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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어느덧 제가 감사의 글을 쓸 시간이 왔다는 것이 참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무
엇이든 시작하면 그 한번쯤은 되돌아볼 시간이 온다는 것은 불변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쯤 제가 돌아볼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습
니다.평소에 제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을 자주 말하지 못했기에 이렇
게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서 지도와 격려를 항상 아끼지 않으셨던 장양수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또한 논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이상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항상 제 가장 가까운 곳
에서 보살펴 주시고 좀더 나은 저를 만들어 주신 정지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주 뵐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 파이펫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지
금은 제주도에서 지내고 계신 현창구 박사님 항상 학부시절부터 제가 따르던 승
영이형,자주는 볼수 없지만 항상 미안한 진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
니다.
누나가 없는 저에게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은경,준혜누나 항상 웃음을 잃
지 않고 즐거운 모습으로 도움을 주신 경혜누나,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씩
보는 친구가 된 보희,바로 옆자리에서 항상 신경많이 써준 혜진씨,그리고 실습과
수업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항상 열심이신 재원씨,실험실에서 막내인 생각이
많은 강원이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끔 지칠 때 힘이 되어주었던,항상 웃는 얼굴로 지적인 이미지를 풍기시는 신
경균 선생님,겨울 시즌에 보드 탈 생각에 여념이 없는 신영이 누나,그리고 이제
는 학교에서 떠나 새로운 시도에 걱정도 많은 은정,공부가 가장 싫다면서 가장
오래 공부하게 된 현양,지금 여기는 없지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민희,처
음에는 강단에 서셔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시다 지금은 저희와 수업을 듣는 홍
창형 선생님 그리고 마음은 여리면서 강한척하는 후배 수현,항상 바쁘게 뛰는 모



습이 인상적인 현진,섬세함으로 여성스러움을 감추시는 차승헌 선생님,멀리 계신
사모님과 애들 생각에 사시는 김경철 선생님,항상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조
석현 선생님,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속이 싶은 정현이 얼마 이야기는 못했
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신 이기호 선생님 항상 투박하신 말투에 구수하신 배태기
선생님 그리고 모든 노화과학 대학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던 믿어주는 소나기 친구들,같이
밤을 새며 꿈을 이야기 했던 지호,항상 털털한 표정과 행동으로 기묘한일을 많이
하던 태균,조용하게 카리스마를 지키는 준태,7년동안 연애 끝에 결혼한 웃음소리
가 큰 경현,항상 앞서가던 희철,친구들 중에 가장 빨리 아버지가 된 은태,꿈을
이루겠다고 항상 노력하는 기창,말 많은 경상도 싸나이 천수,그리고 우리 모임에
홍일점이었던 세정군,선배라는 이름으로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은주에게
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나를 보고 걱정해주던 초등학교 친구들 성순,옥주,대희,
선아,민호,수연,은미,현자,혜인에게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지금까지 제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시지는 못하셨지만 마음속에서 항상 곁에 있어주시고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시고 가장 큰 길잡이가 되어 주신 항상 그리움인 아버지,항상 엄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모든 힘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항상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한없이 믿음만
을 보여주시는 어머니,말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동생들을 바라보는 듬직한 큰형,
정의 할 수 없는 수식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작은형,그리고 정의 할 수 없는
작은 형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는 형수님,하늘만큼 땅만큼 날 사랑한다는 내 조
카 권수 이제 한 돌이 되어가는 민수 이외에 많은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기 작은 지면 속에 그 마음들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가슴 켠에 쌓아두고 두고
두고 조금씩 갚아야할 고마움을 가진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항상 저
를 염려해주시고 항상 믿어주신 제가 아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2006년 1월 조봉준



i

차 례

국문요약……………………………………………………… vi

I.서론………………………………………………………… 1

II.재료 및 방법

1.실험 재료 …………………………………………… 8

2.대상 세포 및 세포 배양 ………………………… 8

3.MTT를 이용한 세포 증식 분석 ……………… 11

4.활성산소 측정 ……………………………………… 11

5.Immunoblot분석 ………………………………… 12

6.Woundhealingassay…………………………… 12

7.Boydenchamber를 이용한 세포 이동 측정 …… 13

III.결과

1.Lysophosphatidylcholine에 의한 혈관세포 증식에 대



ii

한 berberine의 영향 …………………………………… 14

1.1.혈관세포 증식에 대한 lysophosphatidylcholine의

영향 ……………………………………………‥ 14

1.2.평활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 16

1.3.내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 18

2.Lysophosphatidylcholine에 의한 혈관세포 이동에 대

한 berberine의 영향 …………………………………… 20

2.1.혈관세포 이동에 대한 lysophosphatidylcholine과

berberine의 영향 …………………………………… 20

2.2.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 24

2.3.내피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 26

3.평활근세포의 활성산소 생성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 ……………………………………………………… 28

4.Lysophosphatidylcholine에 의한 혈관세포의 신호전달

체계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 ……………………… 32

4.1.Lysophosphatidylcholine에 의한 평활근세포 이동

에 대한 MAPkinase의 역할 ……………………… 32



iii

4.2.평활근세포에서 lysophosphatidylcholine에 의한

ERK 활성화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 …………… 35

4.2.혈관세포에서 ERK 경로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

……………………………………………………… 37

IV.고찰 ………………………………………………………… 39

V.결론 ………………………………………………………… 46

참고 문헌 ……………………………………………………… 47

영문요약 ………………………………………………………… 55



iv

그림차례

그림 1.동맥경화의 발생 과정 ………………………………… 2

그림 2.Lysophosphatidylcholine의 구조 …………………… 4

그림 3.Berberine의 화학 구조 ………………………………… 7

그림 4.배양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와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

포 ………………………………………………………………… 10

그림 5.혈관세포에 증식에 대한 lysophosphatidylcholine의 영

향 ………………………………………………………………… 15

그림 6.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 ………………………………………… 17

그림 7.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내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 19

그림 8.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lysoPC와 berberine의 영향

…………………………………………………………………… 21

그림 9.내피세포 이동에 대한 lysoPC와 berberine의 영향

…………………………………………………………………… 23

그림 10.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v

berberine의 효과 ……………………………………………… 25

그림 11.LysoPC에 의해 억제되는 내피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 27

그림 12.혈관 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발되는 활성산

소 ……………………………………………………………… 29

그림 13.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활성산소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 ………………………………… 31

그림 14.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MAPkinase저해제들의 역할 ……………………………… 34

그림 15.혈관 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ERK

활성화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 …………………… 36

그림 16.두 종의 혈관세포에서 ERK 경로에 대한 berberine다

른 영향 ………………………………………………………… 38



vi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LLLyyysssoooppphhhooosssppphhhaaatttiiidddyyylllccchhhooollliiinnneee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혈혈혈관관관 세세세포포포 증증증식식식과과과

이이이동동동에에에 대대대한한한 bbbeeerrrbbbeeerrriiinnneee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산화 저밀도 지단백의 주요 성분인 lysophosphatidylcholine(lysoPC)은 동맥경

화 유발 및 진행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배양된 쥐 대동맥 평

활근세포와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를 사용하여 혈관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대한

lysoPC의 영향과 이에 대해 세포 증식 억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berberine

의 효과와 그 기전을 규명하였다.배양된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에서 lysoPC를 48

시간 처리한 결과 10 μM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세포 증식을 유도하였다.

