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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피부 피부 피부 피부 노화에서 노화에서 노화에서 노화에서 moesinmoesinmoesinmoesin의 의 의 의 기능적 기능적 기능적 기능적 유용성 유용성 유용성 유용성 연구연구연구연구

   혈관내피세포는 혈액과 조직 사이에 존재하여 주변 혈장과 세포와의 상

호 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고, 혈관의 투과성, 혈액 순환 조절, 혈액 

응고, 염증 반응, 창상 치유, 암전이, 조직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혈관내피세포의 노화는 노화와 관련된 혈관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노화된 HDMEC(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ail Cell)에서 moesin의 감소를 관찰하고, moesin의 감소가 세포 

노화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short 

hairpin(sh)-RNA lentivirus를 이용하여 moesin의 발현을 억제한 HDMEC

에서 moesin의 발현억제가 HDMEC의 노화와  세포의 대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둘째, 각질형성세포 및 섬유아세포에서 세포 노화에 따른 

moesin의 발현을 관찰하였으며 셋째, 나이에 따른 피부 조직을 이용하여 인

체피부에서 moesin 및 세포 주기와 관련된 단백인 p16의 발현을 관찰함으로

써 피부 노화에서 moesin의 기능적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Moesin의 표현을 억제하는 shRNA-lentivirus를 처리한 HDMEC을 계대

배양한 결과, 대조군 세포에 비하여 노화와 관련된 형태학적 변화의 조기 발

현, senescence associated-beta-galactosidase (SA-β-GAL) 염색된 

세포의 조기 출현, 세포노화와 연관된 단백질인 p16의 증가, 대사능력 감소와 

조기 성장지연 등의 노화된 세포에서 보이는 특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를 계대배양한 결과 이들세포에서도 초기 

배양 세포에 비해 말기 배양세포에서 moesin의 발현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

다. 생체조직에서도 피부 조직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노화된 인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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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moesin의 발현이 감소되고 p16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혈관내피세포에서 moesin 발현감소가 HDMEC의 세포노화

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 결과는 피부 노화의 기전을 규명하고 노화 

관련 질환을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항노화 효과를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제시

되었다고 보여진다.

��������������������������������������������������������������������

핵심되는 말: 혈관내피세포, 노화, shRNA-lentivirus, moesin,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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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노화에서 피부노화에서 피부노화에서 피부노화에서 moesinmoesinmoesinmoesin의 의 의 의 기능적 기능적 기능적 기능적 유용성 유용성 유용성 유용성 연구연구연구연구

<지도교수 이 광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정  환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

히 외부에서 관찰되는 피부의 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부 노화의 기전에 대한 연구에서 뚜렷한 성과는 드물다. 피부

의 노화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노화(cellular senescence)에 

의하며, 피부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 조직의 주요 구성세포인 각

질형성세포, 섬유아세포, 혈관내피세포 등의 세포 노화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혈관내피세포는 혈관강내의 혈장 성분과 주변세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며 혈관의 투과성과 혈액 순환의 조절 및 혈액 

응고, 염증 반응, 창상 치유, 조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1-2.

. 혈관내피세포의 

노화는 피부의 내인성 노화 이외에도  죽상경화증
3-4.

, 고혈압
5
, 울혈성 심부전

6
 등의 심혈관 질환과 패혈증

7
, 당뇨

8
, 전신성경화증

9
,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0

,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11

, 암의 전이
12

 등의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

다.

   세포의 노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촉진되며 최근에는 telomere 

uncapping, DNA 손상,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암유전자 활성

화, 영양 및 growth factor 부족,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에 의한다는 보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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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3-14.

. 세포가 노화되면 크기가 커지면서 납작한 형태를 보이며, 

senescence associated β-galactosidase assay (SA-β-GAL)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노화된 세포에서는 노화되지 않은 세포에 비하여 단백질 생산

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노화된 혈관내피세포에서 발현의 변화를 보인 단백질

로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 5, neurofilament subunit 

L, adenosine A2A receptor,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p16, p27 등이 보고된 바가 있으나 노

화의 정확한 기전이나 노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

다
15-18.

. 

   최근에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세포 노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

이 있었으며 이러한 노화 기전 연구는 주로 산화, 환원 관계로 설명하는 이론

이 주류로서 adrenomedullin, albumin, angiopoietin-1, cyclosporin A, 

endothelin-1, erythropoietin, estradiol, fibroblast growth factor, high 

density lipoprotein, prostacyclin, shear stress,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항산화제의 항노화 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3,19-29.

. 

   혈관내피세포는 혈액 요소 및 주변 세포의 자극에 의해 세포의 성장, 노화, 

고사가 유도되거나 억제되고 대부분의 노화 관련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현상

이 미세 혈관 수준에서 발생되므로 혈관내피세포의 노화 연구가 피부 노화의 

연구 모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 혈관내피세포를 실험모델에 사용하게 되

었다. 종전의 연구
30,31

에서는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kinetin, 

EGCG (epigallocatechin-3-gallate), all-trans retinoic acid, selenium

이 배양된 인체 진피 미세혈관 내피세포 (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HDMEC)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노화 억제 효

과를 확인하였고,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통해 항노화제 처리 전후의 프로테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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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작성한 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변화된 단백 스팟들을 동정하고 동

정된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여 노화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단백

질 스팟을 다수 발굴하였다
31

. 발굴한 단백질들 중에서 다양한 항노화제를 혈

관내피세포에 처리한 다음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단백은 moesin과 rho 

GTP dissociation inhibitor 였고, 이 중에서도 moesin이 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Moesin은 약 3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FERM (Four point 

one Ezrin, Radixin, Moesin)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band 4.1 

superfamily에 포함되는 ezrin/radixin/moesin (ERM)단백 중 하나로 포유

류에 있어서 75% 이상의 상동성을 갖는 단백이다
32-34

. 

