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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날개의 노화 관련 표지자 발현과 세포노화 확인

Cellular Senescence in Ptery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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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termine cellular senescence in pterygium by studying the expression of senescence-related markers.
Methods: Impression cytology was performed on 28 eyes of 28 patients diagnosed with pterygium or pinguecula from August 
2019 to January 2020. From the obtained specimen, the expression of senescence-associated beta galactosidase (SA-β-gal), 
p16, and interleukin (IL)-1β was examined.
Results: The average percentage of SA-β-gal positive cell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pterygium group (67.63 ± 16.6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32.64 ± 8.98%) (p < 0.01). The fluorescent expression intensity of IL-1β was higher in the ptery-
gium group (22.53 ± 19.2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11.38 ± 6.30) (p = 0.02), and the p16 fluorescence expression in-
tensity was also higher in the pterygium group, showing 42.79 ± 23.6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values (26.73 ± 18.34) 
(p = 0.01).
Conclusions: Cellular senescence specific markers, SA-β-gal, IL-1β, and p16, were expressed in pterygium, indicating a new 
possibl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ptery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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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노화(cellular senescence)는 비가역적인 세포주기의 

정지(cell cycle arrest)로 세포 내 항상성을 저해시키고 노

화연관분비표현형(senescence associated secretory pheno-

type, SASP)을 분비하여 조직 내 세포의 지속적 면역,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노화세포는 세포주

기의 정지와 SASP를 통해 질병의 발병과 진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눈에서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노화

연관질환에서 발견된다.3-5 군날개는 자외선과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해 지속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만성염증이 유발되고 형성 이상(dysplasia)이 발

생하는 질환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군날개의 발병률이 높

아진다고 알려져 있다.6 이를 통해 세포노화가 군날개의 발

병과 진행에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군날개에

서의 세포노화는 밝혀진 바 없다. 

Senescence-associated beta galactosidase (SA-β-gal)와 

p16 단백질은 세포노화의 생물학적 표지자이며 interleukin 

(IL)-1β는 SASP 중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서 노화세포에

서 발현된다.4 Dimri et al7은 pH 6에서 최적의 활성도를 가

지는 SA-β-gal을 밝혔고 이는 노화에 의해서 발현되며 노화

세포의 존재를 입증해준다. p16은 cyclin-dependent kin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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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mpression cytology using acetate cellulose membrane. (A) Pterygium lesion on the nasal bulbar conjunctiva. (B) Normal 
control on the superior bulbar conjunctiva.

(CDK 4)와 CDK 6의 활성을 저해하여 세포주기 정지를 일

으켜 세포노화를 유도한다.8 염증유발인자, 성장인자, 단백

분해효소로 구성되는 SASP는 자가분비(autocrine) 혹은 측

분비(paracrine)의 신호 전달을 하는데, 이 중 IL-1β는 측분

비신호전달(paracrine signaling)로 노화를 유발하는 대표적

인 사이토카인이다.9,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포노화의 생물학적 표지자들을 

이용하여 군날개 세포에서 세포노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senolytic agent

를 이용하여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군

날개 치료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11,12

대상과 방법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군날

개 혹은 검열반 진단을 받은 환자 38명 38안을 대상으로 

impression cytology를 실시하였고 이 중 cytology specimen

이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28명 28안을 대

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 모두에서 병력청취 

및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을 검열반과 군날개

로 분류하였고 군날개 병변은 원발성과 재발성으로 분류하

였다. 본 연구는 모든 과정에서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고 모든 환자의 동의를 얻어 검체를 채

취하였으며 본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CEH-2019-2).

모든 환자의 병변이 있는 눈에서 Tseng13
이 기술한 방법

을 바탕으로 impression cytology를 시행하였다. 우선 0.5% 

Proparacaine HCl (Alcaine®, Alcon Laboratories, Fort 

Worth, TX, USA)로 점안 마취 후 5 × 7 mm 크기로 준비한 

acetate cellular membrane의 뾰족한 끝 모서리를 smooth-end 

forcep으로 잡고 비측구결막에 존재하는 군날개 병변에 접

하도록 하였다. 결막과 접촉한 acetate cellular membrane을 

초자봉으로 약 2초간 가볍게 누르고 smooth-end forcep으

로 뾰족한 끝을 잡아 떼어낸 후, 고정액(3% paraformalde-

hyde)에 검체를 5분간 담가 두었다. 대조군으로 해당안의 

상측구결막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impression cytology를 시

행하여 고정액에 담가 두었다(Fig. 1). 검열반 및 원발, 재발

군날개 병변에서 채취한 검체를 군날개군으로 상측구결막

에서 채취한 검체를 대조군으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화된 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SA-β-gal의 활성