Berberine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평활근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식 억제를 보

이고 berberine농도 2 μM에서 대조군 수준으로 증식이 억제되었다.반면 내피세

포의 증식은 10 μM의 berberine농도에서 대조군 수준으로 떨어졌다.세포 이동

실험 결과 lysoPC는 평활근세포의 이동을 2배가량 증가시켰으며,이에 대해

berberine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반면 내피세포에서 lysoPC에 의한 세포

이동 감소를 berberine이 회복시키는 결과를 보였다.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

해 증가된 활성산소종과 ERK 인산화를 berberine이 억제하였다.그러나 내피세포

에서는 berberine이 ERK 인산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보였다.따라서 berberine이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의 이동에 대해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세포 내 ERK 활

성화 경로의 upstream 단백질들의 활성화를 서로 다르게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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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berberine은 혈관세포의 기능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이를 동맥경화 및 혈관 재협착 등의 임상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되는 말 :Berberine,Lysophosphatidylcholine,평활근세포,내피세포,세포 증

식,세포 이동,활성산소종,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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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최근 몇십년 사이에 관상동맥질환 (coronaryarterydiseases)은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되었다.동맥경화증 (atherosclerosis)을 대표로 하는 관상동맥질환은

많은 환경적,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한 염증반응 (inflammation),지질

대사,활성산소,혈관세포의 이상 등을 수반한 병리적 원인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1,2동맥경화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혈관 내 손상을 시작으로

하여 혈관세포들의 사이토카인 물질들의 분비를 통한 대식세포들의 유도,내피세

포들을 통한 대식세포들의 침윤현상 및 혈관 조직 내 존재하는 산화된 지단백의

제거과정에서 형성된 거품세포의 형성이 죽상 병변을 형성을 하게하고 생성된 죽

상 병변은 혈관의 내경을 좁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3(그림 1)동맥경화의

유발과 진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혈관 내막에 대한 자극이 반복하여 가해지면

내막 층에 있는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내막이 갈라지거나 얇아져서 혈중

단핵구,임파구 등의 세포들이 내막의 틈으로 들어가 내막 아래에 자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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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동맥경화의 발생 과정.혈중 단핵구,임파구 등의 면역세포들이 내막의 틈

으로 들어가고 혈관 평활근세포,내피세포,대식세포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

종이 저밀도 지단백을 산화시킨다.내막 아래에 자리 잡은 대식세포는 거품세포로

변환이 되고 여러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여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유도하

고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결국 fibrousplaque의 형성이 축적되고 혈

관 내막의 파열을 가져와 thrombus형성과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원인이 된다.

[Madamanchietal.,Arterioscler.Thromb.Vasc.Biol.2005;2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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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포들이 일단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산화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거품세포로 변환이 되고 여러 사이토카인 물질들을 분비하게 된다.이런

병리적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 (proliferation)과 이동

(migration)에 변화가 일어나고,평활근세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

서 intercellularadhesion molecule (ICAM),vascularcelladhesion molecule

(VCAM)등의 발현증가와 cytokine물질들의 분비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됨으

로써 관상동맥 질환이 가속화 된다.4-6

혈중 저밀도 지단백 (low-densitylipoprotein,LDL)과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관

상동맥질환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특히 산화된 저밀도 지단

백(oxidizedLDL)의 경우 원래의 저밀도 지단백보다 죽종 생성을 가속화 시키고,

이러한 산화된 저밀도 지단백은 활성산소종 (reactiveoxygenspecies,ROS)등에

의한 산화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저밀도 지단백이 산화 과

정을 거치면 지단백 입자들 속에는 극성 인산기를 가지는 lysophosphatidylcholine

(lysoPC)이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그림 2).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밀도 지단백에 존재하는 40% 이상의 phosphatidylcholine이

산화과정을 통해 lysoPC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1이러한 산화 저밀

도 지단백의 주요 성분인 lysoPC가 동맥경화 유발 및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12죽상동맥경화증은 중막에 함유된 혈관 평

활근세포가 내막으로 이동하여 내막의 비후를 통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혈관 평활근세포의 비이상적 증식은 동맥경화로의 진행을 알려주는 주요 기전

이며,혈관조영술 후에 발생하는 혈관 손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재협착 과정에

서도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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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Lysophosphatidylcholine의 구조.(A)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산화

과정중에 축적되는 lysophosphatidylcholine.(B)Lysophosphatidylcholine의 화학

적 구조.[Parthasarathyetal.,Eur.HeartJ.1990;11: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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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와 혈관재협착에 깊게 관련된 산화된 저밀도 지단백을 평활근세포에

처리한 경우 세포 내 DNA 합성이 증가되고14lysoPC가 배양된 평활근세포의 증

식과 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15보아 산화 저밀도 지단백 내의 lysoPC가 혈관 평

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LysoPC는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 내벽에서 평활근세포의 증식,이동에 중요한 조절 세포로서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 및 사멸은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병리적 원인이 되며 lysoPC는 혈관 내피 세

포에 단핵구,백혈구와 접합할 수 있는 ICAM,VCAM의 발현을 증가시켜 관상 동

맥 질환을 가속화 시킨다.16,17

동맥경화 유발의 초기 원인 중 중요한 요인은 혈관 세포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

다.세포에 대한 산화는 활성산소종을 유발시켜 혈관 내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특히 저밀도 지단백을 산화시켜 백혈구나 대식세포와의 결합에 영향을 주

며 내피 세포의 기능을 저해한다.18산화 저밀도 지단백의 구성 성분인 lysoPC는

세포에서 직접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19 생성된 활성산소는

평활근세포의 protein kinase들의 활성화,내피세포에서의 싸이토카인 분비 및

nitricoxide(NO)생성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며20,21세포 내 2차 신호전달 물질

로도 작용한다.22,23 특히 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은

extracellularsignal-regulatedkinase(ERK)를 포함한 mitogen-activatedprotein

(MAP)kinase들을 활성화시켜 세포 증식에 요구되는 proto-oncogene인 c-fos,

c-myc등의 발현을 증가 시킨다24,25

본 연구에서는 lysoPC가 동맥경화 유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산화 저밀도

지단백의 중요한 성분 인자임을 발견하고 이것이 혈관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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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조사하고,혈관세포에 대해 최근 항암 효과 등의 세포 증식 억제 효능

이 알려진 berberine의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Berberine은 Berberidaceae,