   Moesin은 세포막 단백과 세포막 아래쪽에 위치하는  actin을 연결해 주는 

세포 골격 (cytoskeleton) 단백질로 세포 골격의 리모델링 기능 이외에도 세

포의 polarity나 통합성 (integrity) 유지에도 역할을 하며 세포막 단백의 신

호 전달 및 조절 기능이 있다
35-36

. 이외에 T 세포와 항원 전달 세포의 

conjugation
37

, 백혈구의 diapedesis
38

, 혈관내피세포의 투과성 변화나 이동

39
, 그리고 갑상선암

40
 및 신세포암

41
 등에서 증가되거나 예후인자로 작용한다

는 보고들도 있다. ERM 단백은 인산화, phosphoinositide 등에 의하여 조절

되며 rho GTPase와 상호 조절된다
42

. 

   ERM 단백의 actin 등의 세포 골격 단백을 통한 polarity 유지는 세포의 기

능에 중요한 필수 요소이며
34,42

, 세포고사 (apoptosis)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ERM 단백 중 ezrin이 Fas를 통하여 세포고사를 일으킨다는 보

고가 있었고
43

, F9 teratocarcinoma cell에서 moesin 표현을 저하시켰을 때 

일어나는 세포고사를 Gα13 활성이 저해한다는 보고
44

가 있어 ERM 단백과 

세포고사 및 노화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혈관내피세포에서 moesin 표현을 감소시킨 모델을 이용하여 노

화에의 기능적 역할을 관찰한 실험은 없었으며, 피부노화 기전에서 moes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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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피부 노화와 관계된 각질형성세포

나 섬유아세포에서도 moesin의 발현이 감소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short hairpin-RNA lentivirus를 이용하여 HDMEC에서 

moesin의 발현을 억제한 모델의 계대배양을 통해 HDMEC의 세포 노화 및 

세포의 대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둘째, 각질형성세포 및 섬유아

세포에서 세포 노화에 따른 moesin의 발현을 관찰하였으며 셋째, 나이에 따

른 피부 조직을 이용하여 인체피부에서 moesin 및 세포 주기와 관련된 단백

인 p16의 발현을 관찰함으로써 피부 노화에서 moesin의 기능적 유용성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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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HDMECHDMECHDMECHDMEC의 의 의 의 배양 배양 배양 배양  

   혈관내피세포로 HDMEC (Cambrex, Walkersville, MA, U.S.A.)을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HDMEC을 준비하여 0.1% 젤라틴을 처리한 조직 배

양용기에서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hydrocortisone acetate, 

VEGF, human fibroblast growth factor-B, gentamicin, amphotericin 

B, 5% fetal bovine serum, R
3
-insulin growth factor-1, ascorbic 

acid가 함유된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medium-2 (Cambrex, 

Walkersville, MA, USA)를 사용하여 37℃, CO2 항온기에서 P5부터 

P25까지 계대배양하였다. 

2. 2. 2. 2. Short Short Short Short hairpin hairpin hairpin hairpin RNA RNA RNA RNA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vectorvectorvectorvector를 를 를 를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moesinmoesinmoesinmoesin의 의 의 의 

발현 발현 발현 발현 억제억제억제억제

가가가가. . . . MoesinMoesinMoesinMoesin을 을 을 을 표적으로 표적으로 표적으로 표적으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vector vector vector vector 제작제작제작제작

   shLenti2.4R lentiviral vector(VectorCore A, Daejeon, Korea)의 

EcoRI -Xba I restriction enzyme site에 합성된 double-strand 

oligonucleotide  (5'-GCAGCGCATTGACGAATTTGA-3')를 삽입하여 

moesin을 표적으로 하는 shRNA-lentiviral vector를 제작하였다. 

shLenti2.4R lentiviral vector는 인체 U6 promoter에서 shRNA를 표현

하도록 하였고, hCMV promoter로부터 red fluorescent protein (RFP) 

단백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 대조군 벡터로는 포유류의 mRNA의 

mRNA 서열과 상동성이 없는 scrambled shRNA 

(5'-AATCGCATTAGCGTAT GCCGTT-3') 를 shLenti2.4R lentiviral 

vector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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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vector vector vector vector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재조합 lentiviral vector는 VectorCore A (Daejeon, Korea)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았다. Lipofectamine Plus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세가지  플라스미드인 transfer vector, VSV-G 

expression vector, gag-pol expression vector를 1:1:1 의 비율로 

293T cell에 co-transfection 시켰다. 형질전이 후 48 시간에 바이러스 

벡터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배양 상청액을 수집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 (Nalgene, Rochester, NY, USA)를 이용하여 정제하여 

즉시 -70 ℃ deep-freezer에 보관하였다.

다다다다. . . . HDMECHDMECHDMECHDMEC에 에 에 에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shRNA-lentiviral vectorvectorvectorvector를 를 를 를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moesin moesin moesin moesin 형질 형질 형질 형질 도입도입도입도입

   바이러스 감염 하루 전날 HDMEC을 60-70% 융합을 보이도록 

plating 한 후 배양 배지를 제거한 다음 shRNA-lentiviral vector를 1 ㎖ 

첨가하였다. Polybrene (Hexodimethrine bromide, Sigma, St. Louis, 

MO, USA) 을 8 ㎍ 첨가하여 plate를 상하좌우로 흔들어 준 후 37 ℃, 

5% CO2 조건하에 6-8시간 배양 후 배지를 교체하였다.

