발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 과잉철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작용은 혈소판

에서 생성된 자유기와 arachidonic acid 대사의 활성화와 인

산화 단백질로 인한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에 관

하여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

요   약

과잉 철은 폐경기 여성 및 핀란드 남성에서의 심혈관계질

환 증가와 예방통계학적으로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암 및 노화의 

원인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자유기 반응을 자극하고 지질 

과산화 반응 등을 연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철이 위험 인자

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뇌심혈관계 질환 유발의 중요인자

인 혈소판 활성화와 관련하여 철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항산화작용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한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서 철 및 과산화수소의 자유기 형성과 관련하여 토끼 혈액에

서 분리한 세정 혈소판을 사용하여 연구하 다. 산화적 스트

레스를 통해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고 이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H2O2 단독 투여시 혈소판 응집작용은 나타

나지 않았다. FeSO4 단독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작용이 증가하여 나타내지만, H2O2 존재 하에 FeSO4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작용이 증가되어 나타

났다.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는 collagen 최적의 농도(2 μg/ 

mL)보다 낮은 1/10 농도(0.2 μg/mL)에서 H2O2 및 FeSO4의 

향은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작용이 증가되었다. 철 

단독 투여시보다 과산화수소와 함께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

로 혈소판 활성화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혈소판 활성화는 

NAD/NADP, catalase, glutathione, mannitol, tiron 등에 의

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고, NADH/NADPH, SOD, 

aspirin 등에 의해서는 향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NAD(H)/NADP(H) cofactor는 혈소판 응집작용을 일으키

는 radical을 직접 억제하기보다 radical 생성에 관련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과잉철은 혈소판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H2O2 존재하에 2가 철을 촉매로 하여 

Fenton 반응으로 생성된 OH․ 자유기가 혈소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혈소판에서 자유기가 arach-

idonic acid 대사의 활성화와 인산화 단백질로 인한 세포내 

정보전달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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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spirin and indometacin on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FeSO4 (50 μM) and H2O2 (100 μ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5 a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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