Ranunculaceae,Huanglian등의 식물체에서 추출해낸 분자량 336.1의 알킬로이드

화합물 (그림 3)로 항생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래 전부터 중

국에서 세균성 적리와 감염에 유효하게 사용되어 왔다.26이와 더불어 berberine이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 최근 몇 십년동안 항암 효과 및 그 기전이 연구 되

어왔다.27특히 세포 증식 억제 효과 외에 berberine의 고지혈증,심근비대,허혈성

심근경색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28,29최근에 statin과는 다른 기전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해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30

동맥경화 및 혈관 재협착에 중요한 타깃인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저해하는 많은 약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그러나 대부분의 약물들

이 평활근세포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내피세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에만 선택적으로 작

용하는 약물은 새로운 치료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본 연

구에서는 lysoPC가 두 가지 혈관세포,즉 혈관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그리고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함으로서 그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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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Berberine의 화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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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실험재료

항체 anti-phospho-ERK1/2, ERK1/2와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antibody들은 SantaCruz(SantaCruz,Ca,USA)제품을 사용하였고,

anti-β-actin 항체는 Sigma (St. Louis, MO,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Westernblot용 enhancedchemiluminescence(ECL)solution시약은 Amersham

Biosciences (Uppsala,Sweden)제품을 사용하였다.PD98059 (ERK 저해제),

SB203580(p38MAPkinase저해제)는 AG Scientific(SanDiego,CA,USA)에서

SP600125(JNK 저해제)는 Calbiochem (SanDiego,CA,USA)로부터 획득하였다.

Lysophosphatidylcholine, Berberine, pyrollidine dithiocarbamate (PTDC)와

N-nitro-l-argininemethylester(L-NAME)와 기타 생화학적 분석 시약류는 모

두 Sigma(St.Louis,MO,USA)제품을 사용하였다.

2.대상 세포 및 세포 배양

본 연구에서는 세포는 쥐의 대동맥 혈관 평활근세포 (rataortic smooth

musclecells,RAoSMCs)와 사람의 제대 정맥 내피세포 (humanumbilicalvein

endothelialcells,HUVECs)를 사용하였다.대동맥 혈관 평활근세포의 분리는 아래

와 같이 실시하였다.수컷 Sprague-Dawleyrat(300-400g)의 흉부 대동맥을 적

출한 후 혈관 주위의 looseconnectivetissue를 제거한 다음,1mg/mltyp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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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ase와 0.25mg/mlelastase로 5분간 처리하여 혈관 내피세포 adventitia를

박리하였다.얻어진 중막을 잘게 자른 후 다시 typeIIcollagenase와 elastase를

37℃에서 1시간 처리한 후 원심 분리하여 대동맥 혈관 평활근세포를 얻었다.대동

맥 혈관 평활근세포의 동정은 특징적인 hills and valleys 패턴과 α-smooth

muscleactin염색으로 확인하였다.이렇게 만들어진 대동맥 평활근세포는 10%의

우 태아 혈청 (fetalbovineserum,FBS)(GIBCO,Carlsbad,CA,USA)이 함유된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 (DMEM)(GIBCO,Carlsbad,CA,USA)으

로 배양하였으며,본 실험에 사용된 혈관 평활근세포는 5-13계대 사이의 세포를

이용하였다.제대정맥 내피세포 (HUVECs)는 Cambrex(Walkersville,MD,USA)

로부터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 배지는 2% 우 태아 혈청 (FBS), 0.4%

hydrocortisone,4% hFGF-B,0.1% VEGF,0.1% R3-IGF,0.1% Ascorbicacid,

0.1% hEGF,0.1% GA-1000과 0.1% heparin이 함유된 endothelialcellgrowth

medium (EGM-2,Cambrex)을 사용해 배양하였다.본 실험에 사용한 제대정맥 내

피세포는 2-9계대 사이의 세포를 사용하였다.모든 세포는 5% CO2가 함유된 3

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각각의 배양된 세포들의 모양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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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그림 4.배양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 (A)와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 (B).위상차

현미경으로 400배 배율에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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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TT를 이용한 세포 증식 분석

세포의 성장과 사멸을 측정하기위해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Sigma,St.Louis,MO,USA)를 5mg/ml의 농도로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에 녹여 사용하였다.각각의 세포를 48-well

plate(NalgeNunc,Rochester,NY,USA)에 well당 2x103개로 분주 한 후 60%

confluence가 되도록 5% CO2가 함유된 37℃에서 48시간동안 배양한 후,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교체 (starvation)하고 24시간 이상 배양하여 세포를 일정

주기로 만들어주었다.여기에 lysoPC,berberine을 농도별로 각각 혹은 함께 처리

하고 48시간 후에 MTT를 처리하여 배양기에서 4시간동안 방치하였다.이후 상

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된 formazancrystal을 dimethylsulfoxide(DMSO)로 녹여

내어 96-wellplate에 옮겨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Berberine은 lysoPC처리 1시간 전에 전처리 하였다.

4.활성산소 측정

세포내 활성산소종(reactiveoxygenspecies,ROS)의 측정은 세포내에 흡수되

어 산화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Sigma,St.Louis,MO,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wellplate

에 well당 5x105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배양하여 80%의 confluence상태로 증식

된 후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교체하여 24시간 이상 배양하고 세포주기를

일정하게 하였다.이후 10 μM DCFH-DA를 처리한 후 lysoPC를 처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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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berine및 활성산소 억제제 (ROSscavenger)들의 처리는 lysoPC처리 30분 전

에 전처리하였다.PBS로 2회 세척 후 trypsin 처리 후 세포를 떼어 480nm

excitation,535 nm emission,515 nm filter cut-off조건에서 luminescence

spectrometerLS50B(PerkinElmer,Boston,MA,USA)로 그 값을 측정하였다.

5.Immunoblot분석

얻어진 세포 샘플을 PBS로 2회 세척 후 1mM PMSF,20mM Tris(pH 7.5),

150mM NaCl,1mM Na2EDTA,1% Triton,2.5mM sodium pyrophosphate,1

mM β-glcerophosphate,1mM Na3VO4,1mg/mlleupetin이 함유된 lysisbuffer

(Cellsignaling,Beverly,MA,USA)를 50-100 μl첨가하여 고루 섞어준 후 4℃에

서 30분간 방치하고 원심분리를 통해 상층액을 분리하였다.분리된 상층액은 소

혈청 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BSA)을 사용한 표준곡선을 기준으로

Bradford단백질 농도 측정 kit(Bio-Rad,Hercules,CA,USA)을 사용하여 단백

질 정량을 실시하였다.동량의 단백질을 10% SDS-PAGEgel을 이용하여 전기영

동한 후 메탄올로 전 처리된 PVDFmembrane(Millipore,Bedford,MA,USA)에

Transblotsemi-drysystem을 사용하여 transfer하고 5% non-fatdrymilk를 이

용하여 blocking하였다.각각의 항체를 4℃에서 16시간 반응시킨 후 HRP가 접합

된 2차 항체로 반응시켜 ECL 시약과 X-rayfilm을 사용하여 각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6.Woundhealing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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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세포의 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oundhealing assay방법을 이용하였

다.6-wellplate(NalgeNunc,Rochester,NY,USA)에 100% confluence가 되도

록 세포를 배양한 후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교체하여 48시간동안 배양하

여 세포주기를 일정하게 만든 후,yellow tip을 사용하여 2x3격자 모양으로 상

처를 만들어 PBS로 세척하고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와 함께 lysoPC,

berberine혹은 MAPkinase저해제들을 단독 혹은 혼합 처리하여 18시간 이상

5% CO2가 함유된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세포의 이동 거리는 구역별로 3개

의 다른 구역을 선택하여 수치화 하였다.