라라라라. . . . RFPRFPRFPRFP를 를 를 를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HDMEC HDMEC HDMEC HDMEC 감염 감염 감염 감염 여부 여부 여부 여부 확인확인확인확인

   HDMEC의 shRNA-lentiviral vector가 형질 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P6, P10, P20의 HDMEC에서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RFP의 발현

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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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역위상차 역위상차 역위상차 역위상차 현미경 현미경 현미경 현미경 검사 검사 검사 검사 

  HDMEC의 노화를 확인하고 계대배양에 따른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찰하

여 비교하기 위하여 각 HDMEC을 plate 위에 배양하여 역위상차 현미경 

(Olympus,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4. 4. 4. 4. SA-SA-SA-SA-ββββ-GAL -GAL -GAL -GAL 염색 염색 염색 염색 

항노화제 처리 전 후의 세포의 노화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SA-β-GAL 

assay를 사용하였다. 세포를 pH 7.0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으로 2회 세척한 후 3 % formaldehyde로 고정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방치한 

후 다시 PBS로 세척하여 5 mM의  potassium ferrocyanide와 potassium 

ferricyanide, 150 mM NaCl, 2 mM MgCl2, 500 ㎕의 X-GAL이 포함된 β

-GAL 용액을 첨가하여 37℃ 배양기에서 12시간 방치 후 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5. 5. 5. 5. Doubling Doubling Doubling Doubling time time time time 및 및 및 및 cumulative cumulative cumulative cumulative population population population population doubling doubling doubling doubling number number number number 측정측정측정측정

   세포의 생장 곡선을 얻기 위하여 세포가 증식 능력을 소실할 때까지 계대배

양하여 population doubling level을 측정하였다. 1× 10
5
개의 세포가 2 배

로 증식되는 시간을 doubling time으로 간주하였다. 

6.6.6.6.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bromide) bromide) bromide) assayassayassayassay

   세포의 대사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tetrazolium salt인 MTT assay를 시

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1× 10
5
 개씩 HDMEC을 넣고 새로운 

배양 배지에서 37℃, CO2 배양기에 배양한 다음 배지를 제거한 후 각 well에 

0.5 ㎎/㎖의 MTT solution (Boehringer, Mannheim, Germany)을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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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첨가하여 3시간 37℃,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dimethyl sulfoxide solution (Sigma, St. Louis, MO, USA)을 

각 well당 200 ㎕씩 첨가한 다음 ELISA reader (Bio-Rad, Hercules, CA, 

USA)로 570 nm에서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세포의 대사능력을 알아

보았다. 

7. 7. 7. 7. 역전사 역전사 역전사 역전사 중합연쇄반응 중합연쇄반응 중합연쇄반응 중합연쇄반응 측정 측정 측정 측정 (RT-PCR)(RT-PCR)(RT-PCR)(RT-PCR)

가가가가. . . . 총 총 총 총 RNA RNA RNA RNA 분리분리분리분리

   정상 대조군, P25 이상의 노화된 HDMEC, 바이러스만 처치 한 군과 

moesin 발현을 억제시키는 바이러스를 처치한 군을 48 시간 배양한 다음, 배

지를 제거한 후 RNeasy mini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이용하여 

총 RNA를 분리하였다. RNA의 농도는 260 nm의 파장에서 UV-1601 PC 

분광 광도계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나나나. . . . First First First First strand strand strand strand cDNA cDNA cDNA cDNA 합성합성합성합성

  분리한 총 RNA 1 μg으로부터 cDNA를 oligo dT를 이용하여 AccuPower 

RT PreMix (Bioneer, Seoul, Korea)와 PCR system 2700 (Applied 

Biosystem, Singapore)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다다다다. . . . Moesin, Moesin, Moesin, Moesin, p16 p16 p16 p16 primerprimerprimerprimer를 를 를 를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PCRPCRPCRPCR

  각각 20 pmole primer pair 1 ㎕씩과 cDNA 1 ㎕를 혼합한 다음 

AccuPower RT PreMix (Bioneer)를 이용하여 총 20 ㎕로 중합연쇄 반응

을 시행하였다. PCR 산물 5 ㎕를 2% agarose 젤에서 전기 영동한 후 밴드 

유무를 관찰하였다. 동량의 액틴을 표준으로 정량화하였다. Moesin의 sense 

primer로 5'- CCA CCA TGC CCA AAA CGA TC-3', anti-sense 

primer로 5'- GGT GCC CAT TAC ATA GAC TC-3'를 사용하였고, p16

의 경우 sense primer는 5' -AGC ATG GAG CCT TCG GCT G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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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sense primer는 5'-CTG TAG GAC CTT CGG TGA CTG AT-3'

를 이용하였다.

8. 8. 8. 8. Western Western Western Western blottingblottingblottingblotting을 을 을 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moesin moesin moesin moesin 단백 단백 단백 단백 발현 발현 발현 발현 관찰관찰관찰관찰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에서 moesin 단백의 발현 관찰을 위하여 면역 

블롯을 시행하였다.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를 각각 microcentrifuge 

tube에 옮기고 10,000 × g, 4
o
C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취하

고 같은 조건에서 다시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전체 세포 용해물 시료로 사

용하였다. SDS-PAGE gel을 전기 영동기에 장착하고, running 완충액을 부

은 후 시료를 집적시킨 다음, 전압을 100-120 V로 일정하게 맞추고 

bromophenol blue 지시약이 바닥에 올 때까지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 

영동한 gel에서 running gel 부분만 분리한 후 transfer 완충액을 담은 통에 

nitrocellulose (NC) membrane과 thick paper를 적시고 running gel을 15 

분 이상 배양한 후, 400 mA, 10-15 V의 조건 하에서 2시간 transfer를 시

행하였다. Membrane을 공기 중에서 말린 후 Ponceau-S 용액에 2분 정도 

담가 염색하고 증류수로 씻어 transfer된 band를 확인하였다. Blocking 완충

액 (5% blotting grade blocker non-fat dry milk solution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에 membrane을 담그고 흔들면서 60 

분간 blocking을 실시하였다. Blocking 완충액에 moesin, p16, actin에 대한 

일차항체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를 200 

㎍/㎖의 농도로 희석하여 가하고 60분 정도 반응시켰다. 

