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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Function of Lycopene in Vascular Endotheli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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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is known about the cardiovascular effects of Lycopene, an anti-cancer and anti-oxidative agent.
In this study, we executed a series of experiments with vascular endothelial cells to disclose the car-
diovascular functions of lycopene. From our in vitro experiments, lycopene was determined to act as
a stimulant to induce endothelial cell proliferation and migration. In addition, lycopene was shown
to inhibit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adhesion of THP-1 leukocytes to endothelial cells, as well
as activating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family members, ERK, JNK and p38 MAPK.
Both ERK and p38 MAPK were involved in lycopene-induced cell proliferation, while JNK was in-
volved in lycopene-dependent cell migration. Taken together, lycopene activates MAPK family mem-
bers which regulate cell proliferation and migration. Lycopene differentially blocks LPS-dependent ad-
hesion for THP-1 to endothelial cells, indicating that lycopene is likely to regulate a variety of vascular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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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ycopene은 phytochemical의 하나이며, β-carotene이나

lutein과 같은 카르티노이드계 색소 물질이다[24]. Lycopene

은 카르티노이드계 색소를 함유 하는 붉은색 계열의 과일 및

채소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Lycopene은 인간의 생존에 요구

되는 필수 영양소는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체내에서 생합성

대사에 의하여 생성되기보다는 음식을 통한 섭취를 통하여

체내에 축적된다. Lycopene의 체내 이동은 다양한 지방 단백

질(lipoprotein)을 통해 혈액을 따라 수송되어 간(liver), 부신

(adrenal glands) 그리고 고환(testes) 등에 축적이 된다[22].

Lycopene의 잘 알려진 기능성은 항산화 기능(antioxidant

activity)이다. Lycopene은 vitamin E 보다 효율적으로 re-

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β

-carotene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보유하고 있어서 노화

방지, 항암 효과 작용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다[20].

현재까지 알려진 lycopene의 항암 기능에 관한 세포수준의

효과는 PDGF-BB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BB)로 부터

유도되는 세포신호전달(cell signal transduction)과 세포이동

(cell migration)이 lycopene에 의해 억제되며, 이와 같은 세포

신호전달 및 세포이동의 억제는 세포사멸(apoptosis) 유발과

세포증식(proliferation)억제 등 항암 효과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27]. 항암 효과에 관한 lycopene의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

되어 왔다. 그러나 lycopene의 혈관 기능 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층적 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lycopene은 항산화

기능과 연계된 혈관 생리 기능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lycopene은 내피세포에서 H2O2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키고, LDL (low density lipoprotein)의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LDL의 산화억제기능은 동맥경화

발생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lycopene은 TNF-α에

의해 유도되는 ICAM-1의 발현 억제시켜 adhesion molecule

의 생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항염증 반응에도 효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7,26].

혈관 질환 중 대표적인 동맥경화의 초기 증상은 염증반응으

로부터 유도된다. 이러한 초기 증상은 최초 LDL이 결체조직

으로 들어와 산화 작용을 거치게 되면서 내피세포에서의 케모

카인(chemokine) 분비를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케모카인은

단핵구(monocyte) 및 혈구 세포를 불러와 내피세포와의 부착

을 통하여 결체조직 안으로 이동(trans-endothelial migration)

이 되어, 대식세포(macrophage) 및 포말세포(foam cell)로 분

화(differentiation)된 후, 콜레스테롤 등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3]. 따라서 동맥경화 발생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세

포 현상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lycopene이 동맥경화 발생

진행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포모델 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마토에서 분리 정제한 lycopene이 혈관에

서 작용하는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혈관 내피 세포의

성장, 세포사멸, 혈관 내 상처 치유 및 새로운 혈관 형성 과정

중의 하나인 혈관 내피 세포의 이동, 동맥경화 발생 초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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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종 세포간 부착현상(heterotypic THP-1 cell adhesion)과

lycopene에 의한 세포 내 신호전달의 변화를 관찰하여, lyco-

pene이 혈관에 기여하는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Lycopene은 Sigma-Aldrich (USA)사에서 제공하는 시약을

구입하여 DMSO에 녹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소 대동맥 내피세포(Bovine Aortic Endothelial Cell:

BAEC)은 세포 외 기질에 부착하여 자라는 부착세포(adhesion

cell)로, 소의 대동맥에서 추출한 후 계대 수 3에서 8 사이의

일차세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BAEC은 20%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Wel GENE Inc., Korea)과 0.5%

L-Glutamine, 0.5% 항생제(streptomycin/penicillin)가 포함된

DMEM (glucose 1g/liter Wel GENE Inc.)을 이용하여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THP-1 (human acute monocytic leukemia cells)은 부유세

포(suspension cell)로 T-25 flask에 배양하였으며, 10% 소태아

혈청과 0.5% 항생제(streptomycin/penicillin)가 포함된

RPMI1640 (Wel Gene Inc.)를 이용하여 37℃, 5% CO2 조건에

서 배양하였다.

세포성장 실험

세포성장은 WST (high sensitive 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내의 dehydrogenase와 반응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혈청기아 상태인 DMEM에

BAEC을 16시간 동안 배양한 후, 다양한 농도의 lycopene을

처리한 뒤, 시간 별로 microplate leader (BIO-RAD,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사멸 실험

전면 성장한 BAEC을 0.5% FBS가 첨가된 DMEM에 16 시간

동안 배양한 후 다양한 농도의 lycopene을 처리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etoposide (Sigma-Aldrich) 100 μM을 처리하였다.

총 처리 시간은 24 시간 이었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현미

경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였으며, 세포사멸 세포(탈착, 원형인

부유 상태에 있는 세포)를 계산하여 세포사멸 비율을 결정하

였다.