7.Boydenchamber를 이용한 세포 이동 측정

혈관세포의 이동 정도를 정량화 하기 위해 Transwell(8-μm poresize,Coster,

Cambridge,MA,USA)을 사용하여 변형된 Boydenchamber분석법을 실시하였

다.배양된 혈관세포를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교체하여 24시간 이상 배양

하여 세포의 주기를 일정하게 만든 후,trypsin을 처리하여 세포를 떼어 5x104

cells/100 μl가 되도록 위쪽 chamber에 분주하고 아래쪽 chamber에 lysoPC 혹은

berberine을 단독 또는 혼합 처리하여 14시간 배양하였다.메탄올을 이용하여 15

분간 세포를 고정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한 세포만을 관찰하기 위해 Transwell위

쪽에 붙어 있는 세포는 면봉으로 제거하고 crystalviolet으로 이동한 세포들을 염

색한 후 400배 현미경에서 관찰하였다.이동한 세포의 수를 각 well당 3구역 이

상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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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 과과과

111...LLLyyysssoooppphhhooosssppphhhaaatttiiidddyyylllccchhhooollliiinnneee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혈혈혈관관관세세세포포포 증증증식식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bbbeeerrrbbbeeerrriiinnneee의의의 영영영향향향

1.1.혈관세포 증식에 대한 lysophosphatidylcholine의 영향

OxidizedLDL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lysophosphatidylcholine(lysoPC)는 심

혈관세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owes등의 연구에서도

혈관 평활근세포에 lysoPC를 직접 처리하여 세포 증식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결

과가 보고되었다.31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lysoPC에 의한 혈관세포의 증식과 이

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를 실험하기 전에 혈관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각각의

세포에 영향을 주는 적절한 lysoPC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세포주,즉

쥐의 대동맥 혈관 평활근세포와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에 lysoPC를 처리하여 세

포 증식을 관찰하였다.두 가지 세포를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사용하여 세

포주기를 균일하게 만든 후 lysoPC를 농도별로 (0-50 μM)처리하고 48시간 동

안 배양하여 MTT assay를 통해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하였다.두 세포 모두에서

lysoPC 농도 10 μM 이하에서는 세포 증식이 미미한 정도였고,10 μM에서

20-30%의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5).LysoPC의 농도가

20 μM 이상에서는 두 가지 세포에서 모두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Watanabe등이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32이후

의 모든 실험에서는 lysoPC의 처리 농도를 10μM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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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혈관세포에 증식에 대한 lysophosphatidylcholine의 영향.쥐의 대동맥 혈

관 평활근세포 (A)와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 (B)를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

에서 세포 주기를 일정하게 한 후 lysoPC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48시간 후에

MTT assay로 세포 증식 정도를 측정하였다.위의 결과는 각 실험을 5회 반복하

여 얻었다.*대조군 대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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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활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를

실험하였다.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berberine을

농도별로 (0-50 μM)처리하고,1시간 후에 10 μM의 lysoPC를 처리하였다.48

시간 후에 MTT assay방법을 통해 세포증식의 변화를 관찰하였다.LysoPC에 의

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의 증식에 대해 berberine이 농도 의존적으로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Berberine 2 μM 이상에서 의미있는 평활

근세포 증식에 대한 억제 효과 (P < 0.05)를 보였고,5 μM의 농도에서는 lysoPC

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수준으로 세포 증식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Berberine20 μM 이상의 농도에서는 매우 강한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일반적으로 시험관 수준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에 대한 berberine의 처리 농도

는 50 μM로 알려져 있는데,33본 실험의 평활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적

정 농도는 5μM 전후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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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berberine을 처리하고 1시간 후 10 μM의 lysoPC를 처리하였다.48시간 후에

MTT assay를 수행하였다.위의 결과는 각 실험을 5회 반복하여 얻었다.*대조

군 (lysoPC만 처리한 실험군)대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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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내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을 내피세포에서도 실험하였다.그림 5B에

서와 같이 10 μM lysoPC가 내피세포 증식을 유도하였는데,이에 berberine이 내

피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평활근세포 증식 억제 효과와 비교

하고자 하였다.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에 berberine

을 농도별로 (0-50 μM)처리하고,1시간 후에 10 μM의 lysoPC를 처리하였다.

48시간 후에 MTT assay방법을 통해 세포증식의 변화를 관찰하였다.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내피세포의 증식에 대해 berberine은 5 μM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10 μM의 농도에서 어느 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수준으로 세포 증

식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Berberine10 μM 이상의 농도에서도

평활근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에 비해 그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두

가지 세포의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는 1-10 μM 사이의 농도를 조절

하면 선택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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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내피세포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혈청

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된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berberine을 처리하고 1시간 후 10 μM의 lysoPC를 처리하였다.48시간 후에

MTT assay를 수행하였다.위의 결과는 각 실험을 5회 반복하여 얻었다.*대조

군 (lysoPC만 처리한 실험군)대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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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LLLyyysssoooppphhhooosssppphhhaaatttiiidddyyylllccchhhooollliiinnneee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혈혈혈관관관세세세포포포 이이이동동동에에에 대대대한한한

bbbeeerrrbbbeeerrriiinnneee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ysoPC는 두 가지 혈관세포 (평활근세포,내피세포)에 대해 10μM의 농도에서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berberine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는데,10 μM 전후의 농도를 기준으로 평혈근세포와 내피세포에

대해 각각 다른 증식억제 효과를 보였다.세포 증식과 더불어 동맥경화와 혈관 재

협착의 기전에서 중요한 세포의 이동 (cellmigration)에 대해 lysoPC와 berberine

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1.혈관세포 이동에 대한 lysophosphatidylcholine과 berberine의 영향

혈관 평활근세포에 대해 산화 저밀도 지단백 (oxidizedlow densitylipoprotein,

oxLDL)은 세포 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7그럼 본 연구에서 사용

한 oxLDL의 주요 성분인자인 lysoPC도 같은 효과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혈청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지에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lysoPC,berberine을 각