을 측정하기 위해 SPiDER-βGal solution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Inc., Rockville, MD, USA)을 이용하였다. 고

정된 acetate cellular membrane을 1 µM의 SPiDER-βGal 

solution에 넣어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acetate 

cellular membrane을 슬라이드에 올리고 세포의 핵을 표지

하기 위해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를 함유하

는 Vectashield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이용하여 mounting하였다. 이때 노화된 세포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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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Lesion

Pinguecula 3 (10.7)
Primary pterygium 21 (75.0)
Recurrent pterygium 4 (14.3)

Age (years) 59.93 ± 10.07
Pinguecula 61.33 ± 6.35
Primary pterygium 58.90 ± 9.89
Recurrent pterygium 60.00 ± 10.68

Sex
Male 12 (42.9)
Female 16 (57.1)

Laterality
Right 11 (39.3)
Left 17 (6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able 1. Clinical and demographic features of 28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pterygium or pinguecula

SA-β-gal (n = 18) IL-1β (n = 18) p16 (n = 28)
Stained Not stained Stained Not stained Stained Not stained

Control group 14 4 15 3 27 1
Pinguecula 0 2 1 0 3 0
Primary pterygium 12 1 12 3 20 1
Recurrent pterygium 2 1 2 0 4 0
Pterygium group 17 1 18 0 27 1
Pinguecula 1 1 1 0 3 0
Primary pterygium 13 0 15 0 20 1
Recurrent pterygium 3 0 2 0 4 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SA-β-gal = senescence-associated beta galactosidase; IL-1β = interleukin-1β. 

Table 2. Staining of SA-β-gal, IL-1β and p16 obtained from control and pterygium groups 

색형광을 나타내므로 형광현미경으로 SA-β-gal 양성인 세

포수와 전체 세포 수를 세어서 노화된 정도를 백분율로 표

시하였다. 세포 수 측정은 한 명의 연구자(S.J.L)에 의해 검

체에 대한 암맹이 이루어진 상태로 시행되었고 400배 배율

로 한 검체에서 서로 다른 세 부위의 세포 수를 세어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면역형광염색은 permeabilization을 위해 0.3% Triton 

X-100으로 7분간 상온 처리한 후 anti-p16 (rabbit IgG, diluted 

to 1:80 in PBS;Abcam Inc., Cambridge, MA, USA) 또는 

anti-IL-1β (goat IgG, diluted to 1:50 in PBS; Bioworld 

Technology Co., Ltd., St. Louis Park, MN, USA)를 4°C에

서 overnight으로 반응시켰다. 그 후 2차 항체(anti-rabbit 

IgG Alexa Fluor 647, anti-goat IgG Alexa Fluor 594;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뒤,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를 함유

하는 Vectashield (Vector Laboratories)를 이용하여 mount-

ing하였다. 형광 이미지는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

scopy (LSM 800, Carl Zeiss Inc., Oberkochen, Germany)로 

확인하였다. 면역형광염색에서 검체 간 단백질 발현의 비

교를 위해서 본 연구의 SA-β-gal 염색과 같이 전체 세포 수

에 대한 양성 세포 수의 비를 비교하는 방법과 형광발현의 

강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p16과 IL-1β의 면역형광

염색에서는 양성 세포 수 측정법으로는 검체 간 차이가 적

어 형광발현의 강도를 ImageJ software로 측정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14

통계처리를 위해 SPSS software ver. 18.0 (SPSS Inc., 

Chigaco, IL, USA)을 사용하였다. 군날개군과 대조군에서

의 노화 관련 단백질 발현 분석을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Impression cytology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

던 대상은 총 28안에서 얻은 대조군 검체 28개, 군날개군 

28개이고 28안 중 검열반은 3안, 원발군날개는 21안, 재발

군날개는 4안이었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59.93 ± 10.07세

(46-78세)였고 남자가 12명, 여자가 16명이었으며 우안은 

11안, 좌안은 17안이었다(Table 1).

