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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금속 납(Pb)은 환경 중에 널리 존재하는 원소로서, 납에 오염된 음용수를 

통해 주로 경구 노출 경로로 인체에 독성을 유발한다. 특히 혈액 내로 들어온 

납은 95% 이상이 적혈구에 축적되므로 납의 적혈구 독성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기존에 납에 의한 적혈구 막의 phosphatidylserine(PS) 노출과 이로 인한 

혈전 생성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납에 의한 용혈 현상과 혈액 응고 활

성의 관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납에 의한 적혈구의 혈액 응고 촉진 활성이 적혈구 용혈 현상과의 

상관성에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적혈구에 

납(Lead(Ⅱ) Acetate)을 처리하였을 때 농도 및 시간 의존적으로 hemolysis가 

증가하였다. Flow cytometer(FACS)를 이용한 분석에서 용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PS 노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적혈구에서 PS 발

현을 유도 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인 세포 내 칼슘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혈구의 apoptotic pathway에 의해서도 PS가 노출된다는 

보고에 따라 caspase-3 활성을 측정한 결과 PS 노출 최고 농도에서 그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납에 의한 적혈구의 모양 변화를 공초점 현미경

(confocal)과 주사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두드러진 echinocyte 및 

spherocyte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때 confocal을 통해 echinocyt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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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erocyte로 진행될 때 생성된 microvesicle(MV)을 확인하였다. 납에 의한 

MV의 생성 정도와 생성된 MV에서의 PS 발현 정도를 FACS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고농도 군에서 MV가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MV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PS 노출이 증가하였다. 납이 적혈구에 미치는 이러한 변화의 생리학적 중요성

을 검토하고자 응고 촉진 활성 측정을 통해 납에 의한 적혈구의 thrombin 생성 

증가를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생리학적 결과와 용혈현상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혈액응고 효소인 thrombin 생성량이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농도 의

존적으로 유의성을 띄며 증가한 반면 오직 최고 농도에서만 hemolysis가 일어

났다. in vitro 실험에서의 납의 효과를 실제로 In vivo 동물실험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흰쥐에 납을 정맥 투여한 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적혈구의 PS 노출을 확

인 하였다. 또한 납에 의해 유발되는 혈전 생성능을 직접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납은 적혈구의 PS 노출 및 정맥 혈전 생성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같은 방

법으로 채취한 납에 노출된 혈액의 납에 대한 용혈 효과를 확인하고자 

hemolysis와 osmotic fragility를 측정하였으며, 두 실험 모두 앞 실험에서 유의

적인 증가를 보였던 PS 노출 그리고 혈전 생성과는 다르게 유의적인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납은 저농도와 고농도를 포함한 모든 농도에서부터 세포 내 

Ca2+및 caspase-3 증가 경로를 통해 적혈구에서 PS 노출과 MV 생성을 유도

하며 이로 인해 적혈구의 응고 촉진 활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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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련의 반응은 적혈구의 용혈과정과는 독립된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in 

vitro 실험과 in vivo 실험 모두에서 관찰하였다. 이에 납의 노출은 적혈구의 용

혈 현상과 무관하게 혈액 응고 활성을 촉진시키며 이는 납에 의한 혈전 생성 

가능성은 용혈 현상과는 독립적인 과정임을 제시한다.  

 

주요어 : 적혈구, 납, phosphatidylserine 노출, 혈액 응고 촉진 활성, 용혈 현상  

학번 : 2015-2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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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납은 환경 내에 많이 존재하는 중금속으로서, 인체 유해 물질 리스트에서도 

수 년 째 비소에 이어 가장 유해한 물질로 선정되어오고 있다 (ATSDR, 2015). 

Pb2+의 형태로 환경 중에 영구히 존재하며, 식품이나 음용수에 오염되는 등 주

로 경구를 통해 인체에 노출된다. 정상인의 혈중 납 농도는 5 μg/dL 이하이며, 

납 중독이라 규정짓는 혈중 납 농도는 10 μg/dL 이상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납 중독 기준치는 혈중 납 농도 60 μg/dL이었지만, 납 중독의 심각성 때문에 

그 규제가 강화되었다 (CDC, 1997).  

혈액 내로 들어온 납은 95% 이상이 적혈구와 결합한 채 존재하며, 적혈구 

막 또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Goyer et al., 2008). 따라서 혈액학

적으로 볼 때, 납 독성의 주요 작용 부위는 적혈구이다 (Battistini et al., 1971). 

납은 적혈구 막의 단백질 및 지질의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며(Fukumoto et al., 

1983), 헤모글로빈 합성을 저해한다 (Monteiro et al., 1989; Waldron, 1966). 또

한 지질 과산화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며 (Gürer et al., 1998; 

Quinlan et al., 1988), 적혈구의 superoxide dismutase 활성을 저해하고, 적혈구 

내 glutathione level을 감소시킨다 (Ito et al., 1985; Sugawara et al., 1991). 따

라서 납에 노출될 경우 적혈구의 수명은 짧아지며 (Iavicoli et al., 2003), 빈혈

이 초래된다 (Waldron, 1966).적혈구의 수명이 짧아지는 요인은 pyrimidin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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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otidase (P5N)의 활성 저해로 적혈구 내에 pyrimidine이 축적되기 때문이

라고 보고되어 있다 (Paglia et al., 1977; Valentine et al., 1976). 납은 또한 적

혈구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양은 타원

형의 양면이 오목한 normocyte이지만, 납에 노출된 적혈구는 납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모양이 점차 변하여 가늘게 되고 (leptocyte), 길어져서 가운데 움푹 패

인 곳이 생기며(stomatocyte), 직경이 작아지고 (spherocyte), 돌기가 생긴다 

(echinocyte) (Irena et al., 2003).  