각 10 μM의 농도로 단독으로 혹은 함께 처리하여 Transwell(8 μm pore)을 사용

하여 Boydenchamberassay를 통해 세포 이동을 관찰하였다.LysoPC가 세포 증

식을 유도하는 농도인 10 μM에서 대조군에 비해 평활근세포의 이동이 2배 정도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그림 8).Berberine(10 μM)단독 처리군에서는 세포 이동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LysoPC,berberine을 함께 처리한

실험군에서 lysoPC처리군에 비해 세포 이동이 현저히 억제됨을 관찰하여 lysoPC

에 의한 세포 이동을 berberine이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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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lysoPC와 berberine의 영향.혈청이 포함되지 않

은 배지에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를 배양하고 Transwell을 사용해 lysoPC,

berberine을 단독 혹은 함께 처리하여 14시간 후 Boydenchamberassay로 세포

이동을 측정하였다.이동한 세포의 수는 crystalviolet으로 염색하고 각 well마다

3구역 이상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위의 실험 결과는 4회 반복하여 얻

었다.*대조군 대비 P<0.01.**LysoPC실험군 대비 P<0.01.

Control Berberine (10 μM)

LysoPC (10 μM) LysoPC (10 μM) +
Berberine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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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berine (10μ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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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실험을 혈관 내피세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혈청이 포

함되어 있지 않은 배지에서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에 lysoPC,berberine을 위와

같은 농도로 단독으로 혹은 함께 처리하여 Boydenchamberassay를 시행하였다.

흥미롭게도 lysoPC(10μM)는 평활근세포에 대한 영향과 반대로 내피세포에서 세

포 이동을 55%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9).또한 berberine(10

μM)단독 처리군에서 내피세포 이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lysoPC와

berberine을 함께 처리 하였을 때 세포 이동이 10%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berberine이 두 가지의 혈관세포의 증식에 대해 농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며,이는 lysoPC에 의해 유도된 혈관세포의 이동을 선택적

으로 조절 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판단된다.따라서 lysoPC가 두 가지 혈

관세포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erberine이 농도별로 어떤 효과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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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내피세포 이동에 대한 lysoPC와 berberine의 영향.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를 배양하고 Transwell을 사용해 lysoPC,

berberine을 단독 혹은 함께 처리하여 14시간 후 Boydenchamberassay로 세포

이동을 측정하였다.이동한 세포의 수는 crystalviolet으로 염색하고 각 well마다

3구역 이상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위의 실험 결과는 4회 반복하여 얻

었다.*대조군 대비 P<0.01.**LysoPC실험군 대비 P<0.05.

Control Berberine (10 μM)

LysoPC (10 μM) LysoPC (10 μM) +
Berberine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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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oPC (10μ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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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앞선 실험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된 평활근세포의 이동이 berberine의 10 μM

의 농도에서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다.본 실험에서는 berberine을 농도별로 처

리함으로써 평활근세포 이동 억제 효과에 대한 적정 농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lysoPC농도를 10 μM로 고정하고 berberine의 처리 농도

를 0-20 μM로 하여 Boydenchamberassay를 통해 세포 이동 억제 효과를 관찰

하였다.실험결과 비교적 저농도인 berberine1 μM에서도 세포 이동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5 μM berberine처리군에서 lysoPC만을 처리한 실

험군 대비 50% 이상의 저해 효과를 보였다 (그림 10).Berberine10 μM에서는 대

조군 수준 이하로 세포 이동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활근세포 이동에 대

한 berberine의 농도별 억제 효과는 앞의 세포 증식 억제 효과 (그림 6)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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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혈

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를 배양하고 Transwell을 사

용해 lysoPC와 함께 berberine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14시간 후 Boydenchamber

assay로 세포 이동을 측정하였다.이동한 세포의 수는 crystalviolet으로 염색하고

각 well마다 3구역 이상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위의 실험 결과는 4회

반복하여 얻었다.*LysoPC실험군 대비 P<0.05.

Control                LysoPC (10 μM)      LysoPC (10 μM) +
Berberine (1 μM)

LysoPC (10 μM) +    LysoPC (10 μM) +     LysoPC (10 μM) +
Berberine (5 μM)      Berberine (10 μM)     Berberine (20 μM)

C
el

l n
um

be
r

LysoPC (10μM)     - +         +         +        +         + 
Berberine (μM)     0         0         1         5        10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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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내피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

앞의 결과 (그림 8,9)에 의하면 평활근세포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lysoPC는 내

피세포의 이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또한 berberine도 두 가지

세포의 이동에 대해 달리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berberine이 두 가지 세

포에 대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물질이 약물로서의 응

용 연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판단된다.본 실험에서는

내피세포에 대한 lysoPC의 이동 억제에 berberine이 농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에 lysoPC 농도를 10 μM로 고정하고

berberine의 처리 농도를 0-20 μM로 하여 Boydenchamberassay를 통해 세포

이동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였다.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lysoPC(10 μM)는 현저히

세포 이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이에 대해 berberine은 5-10 μ

M 농도에서 세포 이동을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ysoPC만을 처리한 실험

군에 비해 berberine10 μM 처리군에서 내피세포 이동 정도가 3배 이상 증가되었

다.따라서 berberine은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의 이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작동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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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LysoPC에 의해 억제되는 내피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효과.혈청

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를 배양하고 Transwell을 사

용해 lysoPC와 함께 berberine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14시간 후 Boydenchamber

assay로 세포 이동을 측정하였다.이동한 세포의 수는 crystalviolet으로 염색하고

각 well마다 3구역 이상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위의 실험 결과는 4회

반복하여 얻었다.*LysoPC실험군 대비 P<0.01.

Control                LysoPC (10 μM)      LysoPC (10 μM) +
Berberine (1 μM)

LysoPC (10 μM) +    LysoPC (10 μM) +     LysoPC (10 μM) +
Berberine (5 μM)      Berberine (10 μM)     Berberine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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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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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oPC (10μM)     - +         +         +        +         + 
Berberine (μM)     0         0         1         5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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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평평평활활활근근근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산산산소소소 생생생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bbbeeerrrbbbeeerrriiinnneee의의의 억억억제제제효효효과과과

세포내 활성산소의 증대는 여러 과정을 거쳐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34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유도하는 인자로 알

려져 있는 oxLDL도 배양 세포에서 활성산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앞의 실험에서 LDL의 주요 성분인자인 lysoPC가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

동을 유도하고 berberine이 이를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평활근세포에서 lysoPC가 활성산소를 유도하는지,그리고 berberine이 이를 억제

하는 활성을 가졌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평활근세포 내의 활성산소의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진 DCFH-DA 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DCFH-DA는