TBST(Tris-Buffered Saline with Tween 20) 완충액으로 5 분씩 3 회 정

도 반복해서 씻은 후 blocking 완충액에 1:2000으로 희석한 horseradish 

peroxidase (HRP)에 대한 항체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를 이차 항체로 하여 첨가한 후 60 분간 반응시켰다. T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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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액으로 5 분씩 3 회 반복해서 씻은 후 3,3 5,5-tetra methylbenzidine

으로 발색반응을 일으켰다. 

9. 9. 9. 9. 각질형성세포 각질형성세포 각질형성세포 각질형성세포 배양배양배양배양

      정상인의 피부에서 조직 생검을 통해 얻어진 피부 조직을 4℃ dispase 

용액에 24 시간 방치하고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진피층을 제거한 후 

PBS 용액으로 씻어내었다. 0.025% trypsin 용액에 37℃에서 10 분간 방

치하고 표피를 박리하여 insulin, hydrocortisone, ethanolamine, 

phosphoethanolamine, bovine hypothalamic extract 등이 포함된 

MCDB153 (Kyokuto, Tokyo, Japan) 배지에서 계대배양하였다.

10. 10. 10. 10. 섬유아세포 섬유아세포 섬유아세포 섬유아세포 배양배양배양배양

            정상인의 피부에서 조직 생검을 통해 얻어진 피부 조직을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진피층만을 분리하여 10% fetal calf serum이 포함되어 있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으로 37℃, 5% CO2 조건

하에 계대배양하였다.

11. 11. 11. 11.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생검생검생검생검

   피부조직에서 moesin 및 p16등의 표현을 관찰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포피, 

정상 소아의 복부, 86세 정상 성인의 복부 조직을 생검하였다. 신생아 포피는 

포경 수술로 얻었으며, 소아와 성인의 조직은 lidocaine 국소 마취 이후 3 

mm 펀치를 이용하였고 조직들은 Tissue-Tek(Sakura Finetechnical Co., 

Tokyo, Japan)에 넣고 -70
o
C에서 사용시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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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12. 12. 면역조직화학 면역조직화학 면역조직화학 면역조직화학 염색염색염색염색

            냉동보관한 조직을 6 μm 크기로 동결절편하여 silane coated 슬라이드 

(Muto Pure Chemicals, Tokyo, Japan)에 부착시킨 다음 아세톤에서 15 분

간 고정하고 PBS로 세척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Histostatin-DS kit 

(Zymed Lab., San Francisco, CA,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비특이

적인 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blocking solution으로 10 분 동안 처리한 다음 

5% bovine serum을 첨가한 PBS에 1:25로 희석한 mouse anti-human 

moesin monoclonal antibody (GeneTex, Inc., San Antonio, TX, USA) 

및 purified mouse anti-human CD31 monoclonal antibody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를 4 ℃에서 반응시켰다. 슬라이드를 

PBS로 3 회 세척한 다음 biotinylated 이차 항체를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

켰다. 슬라이드를 PBS로 3 회 세척 후 streptavidin alkaline phosphatase 

(AP) conjugate에 10 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PBS로 3회 세척하여 NBT 

(nitroblue tetrazolium)용액으로 발색시켰다.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

하여 double staining enhancer 용액을 넣은 후 실온에서 30 분간 처리한 다

음 상기 과정을 반복하였고 AP conjugate대신 streptavidin peroxidase 

(HRP)을 사용하여 AEC (3-amino-9-ethylcarbazole)용액으로 발색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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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 1. 1. 1. HDMECHDMECHDMECHDMEC에서 에서 에서 에서 shRNA-lentivirusshRNA-lentivirusshRNA-lentivirusshRNA-lentivirus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감염 감염 감염 감염 여부 여부 여부 여부 확인확인확인확인

      P6의 HDMEC에 moesin을 knock-down시키는 shRNA-lentivirus를 

형질도입시킨 다음, RFP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transfection 정도를 관

찰한 결과, 계대 배양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바이러스만을 감염시킨 세포와 

moesin을 knock-down시키는 shRNA-lentivirus를 감염시킨 세포에서 

RFP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그림 1).

그림 1. HDMEC에서 shRNA-lentivirus에 의한 감염 여부 확인. RFP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P6, P10, P20에 걸쳐 

lentivirus만을 감염시킨 대조군과 moesin을 knock-down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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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NA-lentivirus를 감염시킨 세포군에서 RFP 발현이 잘 관찰되었다.

2. 2. 2. 2. Moesin Moesin Moesin Moesin knock-down knock-down knock-down knock-down HDMECHDMECHDMECHDMEC에서 에서 에서 에서 moesinmoesinmoesinmoesin의 의 의 의 발현과  발현과  발현과  발현과  HDMECHDMECHDMECHDMEC노화의 노화의 노화의 노화의 상상상상

관성관성관성관성

    가가가가. . . . 역위상차 역위상차 역위상차 역위상차 현미경 현미경 현미경 현미경 소견소견소견소견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HDMEC과 말기 배양 세포인 P25이상의 

HDMEC,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HDMEC과 moesin을 knock-down시킨 

HDMEC을 역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

포와 moesin을 knock-down시키지 않은 바이러스를 처리한 세포는 계대배

양을 하여 세포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비교적 방추형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

는 것에 비해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에서는 P6의 초기 계대배양

에서부터 크기가 크고 납작하며 별모양의 변형이 관찰되는 등 노화 세포의 특

징이 조기에 나타났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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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hRNA-lentivirus의 HDMEC으로 형질 도입 후 계대배양한 세

포의 노화 정도 비교.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CTR)와 moes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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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down시키지 않은 바이러스를 처리한 세포 (CTR-V)는 계대배양을 