한편, 적혈구는 혈액 내 구성 세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산소 운반자로서

의 역할을 한다. 적혈구의 생성은 조혈 과정 (Erythropoiesis)을 거쳐 생성되는

데 적색 골수에서 줄기세포 (stem cell)로 시작하여, 혈액 내 망상 적혈구 

(reticulocyte)에서 성숙한 적혈구로 분화되며 생존기간은 약 120일 정도이다. 

노화가 되거나 손상된 적혈구는 세포막에 변화가 일어나고 비장, 간, 골수에 있

는 macrophage나 monocyte 등 phagocyte에 의해 탐식 되어 제거되어 사라진

다 (Bosman et al., 2005; Kiefer and Snyder, 2000). 골수의 손상이나 분화 이

상으로 인한 적혈구 생성의 감소, 혈액 내에서의 적혈구의 빠른 제거 및 용혈 

작용에 인한 적혈구 감소된 상태를 빈혈이라 한다 (Lang et al., 2005). 과거 지

혈 과정에 있어 혈소판이나 혈관내피세포에 비해 그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알

려져 있었으나, 최근 적혈구가 혈관내피세포, 혈소판, 백혈구와 상호작용을 함으

로서 다세포 과정(multicellular process)을 통해 지혈 및 혈전 생성 과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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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Marcus et al., 1995).  

적혈구의 세포막은 인지질의 구성에 있어 비대칭성을 유지하고 있다. 

Sphingomyelin (SM)과 phosphatidylcholine (PC)은 주로 세포막 바깥쪽에 존재

하는 반면, phosphatidylserine (PS)과 phosphatidylethanolamine (PE), 

phosphatidylinositol (PI)은 세포막 안쪽에 존재한다. 세포막의 비대칭성 유지 

및 붕괴에 관여하는 효소로는 aminophospholipid translocase (flippase), 

floppase, scramblase가 있다. Flippase는 Mg2+-ATP를 이용하여 PS와 PE를 

외막으로 운반한다 (Seigneuret and Devaux, 1984). Floppase 역시 ATP 의존

적인 효소이지만, 기질 선택성이 없으며 aminophospholipid와 

cholinephospholipid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운반한다 (Bitbol and Devaux, 

1988; Connor et al., 1992). Scramblase는 Ca2+을 매개하여 님지질을 무작위적

으로 이동시켜 세포막의 비대칭성을 붕괴시킨다 (Zhou et al., 1997). 

세포막 비대칭성이 붕괴되어 세포 외막으로 PS가 노출되면 macrophage에 

의해 인식되어 탐식작용이 촉진된다 (Kobayashi et al., 2007; Mercer and 

Helenius, 2008). 또한 PS 노출은 혈액응고활성을 촉진하여 혈전 생성에도 관

여할 수 있다 (Zwaal et al., 1977; Zwaal, 1978). PS는 혈액 응고 과정시 tenase 

및 prothrombinase 복합체에 결합부위를 제공함으로서 factor X과 

prothrombin을 각각 factor Xa와 thrombin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Kalafatis et al., 1994; Mann et al., 1990), 이러한 활성을 혈액 응고 촉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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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agulant activity)이라고 한다. 정상 상태에서도 적혈구는 소량의 PS를 노

출하고 있으며, 이 역시 혈장에서의 thrombin 생성에 기여할 수 있음이 보고되

었다 (Peyrou et al., 1999). 적혈구의 혈액 응고 촉진 활성은 세포 내 칼슘이 

증가되거나 sickle cell disease, thalassemia와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 현저하게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Martin and Jesty, 1995). 적혈구 세포막으로부터 유래

된 microvesicle도 PS를 노출하고 있어 혈액 응고 촉진 활성을 가진다 

(Franck et al., 198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모양 변화와 적혈구 외막

으로 phosphatidylserine (PS) 노출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납의 PS 노출은 

적혈구에 용혈 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In vivo studies를 

통해 실제 생체 내에서도 이러한 납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납

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혈액 응고 촉진 활성으로 인한 심혈관계 관련 질

환 발병 가능성과 적혈구 용혈로 인한 적혈구 감소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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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방 법 

 

시약 및 antibodies 

Lead(II) acetate, CaCl2,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bovine 

serum albumin (BSA), KH2PO4, NaCl, Na2HPO4, KCl, Tris/HCl, MgCl2, Hepes-

Na, NaH2PO4, Dextrose, sodium citrate, HEPES, Tris-base, NaHCO3, sodium 

pyruvate, DMSO, ethanol, Triton X-100, trichloroacetic acid (TCA), Tris-

acetate, ATP bioluminescent assay kit, iodoacetic acid, adenosine, EGTA, 

acetic acid, purified human thrombin, calcium ionophore A23187, N,N,N‘,N-

tetrakis (2-pyridylmethyl) ethylenediamine (TPEN) 등의 시약은 모두 Sigma 

chemical Co. (St. Louis,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Fluo-4-AM은 Molecular Probes (Eugene, OR), Caspase3 detection kit, Z-

DEVD-FMK, Z-DQMD-FMK, Z-VAD-FMK, Q-VD-Oph 는 Merck 

(Darmstadt, Germany), Fluorescein-isothiocyanate (FITC)-labeled annexin V 

(annexin V-FITC)는 Pharmingen (San Diego, CA), phycoerythrin-labeled 

monoclonal antibody against human glycophorin A (anti-glycophorin-A-RPE)