탈 아세틸화를 통하여 세포막을 통과한 후 세포내 에스테르 분해효소에 의하여

DCFH로 분해되며 DCFH가 세포내 활성산소에 의하여 산화되면

2',7'-Dichlorofluorescein(DCF)으로 전환되어 높은 형광을 띄게 된다.먼저 혈청

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10 μM LysoPC를 처

리하여 시간별로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하였다.LysoPC처리 후 매우 빠

른 속도로 세포 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LysoPC 처

리 후 7-10분 후에 가장 높은 활성산소의 양이 검출되었고,대조군에 비해 1.5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LysoPC에 의한 평활근세포의 활성산소 유도에 대해 berberine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위의 실험에서 lysoPC처리 시간이 7분일 때 가장 높은 활

성산소의 수치를 보여 berberine과 다른 활성산소 억제제 처리와 함께 lysoPC의

처리 시간은 7분으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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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혈관 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발되는 활성산소.24-wellplate에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를 분주하고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세포주기를 균일

하게 한 후 lysoPC를 처리하였다.각각의 시간이 지난 후 DCFH-DA에서 DCF로

변하는 fluorescence를 luminescence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위의 실험결과는

3회 실험하여 평균값을 얻었다.*대조군 대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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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된 쥐 대동맥 평활

근세포에 berberine(10 μM),pyrollidinedithiocarbamate(PTDC)(1mM)혹은

N-nitro-l-argininemethylester(L-NAME)(100 μM)을 각각 30분간 처리한 후

LysoPC (10 μM)를 7분간 처리하여 세포내 활성산소를 측정하였다.실험 결과

berberine은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LysoPC 처리 실험군 대비 50% 이상의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이미 잘 알려진 활성산소 억제제인 PTDC와 L-NAME과 유사한 활성

산소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그런데 berberine의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이

들 대표적인 활성산소 억제제의 처리 농도는 실험에서와 같이 100 μM 이상의 고

농도였고 berberine의 처리 농도는 비교적 낮은 10 μM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berberine은 혈관 평활근세포에서 강력한 활성산소 생성 억제 효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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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활성산소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berberine(10 μM),PTDC (1mM),L-NAME (100 μM)을 각각 처리하고 30분

후에 10 μM lysoPC를 처리하였다.7분 후에 DCF fluorescence를 luminescence

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위의 실험결과는 3회 실험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LysoPC처리 실험군 대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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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LLLyyysssoooppphhhooosssppphhhaaatttiiidddyyylllccchhhooollliiinnneee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혈혈혈관관관세세세포포포의의의 신신신호호호전전전달달달체체체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bbbeeerrrbbbeeerrriiinnneee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ysoPC는 혈관세포에서 다양한 세포 신호전달 단백질들의 활성을 유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6특히 평활근세포에서 MAPkinase들의 활성 유도로 세포 증

식과 이동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7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해 유도되는 MAPkinase신호전달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을 살펴보고,평활근 세포와는 달리 내피세포에서 berberine이 다

른 세포 이동 유도 효과를 보인 것이 신호전달 체계를 다르게 조절하는 것에 의

한 결과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4.1.Lysophosphatidylcholine에 의한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MAP kinase의

역할

앞의 실험 결과에서 berberine이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의 이동을

현저히 저해함을 확인하였다.LysoPC는 평활근세포에서 ERK,p38MAP kinase,

JNK 등의 MAP kinase들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lysoPC에 의한 평활근세포의

이동이 어떠한 세포 신호전달 과정에 의한 것인지 알기위해 MAPkinase억제제

들을 사용하여 lysoPC의 세포 이동 억제효과가 어떠한 신호전달 체계를 거치는지,

또한 berberine은 어떠한 경로를 억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먼저 사용된

MAP kinase저해제는 ERK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10μM PD98059,JNK와

p38 MAP kinase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각 10 μM SP600125와 10 μM

SB203580을 사용하였다.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lysoPC를 단독으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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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berine이나 MAPkinase저해제들과 혼합 처리하여 woundhealingassay로 세

포 이동 정도를 측정하였다.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해 대

표적인 세가지 MAPkinase들 중에서 ERK 저해제인 PD98059가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그림 14).나머지 두가지 MAPkinase저해제들은 lysoPC에 의해 유도

되는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특히 10 μM berberine도

앞서 얻은 Boydenchamberassay에서 얻은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따라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포 내 신호전달은 ERK 활성화 경로라는 것을 확인하였고,berberine은 이 경로

를 억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이에 따라 다음 실험은 berberine이 lysoPC

에 의해 유도되는 ERK 활성화를 억제하는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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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MAPkinase저해제

들의 역할.(A)6-wellplate에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를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

지에서 배양한 후 tip으로 격자 모양으로 상처를 만들고 lysoPC,berberine혹은

MAPkinase저해제들을 단독 혹은 혼합 처리하여 18시간 이상 배양한 후 관찰

하였다.(B)세포의 이동 거리는 구역별로 3개의 다른 구역을 선택하여 평균을 구

하여 수치화 하였다.위의 실험 결과는 3회의 독립적인 실험으로부터 얻었다.*

LysoPC처리 실험군 대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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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활근세포에서 lysophosphatidylcholine에 의한 ERK 활성화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

앞의 실험에서 lysoPC에 의한 혈관 평활근세포의 이동은 ERK 경로가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럼 과연 berberine의 평활근세포의 이동 억

제 효과가 ERK 활성화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Immunoblot분석을 수행하였다.먼저 lysoPC가 평활근세포의 ERK를 활성화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한 쥐 대동맥 평활근

세포에 10 μM의 lysoPC를 처리하고 시간별로 phospho-ERK1/2항체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LysoPC처리 후 매우 빠르게 ERK1/2의 인산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

였고 10분 이내에 급격하게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5A).이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에 1시간

동안 여러 농도의 berberine을 처리한 후 10 μM의 lysoPC를 처리하고 10분 후에

Immunoblot방법으로 분석하였다.저농도 (0.1 μM)에서도 berberine은 lysoPC에

의해 활성화 되는 ERK1/2의 인산화를 억제하였고,1 μM 농도 이후 대조군 수준

으로 ERK1/2인산화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5B).Berberine의 처리 농

도에 따른 ERK 활성화 억제 효과는 앞서 얻은 평활근세포 증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lysoPC에 의해 유도되

는 평활근세포의 증식,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는 ERK 경로를 특이적

으로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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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혈관 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ERK 활성화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A)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쥐 대동맥 평활근세

포를 배양하고 lysoPC(10 μM)를 처리한 후 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세포를 얻어

ERK1/2,phospho-ERK1/2항체를 사용하여 Immunoblot분석을 하였다.(B) 혈

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를 배양하고 berberine을 농도

별로 1시간 전처리하고 10 μM lysoPC를 처리한 후 10분 후에 Immunoblot분석

을 하였다.

phospho-ERK1/2

ERK1/2

0        1      3      5       10  (min)A

Berberine (μM)
LysoPC (10 μM)

phospho-ERK1/2

ERK1/2

0 0   0.1   1    .5   10   50  100
– +    +    +    +    +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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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혈관세포에서 ERK 경로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