하여 세포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비교적 방추형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에 비해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 (Moesin-V)에서는 P6의 초기 

계대배양에서부터 크기가 크고 납작하며 별모양의 변형이 관찰되는 등 노화

세포의 대조군 (CTR-Aged)에서 관찰되는 노화 세포의 특징이 조기에 나타

났다 

    나나나나. . . . SA-SA-SA-SA-ββββ-GAL -GAL -GAL -GAL assayassayassayassay를 를 를 를 통한 통한 통한 통한 노화도 노화도 노화도 노화도 비교비교비교비교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HDMEC과 말기 배양 세포인 P25 이상의 

HDMEC,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HDMEC과 moesin을 knock-down시킨 

HDMEC을 SA-β-GAL 염색한 결과,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P20부터, moesin을 knock-down시키지 않은 바이러스를 처리한 세포는 

P12부터,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는 P6부터 푸른색으로 염색되는 

세포가 관찰되었다. 노화 세포의 대조군은 거의 모든 세포가 푸르게 염색되었

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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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β-GAL 염색 소견.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CTR)

는 P20부터, moesin을 knock-down시키지 않은 바이러스를 처리한 세포

(CTR-V)는 P12부터,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 (Moesin-V)는 

P6부터 푸른색으로 염색되는 세포가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P25이상의 노화

된 HDMEC (CTR-Aged)은 거의 모든 세포가 푸르게 염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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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Moesin Moesin Moesin Moesin knock-downknock-downknock-downknock-down에 에 에 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HDMECHDMECHDMECHDMEC의 의 의 의 성장지연성장지연성장지연성장지연

   Moesin knock-down에 따른 세포의 증식을 관찰하기 위하여 

lifespan 곡선을 얻었다. 1× 10
5
 개의 세포가 2 배로 증식되는 시간을 

doubling time으로 측정하였고 (표 1, 그림 4), cumulative population 

doubling number를 계산하였다 (표 2, 그림 5). 세포들은 모두 초기의 증식

기와 후기의 성장 지연기(growth retard phase)를 보였으며 바이러스가 감

염되지 않은 HDMEC보다 moesin을 knock-down 시킨 경우 doubling time

은 P6에서 17시간, P22에서 281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Moesin이 

knock-down 된 경우 4 세대 이상의 population doubling number의 차이

가 관찰되었다.

표 1. Doubling time of cells according to moesin knock-down and 

passages                                                        unit : hour

표 2.Cumulative population doubling numbers of cells according to 

moesin knock-down and passages

Doubling
time P6 P8 P10 P12 P14 P16 P18 P20 P22
CTR 42 43 50 74 79 89 116 130 151
CTR-v 54 62 65 91 100 105 130 151 231
Moesin-v 59 73 76 96 105 122 164 298 432
CTR-Aged 65 76 84 96 140 181 181 332 632

Day 0 4 8 14 20 28 36 46 58 70
CTR 0 2.29 4.53 6.45 7.74 8.96 10.04 10.87 11.61 12.25
CTR-v 0 1.77 3.30 4.79 5.85 6.81 7.72 8.46 9.10 9.51
Moesin-v 0 1.63 2.95 4.22 5.22 6.13 6.92 7.50 7.83 8.05
CTR-Aged0 1.49 2.75 3.89 4.89 5.57 6.10 6.64 6.92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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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의 passage에 따른 doubling 

time. P6부터 P22까지의 doubling time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은 

대조군(CTR)에 비하여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의 doubling 

time이 더 긴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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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DMEC의 lifespan 곡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은 세포 (CTR)와 P25부터 계대배양한 노화된 

HDMEC (CTR-Aged), 바이러스만을 감염시킨 HDMEC (CTR-V), 

moesin을 knock-down시키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HDMEC 

(Moesin-V)의 cumulative population doubling number를 표시하였다. 

Moesin을 knock-down시킨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population doubling 

number가 4 이상 적었다.

4. 4. 4. 4. Moesin Moesin Moesin Moesin knock-downknock-downknock-downknock-down에 에 에 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HDMEC HDMEC HDMEC HDMEC p16p16p16p16의 의 의 의 발현증가발현증가발현증가발현증가

   RT-PCR을 이용하여 세포의 moesin 발현을 관찰한 결과,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

되지 않은 세포에 비하여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에서는 

moesin이 낮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반면 세포 주

기 단백인 p16의 경우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되지 않은 세포에 비하여 노화된 세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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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에서는 p16이 증가되어 관찰되었다 (그

림 7).

그림 6. Moesin이 knock-down된 HDMEC에서 moesin RNA의 발현.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CTR)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되지 않은 세포 (CTR-V)에 비하여 P25이상의 

노화된 세포 (CTR-Aged) 및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 

(Moesin-V)에서는 moesin이 낮게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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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oesin이 knock-down된 HDMEC에서 p16 RNA의 발현. 바이

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CTR)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되지 않은 세포 (CTR-V)에 비하여 P25이상의 노화된 세포 

(CTR-Aged) 및 moesin을 knock-down시킨 세포 (Moesin-V)에서는 

p16이 높게 발현되었다. 

5. 5. 5. 5. Moesin Moesin Moesin Moesin 단백 단백 단백 단백 발현 발현 발현 발현 감소에 감소에 감소에 감소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p16 p16 p16 p16 단백 단백 단백 단백 발현 발현 발현 발현 증가증가증가증가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세포의 moesin과 p16의 단백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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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결과,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되지 않은 세포에 비하여 moesin을 knock-down

시킨 세포에서는 moesin이 낮게 발현되고 p16은 높게 발현되었다 (그림 

8). 