28안 중 18안에서 얻은 대조군과 군날개군의 검체 36개

에서 SA-β-gal 염색을 진행하였고, 대조군에서는 4개의 검

체, 군날개군에서는 1개의 검체가 염색되지 않았고 염색되

지 않았던 5개의 검체 중 3개가 검열반을 가진 눈에서 얻은 

것이었다. IL-1β에 대한 형광염색은 18안, 36검체에서 진행

하였는데, 대조군에서는 3개의 검체에서 형광발현이 없었

으나 군날개군에서는 18개 검체 모두에서 형광발현을 보였

다. p16에 대한 형광염색은 28안에서 얻은 모든 검체에서 

하였으며 대조군과 군날개군 각각 하나의 검체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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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Fluorescence intensity of interleukin (IL)-1β of control and pterygium group. (B) Fluorescence intensity of p16 of con-
trol and pterygium group. p-values were obtained by Mann-Whitney U  test.

Figure 2. Senescence-associated beta galactosidase (SA-β-gal) 
positive percentage of control and pterygium group. p-values 
were obtained by Mann-Whitney U test.

형광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염색이나 형광발현

이 확인되는 검체의 결과들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세포 수에 대한 SA-β-gal 양성인 세포수의 평균 백

분율은 군날개군에서 67.63 ± 16.61%, 대조군에서 32.64 ± 

8.98%로 군날개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p<0.01) (Fig. 2). IL-1β의 형광발현 강도는 군날

개군에서 평균 22.53 ± 19.21로 평균 11.38 ± 6.30의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2), p16 형광발현에서도 

군날개군과 대조군에서의 평균 발현 강도가 42.79 ± 23.65, 

26.73 ± 18.3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Fig. 3). 

Fig. 4는 원발군날개를 가진 60세 여자 환자에서 얻은 검체

로 대조군보다 군날개군 검체의 결과에서 SA-β-gal 염색 

양성과 IL-1β, p16의 형광 발현이 높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날개군에서 나이에 따른 형광염색 결과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60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군(60세 이상, 14명)

과 적은 군(60세 미만, 14명)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IL-1β

에서 나이가 적은 군이 많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형광 발현

이 높게 보였으나(p=0.02) SA-β-gal, p16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6, p=0.81). 세극등검사

를 이용하여 각막윤부에서 군날개 두부의 정점까지 길이를 

측정하고 2.0 mm 기준으로 크기가 작은 군(2.0 mm 이하)

과 큰 군(2.0 mm 초과)으로 나누어 군날개군에서 형광염색 

정도를 알아본 결과 SA-β-gal, IL-1β, p16 모두 군날개 크

기에 따른 염색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7, p=0.12, 

p=0.70).

고 찰

군날개의 발생기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자외선 노출, 바이러스 감염, 산화 스트레스, 섬유화, 

염증 반응, 세포사멸(apoptosis) 등이 제기되어왔으나 정확

한 군날개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15-20 

Rodier and Campisi21
는 세포노화의 특징으로 노화세포는 

SA-β-gal을 발현하고, 종양 억제자인 p16을 발현하며, 지속

적인 DNA 손상 회복 신호를 받아 SASP로 알려진 성장인

자, 단백분해효소,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한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노화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SA-

β-gal, IL-1β, p16을 군날개 병변에서의 impression cytology

를 통하여 채취한 세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이전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군날개 발생의 새로운 기전으로

서 세포노화를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군날개의 대표적인 원인인 자외선은 ROS의 생성을 야기

하고 신체의 항산화 기전을 초과하는 ROS의 생성으로 산

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발생한다.22 노화세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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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focal image of 60 years female who was diagnosed with primary pterygium. 4 ′,6-diamidino-2-phenylindole staining 
of specimen from pterygium lesion (A) and control conjunctiva (E). Senescence-associated beta galactosidase staining of specimen 
from pterygium lesion (B) and control conjunctiva (F). Interleukin-1β staining of specimen from pterygium lesion (C) and control 
conjunctiva (G). p16 staining of specimen from pterygium lesion (D) and control conjunctiva (H). Original bar length 20 μm.