앞서 실험한 결과들을 통해 berberine은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의 이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활근세포에 대한 증식,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는 ERK 활성화 경로를 저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그러면 berberine이 평활근세포와는 달리 내피세포에서는 증식을 유도하

는 효과를 보였는데,과연 ERK 활성화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 세포에서

서로 다른 것인지 조사하였다.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쥐 대동맥 평활근

세포와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를 각각 배양하여 10 μM의 berberine을 1시간 전

처리하고 10 μM lysoPC를 10분간 처리하여 Immunoblot분석을 통해 ERK의 활

성화 정도를 비교하였다.평활근세포에서는 그림 15의 결과에서와 동일하게

lysoPC에 의해 증가된 ERK 인산화를 berberine이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6A).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내피세포의 경우에는 berberine의 단독

처리군 혹은 lysoPC와 함께 처리한 실험군 모두에서 ERK 인산화가 30% 이상 증

가하였다 (그림 16B).이처럼 각기 다른 혈관세포에서 berberine이 ERK 경로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독특하며,앞서 실험 결과에서 평활근세

포의 이동은 억제하고 내피세포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berberine의 작용 메카니즘

은 ERK 활성화 경로를 서로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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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두종의 혈관세포에서 ERK 경로에 대한 berberine다른 영향.혈청이 포

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쥐 대동맥 평활근세포 (A)와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 (B)

를 배양하고 10 μM berberine을 1시간 전처리하고 10 μM lysoPC를 처리한 후 10

분 후에 Immunoblot분석을 하였다.위의 밴드 그림은 대표적인 결과 사진이고,

정량은 scanningdensit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위의 실험결과는 3회 독립

적인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었다.*LysoPC처리 실험군 대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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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 찰찰찰

천연물질인 berberine은 복통이나 이질성 설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6,38최근 새롭게 보고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HMG-CoA reductase저해

제인 statin약물과는 다른 경로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해하는 등 심혈관 질환에

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30,39하지만 이러한 기능적인 면에서 유용성이 밝혀진

것과 달리 세포에서 신호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기전에 대해서

는 알려진 바가 미미하다.본 연구에서는 동맥경화 (atherosclerosis),재협착

(restenosis)발생 ,혈관 신생 (angiogenesis)등의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대해 세포 배양 수준에서 berberine이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그 작동 기전을 신호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혈관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대한 자극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화 저

밀도 지단백 (oxidizedlow densitylipoprotein,oxLDL)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혈

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lysophosphatidylcholine(lysoPC)을 사용하였다.LysoPC는 동맥경화의 주원인인

산화 저밀도 지단백의 주요 성분이고 이것이 혈관세포의 병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신호전달 과정이 일부 밝혀지고 있어36,40혈관세포 배양을 통한 세포 증식과 이

동에 관련된 메카니즘 규명에 좋은 재료로 판단된다.먼저 쥐의 대동맥 평활근세

포 배양을 통해 lysoPC에 의한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한 결과 lysoPC 10 μM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세포 증식을 유도하였고 (그림 4),이러한 결과는 이미 보고

된 Yamakawa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32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의

증식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2 μM의 농도에서부터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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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며,5 μM 이상에서 lysoPC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

군 수준으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5).따라서 평활근세

포에서 lysoPC에 의한 과도한 세포 증식을 berberine이 10 μM 이하의 농도에서도

대조군 수준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암세포주인 HeLa

세포에서 50 μM 이상의 berberine을 처리해야 증식이 억제된다고 보고한 Jantova

등의 연구 결과와33대비되는 결과이다.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더불어 세포 이동은 죽종 생성과 혈관 협착 그리고 혈관

경화의 유발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평활근세포에서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농도 (10μM)의 lysoPC는 대조군 대비 약 2배의

세포 이동 증가 효과를 보였다.이에 대해 berberine은 1μM의 농도에서부터 세포

이동을 현저히 억제하였고,5-10 μM의 농도에서 대조군 수준으로 세포 이동이 감

소됨을 보였다.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이동에 대한

berberine의 억제 효과는 세포 증식에 대한 농도별 효과와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

으며,1-5 μM 이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세포 이동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맥경화,혈관 재협착 등에 기여하는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의 중요한 세

포 내 요인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은 산화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활성산소종

(ROS)의 생성이다.41활성산소종은 혈관 세포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

는데,특히 저밀도 지단백을 산화시켜 백혈구나 대식세포에 영향을 주며 평활근세

포의 증식 및 이동 유도,내피세포의 기능 저해 등을 초래한다.34,42지금까지 알려

진 평활근세포의 신호전달 과정에서 lysoPC는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을 유도하고

증가된 활성산소는 MAPkinase등의 신호전달 체계에 영향을 주어 신호전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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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평활근세포의 이상 증식과 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3본 연구에서도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유도하는 lysoPC (10 μ

M)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세포 내 활성산소를 증가 시키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11).이에 대해 berberine은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을 강력히 억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대표적인 항산화제인44PTDC,L-NAME과 비교하였을 때,berberine

은 이들보다 저 농도에서 lysoPC에 의한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을 비슷한 수준으

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혈관 내피세포는 평활근세포와 더불어 혈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포로서,평활

근세포의 과다 증식이 관상 동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내피세포는 세포

의 기능저하 및 사멸이 질환의 유발과 진행에 깊숙이 관여한다.45따라서 혈관 재

협착과 관련하여 평활근세포의 과다 증식을 억제하면서 내피세포엔 영향을 주지

않는 세포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은 혈관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평활근세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 제대정맥 내피세포 배양을

통해 berberine의 내피세포 증식과 이동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평활근세포에

대한 농도별 영향과는 달리 berberine은 10 μM 이상의 농도에서 lysoPC에 의한

내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다.즉 berberine1-5 μM의 농도에서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피세포 이동에 대한 lysoPC와 berberine의 영향이 평활근세포와 반대

의 현상을 보인 것은 매우 특이하다.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염증 반

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lysoPC를 단독 처리한 경우 내피세포의 이동성이

확연하게 감소되었다.그러나 lysoPC와 함께 berberine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내피

세포 이동이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10),Berberine농도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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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내피세포의 이동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berberine은 평활근

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의 이동은 억제하나 내피세포에는 그 반대

의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결과적으로 세포 증식에 대한 면에서

berberine의 농도 의존성으로 볼 때 평활근세포에 비해 내피세포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고,세포 이동의 면에서는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는 것에 비추어 동맥

경화 또는 혈관 재협착 등의 진행에서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는 평활

근세포의 이상 증식과 이동성의 증가,내피세포의 증식 저하를 조절하는데

berberine은 매우 의미 있는 약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첫 번째 흥미있는 현상은 내피세포의 경우 lysoPC 10 μ

M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의 증식이 증가 하였지만 오히려 세포 이동은

감소하였다.이러한 결과는 lysoPC가 내피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체계

는 활성화시키나 세포 이동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체계는 억제시키고 있음을 유추