그림 8. Moesin이 knock-down된 HDMEC에서 moesin 및 p16 단백의 

발현.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CTR)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되지 않은 세포 (CTR-V)에 비하여 P10, P14, 

P18의 세포에서 moesin을 knock-down시킨 경우 moesin의 발현은 감

소한 반면, moesin knock-down HDMEC에서 p16의 발현은 증가하였다.

666...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대사 대사 대사 대사 활동 활동 활동 활동 감소감소감소감소

   96 well plate에 계대배양한 P20의 세포를 각 well당 1× 10
5
 개씩 

넣고 48시간 배양하여 MTT assay를 시행하여 세포의 대사 활동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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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되지 않은 세포에 비하여 P25이상의 노화된 세포 

및 moesin 이 knock-down시킨 세포에서 대사 활동이 감소되었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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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oesin knock-down 후 세포의 대사 활동 비교. MTT 

assay(48 hours)를 시행하여 세포의 대사 활동을 측정한 결과, 바이러스

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 (CTR) 및 바이러스만을 처리하여 moesin이 

knock-down되지 않은 세포 (CTR-V)에 비하여 P25이상의 노화된 세포 

(CTR-Aged) 및 moesin 이 knock-down된 세포 (Moesin-V)에서 대

사 활동이 감소되었다.

7. 7. 7. 7. 계대 계대 계대 계대 배양한 배양한 배양한 배양한 각질형성세포와 각질형성세포와 각질형성세포와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에서 섬유아세포에서 섬유아세포에서 섬유아세포에서 moesin moesin moesin moesin 및 및 및 및 p16p16p16p16의 의 의 의 단백 단백 단백 단백 발현 발현 발현 발현 

변화변화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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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내피세포 이외의 피부 노화와 관련된 세포인 각질형성세포 밀 섬유

아세포에서의 moesin 단백의 발현 유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초기와 말기 

배양의 각질형성세포 및 섬유아세포를 이용하여 western blotting을 시행

한 결과, 각질형성세포에서는 초기 배양 세포에 비하여 말기 배양세포에서 

moesin의 발현이 감소되어 감소되고 p16 단백이 증가되어 있는 것이 관

찰되었다. 섬유아세포에서는 P32의 말기 배양세포에서 약간의 moesin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림 10).

그림 10. 계대 배양한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에서 moesin 및 p16  

단백 발현. 각질형성세포 (KC)에서는 P3의 초기 배양 세포에 비하여 P8

의 말기 배양세포에서 moesin의 발현이 감소되고 p16 단백이 증가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섬유아세포 (FB)에서는 P5의 초기 배양 세포에 비

하여 P32의 말기 배양세포에서 약간의 moesin의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

다.

8. 8. 8. 8. 노화에 노화에 노화에 노화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피부조직에서 피부조직에서 피부조직에서 피부조직에서 moesin, moesin, moesin, moesin, p16 p16 p16 p16 및 및 및 및 CD31CD31CD31CD31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면역조직화학 면역조직화학 면역조직화학 면역조직화학 염염염염

색 색 색 색 소견소견소견소견

   신생아, 10세 정상 소아 및 86세 정상 노인의 비노출부 피부 조직을 

이용하여 moesin 및 p16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신생

아, 10세 소아의 피부 조직에서 분홍색 또는 갈색으로 moesin의 염색이 

잘 관찰되는 반면, 86세 노인의 피부조직에서는 moesin이 잘 관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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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p16에 대한 염색 결과에서는 반대로 신생아, 10세 소아의 피부 조

직에서는 p16 염색된 세포가 잘 관찰되지 않는 반면, 86세 노인의 피부 

조직에서는 p16 염색된 세포가 다수 관찰되었다 (그림 11). 10세 소아와 

86세 노인의 복부 피부 조직에서 혈관의 분포에 따른 moesin, p16의 염

색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moesin/CD31 및 p16/CD31의 이중 염색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0세 소아와 86세 노인의 피부 조직에서 CD31 양

성 세포 및 조직이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었으며, moesin양성/CD31양성 

및 p16양성/CD31양성인 세포가 보라색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12).

그림 11. 노화에 따른 피부조직에서 moesin과 p16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1세, 10세 정상 소아 및 86세 정상 노인의 비노출부 피부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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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moesin 및 p16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신생

아, 10세 소아의 피부 조직에서 분홍색 또는 갈색으로 moesin의 염색이 

잘 관찰되는 반면, 86세 노인의 피부조직에서는 moesin이 잘 관찰되지 않

았다. p16에 대한 염색 결과에서는 반대로 신생아, 10세 소아의 피부 조

직에서는 p16 염색된 세포가 잘 관찰되지 않는 반면, 86세 노인의 피부 

조직에서는 p16 염색된 세포가 다수 관찰되었다.

그림 12. 노화에 따른 피부조직에서 moesin과 p16과 CD31에 대한 이중 

면역조직화학 염색. 10세 소아와 86세 노인의 피부 조직에서 CD31 양성 

세포 및 조직이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었으며, moesin양성/CD31양성 및 

p16양성/CD31양성인 세포가 보라색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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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한 개체가 노화되면 각각의 세포의 노화에 따라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점차적

으로 소실된다. 따라서 각 세포의 제한된 증식 능력을 보이는 비가역적인 세

포 주기로의 전환을 일컫는 replicative senescence는 노화 연구의 핵심 사

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
45

. 

   Moesin은 ERM 단백의 하나로 세포막과 액틴 세포골격 사이에 위치하며 

ERM 단백이 공통적으로 갖는 ~30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FERM 

domain을 갖는다
32,33

. FERM domain과 F-actin은 척추동물간 75%의 상동

성을 가지고 있어 세포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주된 기능

으로 표피의 apical domain의 morphogenesis에 발생 초기부터 관여하나, 

그 외에도 세포막 단백들을 조절하는 생리적 기능도 한다
34,35,42

. ERM 단백 

중 ezrin은 장 또는 renal brush border의 microvilli에서 Na
+
/H

+
 

exchanger인 NHE3를 조절하고
46

 세포막 단백을 통한 수송(transport)에도 

영향을 주며
47

, Dmoesin의 경우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protein 

(TRP)과 상호 작용하여 초파리의 photoreceptor의 기능과도 연관이 있다
48

. 