는 Dako Cytomation (Glostrub, Denmark), Purified human prothrombin, factor 

Xa and factor Va 는 Hematologic Technologies, Inc. (Essex Junction, 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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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38은 Chromogenix (Milano, Italy), Human recombinant tissue factor 

(Recombiplastin)는 Instrumentation Laboratory (Lexington, MA)에서 구입하

였다. 그 밖의 시약은 모두 특급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적혈구 분리 

Acid-citrate-dextrose를 항응고제로 사용하여 2주일 이내에 약물을 복용

한 이력이 없는 건강한 20대 남성의 팔 정맥으로부터 vacutainer를 이용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 얻은 혈액을 200 g 에서 15분 간 원심 분리하여 platelet 

rich plasma와 buffy coat를 aspirator로 제거하였다. 남은 적혈구 잔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1.06 mM KH2PO4, 154 mM NaCl, 2.96 mM 

Na2HPO4)로 3번 세척한 후 Ringer solution (125 mM NaCl, 5 mM KCL, 1 mM 

MgSO4, 32 mM HEPES, 5 mM glucose, 1 mM CaCl2)으로 1번 더 세척하였다. 

Riger solution에 적혈구 수가 5x107 cells/mL이 되도록 재현탁 시킨 후 CaCl2

가 1 mM이 되게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적혈구 수는 광학현미경에서 

hemacytometer를 사용하여 세었다.  

 

Hemolysis 측정 

Pb2+ 5, 10, 20, 50 µM에 37℃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노출된 적혈구 현탁액

을 10,000 g로 1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을 취하여 hemolysis 정도를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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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흡광도 540 nm에서 측정한다.  

 

Phosphatidylserine 발현 및 적혈구 유래 microvesicle 생성 측정 

적혈구 현탁액에 다양한 농도의 Pb2+를 정해진 시간동안 처리한 후 5 µL를 

취해 Annexin V-FITC와 anti-glycophorin-A-RPE로 차광조건에서 30 분간 

염색하였다. Annexin V-FITC는 phosphatidylserine (PS) 발현의 marker로 사

용하였으며, anti-glycophorin-A-RPE는 적혈구와 적혈구 유래 microvesicle 

(MV)에 대한 marker로 사용하였다. Annexin V 결합에 대한 음성 대조군은 염

색시 CaCl2 2.5 mM 대신 EDTA 2.5 mM이 존재하도록 하여 염색하였다. 염색한 

시료에 2.5 mM CaCl2 또는 2.5 mM EDTA가 들어있는 Annexin binding buffer 

(125 mM NaCl, 10 mM HEPES) 500 µL을 가해 희석한 후 FACScalibur (BD 

bioscience)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CellQuest Pro software를 

이용하였다. Flow cytometer는 적혈구 분석을 위해 최적화된 상태로 

calibration 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forward scatter (FSC), side scatter (SSC), 

FITC 형광, PE 형광의 4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혈구 내 Calcium 양 측정 

세포질 내 칼슘은 flow cytometry로 측정하였다. 5x107 cells/mL 농도의 적

혈구 현탁액에 Fluo-4 AM의 최고 농도가 3 µM이 되도록 가해 37℃에서 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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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차광조건으로 loading시켰다. 염색 시료가 loading괸 적혈구를 Ringer 

solution으로 2번 세척한 다음 CaCl2 1 mM이 들어있는 Ringer solution에 

5x107 cells/mL로 재현탁시켰다. DW 또는 Pb2+과 1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 

내 에 존재하는 Pb2+과 Fluo-4의 상호작용을 배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00 

µM의 TPEN을 5 분간 반응시킨다. Flow cytometer에서 세포질 내 칼슘 증가에 

의한 형광 발색 정도를 A23187 5 µM, 30 min을 처리한 적혈구를 양성 대조군

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칼슘 기전 역할 확인방법으로는 CaCl2가 포함되지 않은 

Ringer buffer 조건에서 적혈구를 Pb2+ 20 µM과 1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S 

노출과 Caspase-3 activity를 확인하였다.   

 

Caspase-3 activity 측정 

적혈구 현탁액 1mL에 DW 또는 Pb2+ 처리하여 37℃에서 1 시간 동안 처

리한 후 300 µL를 취해 FITC-DEVD-FMK로 차광 조건에서 30 분간 37℃에

서 반응시킨 후 3000 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은 

적혈구 잔사를 500 µL의 Wash buffer로 2번 세척하였다. Wash buffer 300 µL

로 남은 적혈구를 재현탁한 후 flow cytometer로 분석하였다. 역할 확인을 위

해 40 μM의 Z-DEVD-FMK, 40 μM의 Z-DQMD-FMK, 40 μM의 Z-VAD-FMK, 

10 μM의 Q-VD-Oph를 1 시간 처리하고 난 후 Pb2+ 20 μM 가하여 1 시간 후 

PS 노출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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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현미경 (SEM)을 이용한 적혈구 모양 변화 관찰  

적혈구 현탁액에 다양한 농도의 Pb2+를 정해진 시간에 500 µL를 취하여 2% 

glutaraldehyde 고정액 500 µL를 혼합한 후 10,000 g에서 1 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다시 2% glutaraldehyde 500 µL를 가해 재현탁시키고 

4℃에서 1 시간 동안 고정시켰다. 고정된 현탁을 PBS를 이용해 2번 세척한 후 

1% osmium tetroxide 고정액을 가해 상온에서 30 분간 후고정시켰다. 이를 

PBS로 2번 세척하고 30, 50, 70, 90, 100%의 에탄올 용액을 순차적으로 각각 

10 분씩 가해 시료를 탈수시켰다. 100% 에탄올 용액으로 3번 세척한 후 재현

탁한 시료를 알루미늄 호일이 붙은 구리 mount에 적당량 올린 후 하루 동안 

상온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백금으로 coating하여 JSV 54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apan)에서 관찰하였다.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y)을 이용한 모양 변화 관찰 

Confocal microscopy를 이용하여 적혈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현탁액 상태의 

적혈구가 아닌, 부착 상태의 적혈구 시료를 준비하였다. 4-chambered 

coverslip (Lab-Tek®)에 0.1 mg/mL의 poly-L-lysine 200 µL를 가해 표면을 

coating한 후 DW로 세척하고 상온에서 방치하여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켰다. 