해볼 수 있겠다.실제 Zeng등의 연구에서 내피세포의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epidermalgrowthfactor,EGF)에 의한 세포 증식과 이동에서 혈관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eceptor)의 각기 다른 tyrosinekinase의 활성 부위에 따라 증식 또

는 이동이 조절된다고 보고되었다.46이는 세포의 증식과 이동이 각기 다른 신호전

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따라서 lysoPC에 의한 내피세포

의 조절에서 증식과 이동을 유도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 부위가 각각

다르게 존재할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혈관세포에 대한 berberine이 미치는 영향에서 두 번째 흥미 있는 현상은 평활

근세포와 내피세포의 이동에 대해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는 측면이다.즉 lysoPC

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의 이동에 대해 berberine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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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였으나 내피세포에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따라서 세포 이동에 영향을

주는 세포 신호전달 체계의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우선 평활근세포 이동

을 유도하는 lysoPC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지 MAPkinase저해제

들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현재까지 세포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MAPkinase신호전달 체계는 대표적으로 ERK,JNK,p38경로이다.47이런 신호

전달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들로 알려진 PD98059(ERK 저해제),SP600125(JNK

저해제),SB202190(p38저해제)을 사용하여 평활근세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실

험 결과 PD98059처리군에서 lysoPC에 의한 세포의 이동이 억제되었고 다른 두

가지 저해제 처리군에서는 평활근세포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13).결

과적으로 lysoPC에 의한 평활근세포의 이동은 ERK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

하였으며,berberine도 유사하게 평활근세포 이동 억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런 억제 효과가 과연 ERK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험하였다.

Immunoblot분석을 통해 lysoPC는 평활근세포에서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ERK

의 인산화를 초래하였다.이에 대해 berberine은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ERK 인

산화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하였으며,Berberine1 μM 이상의 농도에서 대조군

수준으로 ERK 인산화 수준이 감소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lysoPC에 의한

평활근세포의 이동은 ERK 활성화 경로를 통해 진행되며,berberine은 이런 ERK

경로를 특이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세포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즉,

평활근세포에 대한 berberine의 영향은 ERK 활성화 경로 조절로 이루어짐을 확증

하였다.한편 평활근세포 이동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berberine이 내피세포에는 세

포 이동을 유도하였는데,과연 berberine이 두 가지 세포의 ERK 활성에 다른 영

향을 주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실험 결과 흥미롭게도 평활근세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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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berberine은 내피세포에서 ERK 활성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다.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berberine은 대상 세포에 따라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에 각

각 다르게 조절할 수 있음을 보였다.두 가지 혈관세포 (평활근세포,내피세포)에

서 ERK 활성화 경로를 다르게 조절한다는 것은 이 경로의 활성화/불활성화를 관

장하는 upstream의 단백질들에 berberine이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활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진 resveratrol의 경우 평활근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여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48세포의 이동을 저해

하는 물질로 알려진 biliverdin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작으로 저해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 모두 영향을 주는 물질로 taxol

을 변형한 형태인 paclitaxel,50녹차 잎 등의 식물체에서 분리해 낸 polyphenol류

들이51알려져 있다.Paclitaxel은 세포의 microtubule의 형성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평활근세포에 영향을 준다.그러나 paclitaxel은 평활근의 이동성과 증식 억제 기

작에 비하여 내피세포의 이동도 감소시킨다.49 생체 내에서 순환되는 인자인

resistin은 평활근세포의 증식을 억제함과 동시에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도 동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이처럼 최근 동맥경화,혈관 재협착 등과 관련해 평활근

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인자의 기전 연구,새로운 약물의 개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평활근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 동

시에 내피세포에도 apoptosis등의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록 세포 배양 수준이지만 각기 다른 혈관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대

해 농도별로 다른 효과를 보이고,세포 내 특정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다

른 영향을 주는 berberine은 기존의 약물들과는 작용이 다른 것에 의미를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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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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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산화 저밀도 지단백의 주요 성분인 lysophosphatidylcholine

(lysoPC)의 혈관세포 증식과 이동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천연물 유래 화합물인

berberine의 효과를 조사하였으며,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의 변화를 규명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유도하였다.

1.LysoPC는 혈관 평활근세포 및 내피세포에 대해 10 μM의 농도에서 세포 증식

을 유도하였으며,berberine은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의

증식에 대해 각각 2 μM,10μM의 농도에서 정상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보였다.

2.Berberine은 평활근세포에서 LysoP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이동을 농도 의존

적으로 억제하였으며,반대로 내피세포의 이동을 유도하였다.

3.LysoPC에 의한 평활근세포의 증식과 이동은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유발로 인한

ERK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berberine이 평활근세포에서 활성산소종 생성을 억

제함으로써 ERK 활성화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Berberine이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의 이동에 대해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세포 내 ERK의 활성화를 서로 다르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berberine은 혈관 평활근세포와 내피세포의 증식에 대해 농도별로 차

이를 보였으며,세포 이동에 대해 각기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세포 내 신호전

달 체계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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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xidizedLDL(oxLDL)havebeenreportedtopromotesmoothmuscle

cells(SMCs)proliferationandvascularinflammation,resultingatherosclerosis

pathogenesis. Lysophosphatidylcholine (lysoPC), a major phospholipid

component of oxLDL, stimulates vascular smooth muscle cell (VSMC)

proliferation and migration,which hasbeen proposed to initiatetheintimal

thickening in coronary atherosclerotic lesions.Berberine is an alkaloid in

Berberisaquifolium andmanyotherplants.Recently,ithasbeenshownto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such as

anti-hyperglycemic and cholesterol-lowering activity. In this stud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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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itseffectsonvascularcellproliferationandmigrationmodulated

bylysoPC.BerberineinhibitedlysoPC-inducedcellproliferationandmigrat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manner in VSMCs.VSMC proliferation was

reducedtoapproximatelythecontrollevelby2 μM berberine.Italsoinhibited

the activation of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ERK1/2) and

reducedthelysoPC-inducedincreasesinintracellularreactiveoxygenspecies

(ROS).Athigherconcentration (10 μM)ofberberine endothelialcell(EC)

proliferation wasreduced,whereasatlow concentration (1-2 μM)berberine

inhibited VSMC proliferation. Interestingly, at the same concentrations

berberinestimulatedcellmigrationinECs.Furthermore,berberineupregulated

ERK1/2 phosphorylation in ECs.Theseresultsindicatethatthedifferential

effects of berberine on lysoPC-stimulated vascular cell proliferation and

migrationareattributabletoregulationoftheERKspathway.Consequently,

thesedatashow thatberberineexertconcentration and celltype-dependent

effectsonvascularcellproliferationandmigration.

Key words :Berberine,Lysophosphatidylcholine,Smooth muscle cells,

Endothelialcells,Cellproliferation,Cellmigration,Reactive oxygen species,

Extracellularsignal-regulated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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