또한, ERM 단백의 rho kinase를 통하여 Rho 단백이 활성화되어 간접적으로 

대식세포 (macrophage)나 수지상세포에서 phagosome이 조절되며
49

, 백혈

구에서 diapedesis에 필수적으로 이동시 필요한 Rho GTPase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38,50

. 지금까지 moesin과 세포 노화과 연관하여 

연구한 자료는 매우 드물지만 ERM 단백이 Fas를 통한 apoptosis를 유발하

며
43

, 암세포에서 moesin을 감소시켜 apoptosis시킨 연구 결과가 있어
44

, 

moesin이 세포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또한 

shRNA를 이용하여 moesin의 기능을 관찰한 실험으로 인체 정상 세포에서 

시행한 실험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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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 shRNA를 이용한 이유는 moesin을 siRNA로 

knock-down시킨 결과, knock-down이 passage가 넘어갈 때까지 유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shRNA-lentiviral vector를 이용한 결과, P22

까지의 late passage까지 knock-down이 유지됨을 RFP와 western blot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방법에서 혈관내피세포의 노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태학적인 변화와 

SA-β-GAL 염색 소견을 관찰하였는데, 노화된 세포에서는 형태학적으

로 크고 납작한 소견을 보이므로 이를 확인 하였으며, SA-β-GAL 염색

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노화의 표지자로 인체의 혈관내피세

포뿐만 아니라 각질형성세포, 섬유아세포, 평활근세포 등에서 유용성이 보

고된 바가 있으나
51,52

, in vivo에서는 그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

53
, 본 실험의 조직 염색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형태학적 변화 및 SA-

β-GAL 염색 시행 결과, moesin을 knock-down시킨 경우 조기에 노화

된 세포가 관찰되었는데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세포에 비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나, scrambled shRNA-lentiviral vector를 처리한 

세포에서도 약간의 노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바이러스 자체 또는 바이러스 

transfection시 사용하는 시약에 의한 독성 반응으로 생각된다.

   Doubling time 및 life span 곡선을 관찰한 결과 moesin을 

knock-down시킨 경우 조기에 doubling time이 늘어나고 조기에 성장 지

연기를 보였는데 이는 대조군과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moesin을 

knock-down시켜 RNA 수준에서 정말 moesin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

였으며 MTT assay를 통하여 대사율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는 세포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에서도 노화에 따른 moesin 및 p16의 발현

을 관찰하였는데, 혈관내피세포와 마찬가지로 노화에 따라 moesin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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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p16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서 피부 노화에 필수적인 세

포들에서 moesin이 노화의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화의 기전으로는 세포의 증식, 산화적 스트레스, DNA 손상, 암

유전자 활성화 등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telomere 단축에 의해 정상 세포

가 노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3

 특히 tumor suppressor 

cascade 중 p16
INK4a-Rb

 와 ARF-p53 경로가 관여하며
54,55

, 최근에는 미토

콘드리아 DNA 의 변이가 조직에 축적되어 노화를 일으킨다는 가설도 제기되

었다
14,56

. 주로 인체에서는 ARF 경로보다는 산화적 스트레스나 telomere의 

단축에 반응하여 p16가 활성화됨으로써 세포 노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어

13,57
 본 연구에서는 세포 주기와 관련된 단백 중 p16의 발현을 관찰하였는데, 

향후 moesin에 의한 노화가 DNA 직접 손상에 의한 p19
ARF

, p53 등의 경로

에 관련되는지의 여부와 p16과 연관된 telomere 단축을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p16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활성화될 때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 family인 p38-MAPK 단백을 통하여 활

성화된다는 보고도 있어
58

, moesin 연관 경로가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로인지를 감별하기 위하여 p38-MAPK 의 관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세포 노화 또는 세포고사와 세포주기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본 연구 

결과 moesin을 shRNA를 이용하여 knock-down시킨 결과 혈관내피세포에

서 p16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 세

포주기 중 G1 phase에서 cyclin D1, cyclin E1, pRB, p16, p21, p27 등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G1 arrest 가 일어난다
18

. 이 중 p16은 Rb를 

hypophosphorylated form으로 유지시킴으로써 CDK4/6를 억제하는데 

hypophosphorylated Rb는 E2F 활성을 억제하고 세포 주기의 arrest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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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9,60

. 세포 노화가 진행된 세포에서는 p16이 증가

되어 있고, p16을 과발현시킨 세포는 세포 노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 실험

에서 세포의 노화를 증명할 수 있었고, p16관련 경로이외 DNA 손상에 의한 

노화 기전에는 p16이 관련없이 p53과 p21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moesin 

knock-down에 의한 세포 노화는 p16이 관련된 노화 경로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1세, 10세, 86세 정상인의 피부 조직에서 moesin의 발현 이외

에 p16의 발현을 관찰하였는데, p16이 in vivo 인체 피부의 세포 노화의 바

이오마커로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어
61

 조직에서의 p16 면역조직화학 염색으

로 피부 노화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moesin이 

knock-down된 세포에서 p16 경로에 관여하는 단백들과 p53 경로에 관련

된 단백들의 변화도 관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제시된 세포 노화의 가설 중 미토콘드리아가 활성 산소종이 생성되는 

주요한 장소로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에 의하여 세포 노화가 진행된다

는 가설이 있다. 그 증거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를 knock-out시킨 세포에

서 세포주기의 arrest 및 세포 노화가 일어난 실험이 있었는데 향후 moesin

과 미토콘드리아와의 관계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내피세포에서 종전의 연구에서 발굴한 moesin 의 발현