적혈구 현탁액 200 µL를 가한 후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방치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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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ed coverslip에 적혈구를 부착시킨 후 2% BSA containing Ringer 

solution으로 3번 세척하였다. 그 후 차광조건에서 anti-glycophorin-A-FITC

가 포함된 Ringer solution을 30 분 동안 가해 부착된 적혈구를 염색한 후 

Ringer solution으로 3번 세척하였다. Ringer solution과 정해진 농도의 Pb2+을 

포함한 Ringer solution을 가한 후 정해진 시간에 각각의 용액을 제거하고 

Ringer solution을 가해 모양 변화를 관찰하였다. Confocal microscopy 관찰은 

argon laser로 형광 입자를 activation 수행하였으며, filter setting은 excitation 

488 nm, emission 550-600 nm로 지정하여 관찰하였다.  

 

Prothrombinase assay를 이용한 procoagulant activity 측정 

DW 또는 Pb2+를 처리함 적혈구 현탁액으로부터 세포 분획을 분리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적혈구 현탁액 5 µL을 2 mM CaCl2 존재 하에 4 µL의 factor 

Xa (최종 농도 5 nM), 20 µL의 factor Va (최종 농도 10 nM), 7 µL의 Tyrode 

buffer (134 mM NaCl, 10 mM HEPES, 5 mM glucose, 2.9 mM KCl, 1 mM MgCl2, 

12 mM NaHCO3, 0.34 mM Na2HPO4, 0.3% BSA, 2 mM CaCl2, pH 7.4)와 혼합하

여 37℃에서 3 분간 배양한 후 prothrombin (factoe Ⅱ) 4 µL (최종 농도 2 µM)

를 가하여 thrombin 생성을 유도하였다. 반응시킨 후 정확히 3 분이 되었을 때 

반응 혼합액 10 µL를 취해 490 µL의 stop buffer (50 mM Tris/HCl, 120 mM 

NaCl, 2 mM EDTA, pH 7.9)에 가해 반응을 종결시켰다. 반응이 종결된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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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분리시켜 얻은 상등액을 취하여 thrombin 생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Thrombin 활성은 chromogenic substrate인 S223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

료 100 µL와 2 mM S2238 50 µL를 37℃에서 3 분간 반응시킨 후 50% acetic 

acid로 반응을 종결시킨 다음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2238의 

amidolysis 속도는 흡광도로부터 계산되었으며, 알려진 양의 active site 

titrated human thrombin을 사용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thrombin의 농도를 

구하였다.  

 

In vivo 동물 실험 

Sprague-Dawley 웅성 흰 쥐 (7 주령, 약 200-250 g)를 샘타코(Korea)로 

부터 공급받아, 서울대학교 동물 실험 연구동에서 일주일 가량 적응시킨 후 실

험에 사용하였다. 사육실은 온도 22±2℃, 습도 45-55%를 유지하였고 밤과 낮

의 주기가 각각 12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사료 (퓨리나 코리아, Seoul, Korea)

와 물은 제한 없이 공급하였다. In vivo 실험을 위해서 SD 흰쥐를 공급받아 적

응시킨 후, 1.25 g/kg의 urethane을 복강 내 주사하여 마취를 유도한 다은 좌측 

대퇴 정맥에 PE 60 도관을 삽입하고, 도관을 통하여 Pb2+을 투여하였다. 개복

하여 하대 정맥을 노출시키고, 주변 지방조직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주변의 

작은 혈관들을 모두 묶어 흐름을 차단하였다. 다음으로 하대 정맥에 16 mm 간

격으로 매듭을 느슨하게 준비하여 stasis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Pb2+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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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 시간 후, saline에 500배 희석한 thromboplastin-D를 500 μL/kg/min의 

속도로 infusion하였다. Thromboplastin infusion 시작 후 30초 간격으로 위쪽

과 아래쪽의 매듭을 차례대로 묶음으로써 stasis를 유도하였다. 복강을 다시 덮

고 혈전 생성을 유도한 다음 15 분 후, 복강을 열고 묶어진 혈관을 절제했다. 