ROS 발생의 신호를 유도하고 그 결과 발생한 산화스트레

스는 세포노화에 특이적인 세포주기를 정지하는 p16/Rb 

pathway 촉진시키게 된다.23 정상 결막에서 자외선 노출 후 

발생한 산화스트레스는 세포주기를 정지시키는 세포노화

의 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 군날개와 같은 병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Ramalho et al24
은 정상 결막 조직과 군날개 조직에서의 

p16 발현을 비교한 결과 정상 조직에서는 p16 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군날개 조직에서 p16이 과발현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조군으로 설정한 병변이 

없는 결막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p16 발현이 28개 중 27개 

검체에서 나타났고, SA-β-gal, IL-1β 또한 대조군에서 대부

분 그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이는 Ramalho et 

al24
이 정상 결막 조직을 군날개가 없는 백내장수술 환자의 

결막에서 얻은 데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날개가 있는 

환자의 병변이 있는 눈에서 대조군 검체를 얻은 차이로 인

한 결과로 생각된다. 군날개가 발생한 눈은 병변이 없는 부

위에서도 이미 자외선으로 인한 ROS로 세포노화가 진행되

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단 위아래 결막의 경우 눈꺼풀

에 의해 자외선 노출이 코쪽과 귀쪽 결막에 비해 적고 코쪽 

각막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코에 의해 일부 차단되어 귀

쪽 결막에 도달하는 것과 달리 귀쪽 각막으로 들어오는 자

외선은 차단 없이 코쪽 결막에 집중될 수 있다.15 코쪽 결막

이 다른 부위 결막보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어 손상이 심

하고 세포노화의 진행이 심하여 군날개가 자라는 것이다.

검열반 검체의 실험에서는 SA-β-gal 염색을 시행한 대조

군 2개의 검체 모두에서 음성을 보였고 병변조직 검체 또

한 1개의 검체에서 음성 결과를 보였다. Gao et al25
은 골관

절염에서 질환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SA-β-gal 발현이 증가

된다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군날개에도 적용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대상 수가 적어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군날개가 진행할수록 세포노화의 진행이 활발할 것으로 추

측하며 SA-β-gal와 같은 노화 관련 표지자들을 이용하여 

질환 진행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수가 적어 질환의 진행에 따른 세포노화의 정도

를 입증하기 힘들었다.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단의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SA-β-gal, 

IL-1β, p16 외 세포노화에서 보이는 다양한 유전자, 단백질 

등을 군날개에서 밝혀낸다면 군날개 발생과 진행에 있어 

세포노화의 기전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군날개뿐만 아니라 안구표면질환에서도 세포노화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날개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제거술로 자

가결막 이식과 양막 이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재발과 

이식편 괴사, 육아종 형성과 같은 부작용의 빈도가 높아 수

술 치료는 한계가 있다.26 이런 합병증을 막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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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있었지만 술 후 재발은 여전히 흔하다.27 따라서 군

날개에서의 세포노화의 기전을 증명한다면 노화세포를 목

표로 하는 senolytic agent를 이용한 군날개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28-30 
결론적으로 본 연

구는 군날개에서 세포노화에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SA-β

-gal, IL-1β, p16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군날개 

발생과 진행에 있어 세포노화라는 새로운 기전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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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군날개의 노화 관련 표지자 발현과 세포노화 확인 

목적: 군날개에서 노화 관련 표지자의 발현을 확인하여 세포노화를 밝히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본원에서 군날개 혹은 검열반 진단을 받은 환자 28명 28안을 대상으로 impression 

cytology를 실시하여 얻은 검체에서 senescence-associated beta galactosidase (SA-β-gal)의 활성과, p16, interleukin-1β (IL-1β)
의 발현 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전체 세포 수에 대한 SA-β-gal 양성인 세포수의 평균 백분율은 군날개군에서 67.63 ± 16.61%, 대조군에서 32.64 ± 8.98%로 

군날개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p<0.01). IL-1β의 형광발현 강도는 군날개군에서 평균 22.53 ± 19.21로 

평균 11.38 ± 6.30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2), p16 형광발현에서도 군날개군과 대조군에서의 평균 발현 강도가 

42.79 ± 23.65, 26.73 ± 18.3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결론: 군날개에서 노화세포에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SA-β-gal, IL-1β, p16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군날개 발생과 진행에 있어 

세포노화라는 새로운 기전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8):861-867>

 김종헌 / Jong Heon Kim
 제일안과병원 안의학연구소

Cheil Eye Research Institute, 
Cheil Eye Hosp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