을 억제시켰을 때 세포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관찰하였는데 moesin

의 기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으로 moesin을 과발현시키는 연구도 가능하나, 

세포 노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절되지 않는 세포의 증식이 있으면 암 발생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moesin의 발현을 증폭시키는 연구는 항노화의 효과도 

기대되지만 발암 기전과의 연관성도 기대되므로 우선 moesin의 발현을 억제

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moesin의 발현 억제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

시켰으므로 향후 암세포에서 moesin의 발현을 관찰하고 선택적으로 moesin

의 발현을 억제시켜 세포 노화를 유도시켜 항암 작용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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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moesin과 종양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가 있었는데,

신세포암에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암표지자의 후보 물질을 발굴한 

결과, moesin이 암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41,62,63

, 

teratocarinoma 세포에서 shRNA를 이용하여 moesin을 knock-down시킨 

경우 세포 고사가 유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44

. 따라서 향후 moesin을 과발

현시키는 경우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험도 시행하여 moesin이 암표지자 

또는 진단, 치료, 예후의 바이오마커로서의 이용성에 대하여 관찰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실험에서 노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백 중 

moesin을 knock-down시켜 세포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moesin이 knock-down되면 세포의 노화가 조기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세포주기 단백 중 p16의 증가를 유발시켜 세포주기의 arrest를 초래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moesin은 세포의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세포 노화의 표지자 및 노화 정도 판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moesin knock-out 동물 실

험을 통하여 노화의 촉진이 입증된다면 노화 실험의 회기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 항노화제 의 효능 검증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moesin을 

과발현시켜 항노화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oesin

을 감소시키는 인자들 및 기전을 알아낸다면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예후 판정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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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피부노화 기전에서 moesin의 발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첫

째, short hairpin-RNA lentivirus를 이용하여 HDMEC에서 moesin의 발현

을 억제한 모델의 계대배양을 통해 HDMEC의 세포 노화 및 세포의 대사 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둘째, 각질형성세포 및 섬유아세포에서 세포 

노화에 따른 moesin의 발현을 관찰하였으며 셋째, 나이에 따른 피부 조직을 

이용하여 인체피부에서 moesin 및 세포 주기와 관련된 단백인 p16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피부 노화에서 moesin의 기능적역할을 확인하고자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1. Moesin의 표현을 억제하는 shRNA-lentivirus를 처리한 HDMEC을 계대

배양한 결과, 대조군 세포에 비하여 노화와 관련된 형태학적 변화가 더 조기

에 나타났으며, SA-β-GAL 염색된 세포가 조기에 더 많이 관찰되었다.

2. Moesin의 표현을 억제하는 shRNA-lentivirus를 처리한 HDMEC의 

doubling time이 대조군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생장 곡선에서 대조군에 비해 

조기에 성장 지연기를 나타내었다.

3. Moesin의 표현을 억제하는 shRNA-lentivirus를 처리한 HDMEC에서  

moesin의 RNA 표현 억제를 확인하였으며, p16이 증가되어 관찰되었다.

4. Moesin의 표현을 억제하는 shRNA-lentivirus를 처리한 HDMEC에서 대

사 활동이 억제되었다.

5. 초기 배양 각질형성세포에 비해 말기 각질형성세포에서 moesin의 발현은 

감소하고 p16 발현은 증가하였다.

6. 초기 배양 섬유아세포에 비해 말기 배양 섬유아세포에서 moesin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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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부 조직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노화된 인체의 조직일수록 moesin의 

발현이 감소되고 p16이 발현이 증가되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혈관내피세포에서 moesin 표현의 감소는 세포의 노화를 초래

하며, 노화된 각질형성세포 및 섬유아세포, 피부조직에서  moesin이  감소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 결과는 피부 노화의 기전을 규명하고 

노화 관련 질환을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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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Functional Functional Functional Functional role role role role of of of of moesin moesin moesin moesin in in in in human human human human skin skin skin skin ageing ageing ageing ageing  

Jung Hoan Yo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ng Hoon Lee)

   Endothelial cell is an interphase between blood and tissue that 

acts as a media for active interactions between plasma and 

intracellular environment for homeostasis. Endothelial cells respond 

to insults by proliferation and actively participate in vascular 

permeability, circulation, coagulation, inflammation, wound healing, 

and growth. Senescence of endothelial cells seems to have a 

significance in the pathophysiology of age-related vascular disease. 

However, precise mechanism for senescence and genes have not 

been elucidated. 

   Until recent study revealed that aged HDMEC showed 

decreased moesin protein expression, the association between 

moein and senescence is not known. So, this study was willing to 

find out the evidence of functional role of moesin in cellular 

senescence. To study the effects of decreased expression of 

moesin on cellular senescence and metabolism, the RNA of moesin 

was interfered by short hairpin RNA lentivirus. And other skin cells 

such as keratinocytes and fibroblasts were subcultured and examined 

the patterns of moesin expression on different passages. As an in vivo 

study, the skin biopsies from young and aged human ski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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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ed with anti-moesin and anti-p16.

   The results showed that RNA interference of moesin gene induced 

earlier development of morphological changes of senescence in 

HDMEC, early appearance of SA-β-GAL stained cells, increment of 

p16, decreased metabolic activity and earlier cell growth delay. These 

findings probably suggested that there is functional associations 

between cellular moesin amount and cellular senescence. 

   The subcultured keratinocytes and fibroblasts showed decreased 

moesin expression in late passages. On human skin biopsies the skin 

from aged person showed decreased moesin expression and increased 

p16 exp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decreased moesin expression was 

associated functionally with cellular senescence. The further study 

about the delicate functional mechanism of moesin in cytoskeleton and 

cellular senescence will be needed. And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useful tools for evaluation of anti-age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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