혈관을 세로로 열어 생성된 혈전을 분리한 다음, saline으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한 후, 혈전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PS 노출 확인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투여, 마취하고 1 시간 후 복대동맥 

채혈법으로 혈액을 채취하였다. 이 때, 항응고제로는 3.8% trisodium citrate를 

이용하였다. 얻어진 혈액을 binding buffer (10 mM Hepes-Na, 136 mM NaCl, 

2.7 mM KCl, 2.0 mM MgCl2, 1.0 mM NaH2PO4, 5.0 mM dextrose, 5mg/ml BSA, 

2.5mM CaCl2, pH 7.4)에 1:200의 비율로 가하여 희석한 후 annexin V-FITC로 

차광조건에서 15 분간 염색하였다.  Annexin V-FITC는 phosphatidylserine 

(PS) 발현의 marker로 사용하였다.  Annexin V 결합에 대한 음성 대조군은 

annexin V와 PS의 부착이 calcium 의존적인 점을 활용하여, 부착 반응 시 

EDTA 5 mM을 추가하여 Ca2+를 chelation 시킨 sample을 이용하였다.  염색한 

시료에 2.5 mM CaCl2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은 binding buffer 250μl를 가

해 희석한 후 FACScaliburTM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에서 분

석하였다.  이 때 forward scatter, side scatter, FITC 형광의 3가지 지표를 측

정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CellQuestTM Pro softwar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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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is of whole blood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전혈 현탁액을 

10,000 g로 1분간 원심 분리한다. 상등액을 취하여 lysis 정도를 ELISA를 이용

해 흡광도 540 nm에서 측정한다. Osmotic fragility를 위해 1% NaCl을 0.9-0.1%

로 희석하여 채혈한 혈액을 1%의 비율로 각각의 % NaCl에 첨가하였다. 30 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 후 1 분간 10,000 g에서 원심 분리한다. 상층액을 채취하

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mean ± SEM으로 표시하였다.  두 군 사이의 차이는 t-test로

서 검증하였으며, 세 군 이상의 비교에서는 ANOVA test를 수행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적인 차이는 p 

value가 0.05 이하인 경우에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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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결 과 

 

Lead(II) acetate (Pb2+)에 의한 hemolysis 현상과 phosphatidylserine 

(PS) 노출 및 기전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분리한 적혈구에 납을 노출시키고, hemolysis를 측정

한 결과, Pb2+는 5, 10, 20, 50 μM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적혈구에서의 

hemolysis를 유발하였다 (Fig. 1A). Pb2+ 처리의 다양한 시간대에서 적혈구의 

용혈량을 확인하고자 0.5, 1, 2, 4 시간에서 hemolysis를 측정하였으며 농도와 

시간 의존적으로 용혈 현상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Phosphatidylserine (PS) 

노출 및 정도를 flow cytometry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S 노출에 대

한 marker로는 Annexin V-FITC를 사용하고, 적혈구에 대한 marker로는 

anti-glycophorin A-RPE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Pb2+는 5, 10, 20 μM 농도 

의존적으로 적혈구에서의 PS 노출을 유발하였다 (Fig. 2). Pb2+ 50 μM 에서는 

적혈구의 hemolysis가 50% 이상으로 정상적인 적혈구 세포에서의 PS 노출 측

정이 어려워 제외하였다. Fig. 2A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히스토그램의 M1 부

분에 대한 %를 그래프 화한 것이 Fig. 2B이다. 적혈구에서의 PS 노출 기전 중 

중요하게 제시되는 경로로는 칼슘-의존적인 경로가 있다.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적혈구 세포막에 존재하는 scramblase가 활성화되어 PS가 세포막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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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쪽으로 노출된다 (Zwaal and Schroit, 1997). 또한 flippase의 활성이 억제되

어 세포막 바깥쪽으로 노출된 PS가 세포막 안쪽으로 복원되는 현상이 억제된다 

(Seigneuret and Devaux, 1984). 이에 Pb2+에 의해 적혈구 내 칼슘 농도가 증

가하는지 확인하였다 (Fig. 3A).  Intracellular calcium indicator인 Fluo-4를 이

용하여 적혈구 내의 칼슘을 측정한 결과, 납을 처리한 적혈구에서 칼슘 증가를 

확인하였다. Pb2+은 2가 양이온으로서 일반적인 Ca2+ indicator를 사용할 경우 

칼슘 의존적인 형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channe et al., 1990). 이에 Pb2+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포 내 칼슘 증가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 내 투과성이 

높고,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과는 친화도가 낮아 칼슘 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 

세포 내 중금속 이온들을 선택적으로 chelation 시키는 TPEN을 이용하였다 

(Legare et al., 1998). Pb2+을 처리한 적혈구에 TPEN 100 μM을 가하고 난 뒤 

세포 내 칼슘을 측정하였을 때 세포 내 칼슘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다

음으로 PS 노출 기전에 관여하는 다른 인자들에 Pb2+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Apoptosis 지표인 caspase-3가 적혈구의 PS를 노출 시킨다는 연구를 

토대로 caspase-3 activity의 관찰하였다 (Mandal et al., 2002). 적혈구에 납을 

처리한 결과 Pb2+20 μM에서 caspase-3가 유의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Fig. 3B).  

기존의 Pb2+의 PS 노출 기전에 Ca2+가 주된 경로로 알려졌으며 caspase-

3 또한 PS노출 유도 등이 연구된 바에 입각하여 Ca2이 존재하지 않는 buffer와 

caspase-3 inhibitor를 전처리한 경우 Pb2+의 PS 노출과 caspase-3 활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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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하였다 (Fig. 4). Pb2+을 처리하기 앞서 40 μM의 Z-

DEVD-FMK, 40 μM의 Z-DQMD-FMK, 40 μM의 Z-VAD-FMK, 10 μM의 Q-

VD-Oph를 1 시간 처리하고 난 후 Pb2+ 20 μM을 처리한 경우, Pb2+ 단독처리

에 비해 PS 노출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4A). Ca2+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Ca2+ free buffer에서 Pb2+ 20 μM에 대한 PS 노출과 caspase-3 활성을 

관찰한 결과, 노출과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4B).  

 

Lead(II) acetate (Pb2+)에 의한 형태학적 및 생리학적 중요성 

이전 연구에서 적혈구의 모양 변화와 PS 노출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

다 (Daleke and Huestis, 1989). 따라서 Pb2+이 적혈구 모양을 어떻게 변화시키

는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5A). 

Pb2+에 노출되지 않은 적혈구는 discocytic 모양을 하고 있으나 Pb2+을 노출시

킨 적혈구에서는 적혈구의 세포막이 바깥으로 돌출되며 작은 돌기를 형성하는 

echinocyte가 관찰되었다. 더 높은 농도와 긴 시간에서의 모양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Pb2+ 20, 50 μM을 4 시간 처리한 결과 정상 적혈구보다 작은 구형의 

spherocyte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echinocyte에서 spherocyte로의 모양 

변화는 echinocytic erythrocyte의 돌기가 떨어져 나가는 MV generation을 수

반한다. SEM에서는 실험 샘플을 제작하는 과정상 MV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Confocal microscopy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MV를 확인하였다 (Fig. 5B).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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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찰되는 입자는 anti-glycophorin-A-FITC으로 염색되어 있으므로, 적혈구 

유래의 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생성된 MV의 생성량과 MV에서의 

PS 노출 정도를 측정하였다 (Fig. 6). Pb2+에 의한 적혈구 현탁액에서의 MV 생

성량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였다 (Fig. 6A). Pb2+ 처리에 의해 생성되

는 MV 또한 농도 의존적으로 PS를 노출하고 있었다 (Fig. 6B).   

Pb2+의해 적혈구의 PS 노출과 MV 생성 현상이 생리학적으로 가지는 중요

성을 확인하고자 prothrombinase assay에서 thrombin 생성 정도를 측정하여 

혈액 응고 촉진 활성 (procoagulant activity)을 관찰하였다. Pb2+을 1시간동안 

처리한 적혈구 현탁액에 혈액 응고 인자들을 가하고 prothrombinase assay를 

통해 thrombin 생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군 (buffer)이

나 납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적혈구에 비해서 thrombin 생성이 납 농도 의존

적으로 증폭되었다 (Fig. 7A). 이는 앞서 확인한 PS 노출과 유사한 결과로 Pb2+ 

처리 시 적혈구 표면에 PS를 노출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며, 생체 내에서 혈

액 응고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Pb2+에 의한 

procoagulant activity는 hemolysis를 동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7B).   

In vitro 실험을 통해 확인된 Pb2+의 PS노출이 실제적으로 혈전 생성을 증

가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venous thrombosis model을 이용한 혈전 생성 시

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흰쥐의 정맥을 이용하여 Saline 또는 Pb2+ 25 mg/kg을 

투여하고 1 시간 후에 복대동맥 채혈법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flow cytometr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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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적혈구 부분에서의 PS 노출 정도를 측정한 결과, 납 투여에 의해 적

혈구 외막으로서 PS 노출 정도가 증가하였다 (Fig. 8A). 또한 정맥 투여하고 1

시간 후, thromboplastin을 주입하고 하대 정맥에 stasis를 유발하여 혈전 생성

을 유도하였다. Pb2+이 투여된 흰 쥐에서는 유의적으로 정맥 혈전 생성이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Fig. 8B). 같은 조건에서 적혈구 용혈 현상을 관찰한 결과, PS 

노출과 혈전을 생성한 농도에서 전혈의 lysis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8C). 실제 생체 내 삼투압 조건을 이용하여 RBC의 

fragility를 확인한 결과, osmotic fragility 또한 saline 투여군과 비슷한 경향성

을 확인하였다 (Fig. 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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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emolysis induced by Pb2+ in human erythrocytes. 

After erythrocytes were incubated with DW (vehicle) or 10, 20, 50 μM lead(II) acetate for 4 hours at 37℃, the extent of 

hemolysis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Concentration B. and time-dependent percentages of 

hemolysis from erythrocytes were shown. Values are mean±SEM of three to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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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ell surface exposure of phosphatidylserine by Pb2+ in human erythrocytes. 

After erythrocytes were incubated with DW (vehicle) or 5, 10, 20 μM lead(II) acetate for 1 hours at 37℃, the extent 

of PS exposure was measured by flow cytometry. A. The representative fluorescence histogram and B. The 

percentage of cells expressing PS were shown. Values are mean±SEM of three to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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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s of Pb2 on intracellular Ca2+ level and caspase-3 activity in human erythrocytes. 

After erythrocytes were incubated with DW (vehicle) or 5, 10, 20 μM lead(II) acetate for 1 hours at 37℃, the level 

of intracellular Ca2+ and caspase-3 activity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The levels of 

intracellular Ca2+ and B. the level of caspase-3 activities in a concentration manner. Values are mean±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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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role of intracellular Ca2+ level and caspase-3 activity.  

After erythrocytes were incubated with DW (vehicle) or 20 μM lead(II) acetate for 1 hours at 37℃, the level of 

intracellular Ca2+ and caspase-3 activity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Inhibition of PS 

exposure by pretreatment of caspase inhibitor were determined by flow cytometric analysis. B. The level of PS 

exposure and caspase-3 activities at Ca2+ free buffer were determined by flow cytometric analysis. Values are 

mean±SEM of two to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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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s of Pb2+ on shape changes in human erythrocytes by confocal microscopy. 

After erythrocytes were incubated with A. DW (vehicle) or 10, 20 μM lead(II) acetate for 1 hour at 37 ℃. B. DW 

(vehicle) or 20, 50 μM lead(II) acetate for 4 hours at 37 ℃. Confocal microscopy was used to observe shape 

changes. The morphological changes were exa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presentative photos 

were shown. Bar = 10 μm. (Original magnification: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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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s of Pb2+ on shape changes in human erythrocytes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fter erythrocytes were incubated with A. DW (vehicle) or 10, 20 μM lead(II) acetate for 1 hour at 37 ℃. B. DW 

(vehicle) or 20, 50 μM lead(II) acetate for 4 hours at 37 ℃. Erythrocytes were fixed and examin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morphological changes were exa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presentative photos were shown. Bar = 10 μm.  (Original magnification: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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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s of Pb2+ on PS-exposing microvesicle generation in erythrocytes. 

After erythrocytes were incubated with DW (vehicle) or 5, 10, 20, 50 μM lead(II) acetate for 1 hours at 37℃, 

microvesicle generation and the extent of PS exposure on microvesicles were analysed by flow cytometry. A. The 

representative dot plot and B. The count of microvesicles released from erythrocytes were shown. C. The percent 

of PS exposure on microvesicles released from erythrocytes by DW or lead(II) acetate. Values are mean±SEM of 

three to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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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nhancement of procoagulant activity level in prothrombinase assay by Pb2+-treated erythrocytes. 

After erythrocytes were treated with DW (vehicle) or 5, 10, 20, 50 μM lead(II) acetate for 1 hours at 37℃, the 

procoagulant activity was measured. A. The prothrombinase assay was performed. B. The correlationship on the 

procoagulant activity and hemolysis. Values are mean±SEM of three to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buffer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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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s of Pb2+ on lysis, osmotic fragility, PS exposure in rat whole blood 

and increase of thrombus formation by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Pb2+ in rat venous thrombosis model,  

After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saline, 25 mg/kg lead(II) acetate. A. 

Extent of lysis in whole blood and B. osmotic fragility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C. The percent of PS exposure 

on whole blood was measured by flow cytometry. D. Thrombus 

formation was induced by infusion of thromboplastin in a rat venous 

thrombosis model. Values are the mean ± SEM of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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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Suggested mechanism of hemolysis and procoagulant activity depend on Pb2+ concentration 

in erythrocyte



29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납에 의한 혈액응고 촉진 활성과 용혈과정의 상관성을 납이 

유도하는 PS 노출과 그에 따른 기전, 모양 변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납

에 노출된 적혈구는 농도와 시간 의존적으로 hemolysis를 일으켰다. 또한 농도 

의존적으로 적혈구에서 PS 노출을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PS 노출에는 세포내 

칼슘 증가가 관여하였다. 세포 내 칼슘 증가와 더불어 caspase-3를 활성화시켜 

PS 노출이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납에 노출된 적혈구는 노출 농도가 높아지거

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두드러진 모양 변화를 보이며, 처리한 납의 농도 의존

적으로 MV를 생성시킨다. 이 때 생성된 MV는 대부분 PS를 노출시키고 있다.  

납 50 μM를 처리한 적혈구에서는 50% 이상의 hemolysis가 일어난 이유로 

정상적인 적혈구에서의 PS 노출 확인이 불가능하여 PS 노출 기전 실험에서는 

해당 농도를 제외하였다. 적혈구는 납에 의해서 PS 노출은 유발하지만 MV 생

성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보고가 있었다 (Shin et al., 2007). 하지만 이전 

보고에서는 납이 5 μM로 4시간 동안 처리되었던 데에 반해, 본 연구자는 더 높

은 농도 (20 μM)와 단시간 (1시간)으로 납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

이한 실험 결과는 실험계와 사용한 농도, 관찰한 시간의 차이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로 사용되는 calcium indicator들 중 주로 사용되는 

Indo-1과 Fura-2는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에 의해 흡수/방출 파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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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aestner et al., 2006) . 하지만 납은 Ca2+과 마

찬가지로 2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Ca2+ indicator를 사용할 경우 칼슘 

의존적인 형광에 방해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Snitsarev et al., 1996). 본 

연구에서도 Ca2+indicator인 Fluo-4 AM을 이용하여 납에 의한 intracellular 

Ca2+를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data not shown). 

때문에 납에 의한 calcium indicator의 signal을 배제하기 위하여 intracellular 

heavy metal specific chelator인 TPEN을 사용하였다. TPEN은 지용성이 높아 

세포투과성이 높으며,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과의 결합력은 매우 낮아 칼슘 

indicator와 상호작용하는 미량금속원소의 차폐에 주로 이용된다 (Arslan et al., 

1985).   

일반적으로 PS 노출은 세포 내 칼슘 증가를 매개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Kamp, Sieberg et al. 2001; Salzer, Hinterdorfer et al. 2002) caspase-3 

활성 또한 PS 노출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 (Mandal et al., 2002) 본 연구에

서 관찰한 결과, PS를 노출을 유도하고 적혈구 내 Ca2+ 증가를 관찰한 다른 농

도와 달리 최고 농도인 20 μM에서만 caspase-3 활성이 증가하였다 (Fig. 3B). 

PS 노출이 증가한 최고농도에서 다양한 caspase-3 inhibitor를 처리한 결과, 

inhibitor 전처리 후 납에 노출시켜도 적혈구가 PS 노출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납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caspase-3 의존적, 비의존적인 반응

이 양립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apoptosis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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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리아와 Ca2+ 저장소가 없는 적혈구에서 이러한 PS 노출 기전에 일련의 

apoptosis signal이 관여하는 것은 일반 세포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apoptosis가 일어나며 이러한 기전과 hemolysis 및 혈액 응고 지혈 촉진 반응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납에 의해 유발된 PS 노출과 MV 생성은 prothrombinase assay에서 

procoagulant activity 정도를 증가시켰다. 이는 납에 의한 적혈구 내 Ca2+ 농도

의 증가와 아주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으로써 porcoagulant activity에서 PS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hemolysis 현상과 동반되는 

현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In vitro 시험 결과를 실험동물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납을 투여한 흰 

쥐로부터 분리한 혈액 내 적혈구에서의 용혈 현상을 관찰하였다. 단순 

hemolysis 실험뿐 아니라 실제 체내에서의 삼투압에 의한 용혈성을 확인하고자 

osmotic fragility를 측정하였지만 용혈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동일한 조건에서 납을 정맥투여 1시간 후 흰쥐의 혈액을 이용하여 PS 노출

이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In vivo venous thrombosis model을 이용하여 투여한 

납에 의한 혈전 생성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의 In vitro 결과에서는 수십%의 PS 

노출을 관찰한 데에 반하여 In vivo 상에서의 PS 노출은 4% 내외이다. 실제로 

sickle cell disease 또는 만성신부전증 (chronic renal failure; CRF) 환자의 적

혈구에서의 PS 노출 정도가 2 ~ 3%로 보고가 있으며(Bonomin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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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et al., 1996), 본 실험을 통해 생체 내 적혈구가 적은 %의 PS를 노출하

고 있더라도 혈전 생성을 증폭시켜 심혈관계 질환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In vitro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체 내에서 용혈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농도에서고 충분히 thrombus가 생성되며, 두 현상에 대한 상관 관계가 적

을 것이라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서 납은 헤모글로빈 합성을 저해하여 정상적인 적혈구 생산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Waldron, 1966). 또한 납에 의한 적혈구의 PS 노출은 

macrophage에 의한 탐식 작용을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Jang et al., 2011). 

이와 같이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적혈구 제거 현상과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용혈 현상을 통해 납은 PS와 같은 생화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적혈구 자체의 용

해현상과 같은 hemolysis를 통해 체내 적혈구 감소를 초래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납이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능성을 제시하며, 과거 

납에 의한 적혈구의 pyrimidine 5’nucleotidase의 활성 저해한다는 연구가 납에 

의한 용혈성 빈혈에 근본적인 기전이라는 보고가 (Valentine et al., 1976) 이를 

뒷받침 해준다. 납에 의한 용혈성 빈혈에 대한 기전 연구는 단순 용혈 현상뿐 

아니라 다른 적혈구 내 효소와 같은 내부 인자들을 중점으로 한 더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적혈구는 납 저농도에서 세포 내 Ca2+ 증

가와 일련의 caspase-3 활성에 의존한 PS 노출에 의해 혈액 응고 촉진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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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킨다. 하지만 고농도의 납에서는 용혈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PS 기전과

는 관련이 적은 현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동물 실험에서도 확

인되었다. 적혈구가 납독성의 주요 작용 부위임을 고려하여 볼 때, 납은 다양한 

농도에서 적혈구에 영향을 주어 여러 생화학,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

한 변화는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빈혈의 유발 원인

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납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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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d is a ubiquitous heavy metal in various environment media, especially in food or 

drinking water. 95% of Pb2+ accumulates in erythrocytes, thus erythrocyte could not be an 

innocent bystander for Pb2+ toxicity in hematological systems. In the previou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at lead could induce phosphatidylserine exposure of human erythrocyte 

membrane, and PS exposure associated thrombosis by Pb2+ was also discussed. However, th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emolysis and thrombosis still remained unclear. In the present 

study, thrombosis was investigated to correlated with hemolysis caused by Pb2+. We found 

that Pb2+-induced hemolysis enhanced in a dose- and time- dependent manner. In a flow 

cytometry analysis, we found that Pb2+ brought to a dose-dependent enhancement with no 

hemolysi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ntra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is the main cause of inducing PS exposure in erythrocytes. 

According to reports that PS was also externalized along with apoptotic pathway, the activity 

of caspase-3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the highest dose of PS exposure. Shape changes 

due to Pb were observed by confocal and SEM. At this time, microvesicles (MV) were 

observed generating from echinocytes, which accounted for the morphological changes from 

echinocytes to spherocytes. MV generation by lead and PS exposure in the generated MV 

were measured using FACS, and the MV was generated in the high concentration group, 

while the PS exposure was increased in the dose- dependent MV. To examine the 

physiological significance of lead on erythrocytes, increase of thrombin generation due to Pb 

was observ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procoagulant activity. According to the stud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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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physiological and hemolytic phenomena, as one of the blood 

coagulation enzyme, thrombin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whereas hemolysis 

occurred only at the highest concentrations. 

In order to confirm the in vivo efficacy of lead, blood was collected after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lead to rats and PS exposure was detected. Moreover, thrombus formation 

due to Pb2+ was also confirmed in vivo. To confirm the hemolytic effect caused by Pb2+ 

exposure in vivo, after blood was collected by the same experimental method as above, 

hemolysis and osmotic fragility was measured, both of which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enhancement of PS exposure and thrombus formation in the 

previous experiment.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lead induced PS exposure and MV generation in 

erythrocytes through increasing the intracellular Ca2+ and caspase-3 activity at all 

concentrations including low and high concentrations, thereby triggered the procoagulant 

activity of erythrocytes. This series of reactions was confirmed to be independent of the 

hemolytic process of erythrocytes. Thus, lead exposure promotes blood coagulation activity 

irrespective of hemolysis, suggesting that the potential for thrombus formation by lead is 

independent of hemolysis. 

 

Key Words: Erythrocyte, Pb2+, phosphatidylserine exposure, pro-coagulant activity, 

hem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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