세포이동 실험

전면 성장한 BAEC에 2 mM thymidin (Sigma-Aldrich)를

24 시간 동안 처리하여 세포의 성장을 중지시킨 후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2회 세척하였다. 그 후 스크래

퍼(scraper)를 이용하여 창상선을 만든 후 다시 PBS로 2회 세

척한 뒤 각 농도 별로 lycopene을 처리하여 24시간까지 시간

별로 확인하였다. 세포이동 정도는 동일 배율로 관측되는 현

미경 시야 내의 일정한 크기의 구역(visual field)으로 이동한

세포 수를 세어 평가하였다.

세포부착 실험

BAEC을 전면 성장 시킨 후에 혈청 기아배지를 이용하여

16 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했다. 또한 THP-1세포를 배양한 후

10 μM의 Calcein AM (Sigma-Aldrich)을 37℃, 5% CO2 조건

에서 45 분간 염색시키고, PBS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하였다.

Calcein AM으로 염색시킨 THP-1을 BAEC이 부착된 기판 위

에 동량으로 첨가하여, 부착된 THP-1 세포를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부착된 세포와 전체 세포의 비율을 계산하여 정

량화 하였다.

Western Blot

전면 성장한 BAEC에 10 μM의 lycopene을 0, 5, 15, 30, 60

분 동안 처리한 후 분해 완충액(50 mM Tris, 150 mM NaCl,

0.1 mM PMSF, 1.0 mM Na Vanadate, 1% [v/v] Triton X-100,

10.0% Glycerol, pH 7.4)으로 분해 시킨 뒤 원심분리한 상층액

을 획득하여 BCA assay로 단백질 정량을 하고 동일한 양의 단

백질을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 의해 분리 시켰다. 분리 시킨 단백질은

PVDF (polyvinylidene fluoride) 막으로 이동시켜 고정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표적 단백질에 해당하는 1차 항체는

p~eNOS, p~ERK, p~p38, p~JNK (Cell signaling, Danvers,

MA, USA) 와 Actin (Santa Cruz, CA, USA)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로 원액을 1:1,000 비율로 희석하여 반응시켰다. 2차 항체

는 HRP conjugated goat anti rabbit 또는 mouse 항체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1:2,000 비율로 희석한 후

사용하였다. 2차 항체 반응 후 화학발광 검출법을 통해 X-ray

film에 발광 부위를 노출한 후 단백질 검출을 하였고, 이를

통해 세포 신호 전달 분자의 활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및 산화질소 생산 효소 억제

단백질 인산화 효소 및 산화질소 생산효소 억제제를 처리하

여 세포성장, 이종세포 간의 부착 및 세포이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청기아 상태인 DMEM에

BAEC을 16시간 동안 배양한 후, SB-203580 (10 μM, p38

MAPK 억제자, Enzo Life Sciences, USA), SP-600125 (10 μM,

JNK 억제자, Enzo Life Sciences), PD-98059 (20 μM, ERK 억제

자, Enzo Life Sciences) 그리고 L-NAME (2.5 μM, eNOS 억제

자, Sigma-Aldrich)의 인산화 억제제를 1 시간 동안 처리 한

후 lycopene 10 μM을 처리하여 세포성장 및 세포이동 실험을

전에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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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실험결과는 mean±S.E로 나타내었고 분석된 데이터는 실험

자료로부터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유의성이 있을 경

우 post-hoc test를 실시하여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혈관내피세포 성장 실험결과

본 연구자들은 lycopene이 혈관내피세포의 세포생물학적

기능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알기 위한 일련의 실험들을 수행

하였다. 먼저, 혈관 내피세포 성장에 lycopene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하여, 소 대동맥 내피세포에 lycopene을 전 처

리한 후 세포성장이 대조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

았다. Lycopene의 전 처리는 다양한 농도(0~10 μM)로 처리하

였으며, WST assay로 세포성장 정도를 평가하였다. Lycopene

의 처리시간 및 농도 별 세포성장 실험결과는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lycopen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성장이 증가함

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성장이 증가

하는 것은 lycopene이 혈관내피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킴을 의

미한다.

혈관내피세포 사멸 실험결과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lycopene이 혈관내피세포의 성장을

촉발하였으므로, 본 연구자들은 세포성장과 반대 기능인 내피

세포의 세포사멸에는 lycopene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조

사하였다. 내피세포는 세포 외 기질에 부착하여 성장하는 세

포로서 세포사멸이 일어나면, 세포는 원형의 탈착부유 세포로

변한다. 따라서 원형의 탈착부유 세포 수를 세어 전체 세포

수에 대한 원형부유세포 수의 비율로 세포사멸 정도를 결정하

였다. 세포사멸에 관한 양성 대조군을 얻기 위하여 etoposide

로 세포사멸을 유도하였고, 양성 대조군의 처리조건과 동일하

Fig. 1. Lycopene induces endothelial cell proliferation. BAECs

were starved for 16 hr and treated with none, 20% FBS

and various concentration of lycopene. Then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WST-1 reagent for various time.

Line graphs represent the percentages of cell pro-

liferation (mean±S.E, n=3).

게 혈청기아 상태에서 lycopene 처리를 함으로써, 세포사멸의

영향에 미치는 lycopene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세포사멸에 관

한 실험결과는 Fig. 2에서 보듯이, 다양한 농도의 lycopene을

처리한 어느 경우에서도 세포사멸의 정도가 음성 대조군의

결과와 의미 있게 차이 나는 실험군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lycopene이 내피세포의 사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혈관내피세포의 세포이동 실험

혈관내피세포의 생리활성 중 하나인 세포이동은 혈관신생

및 상처치유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혈관내피세포

의 세포이동에 관한 lycopene의 효과를 알기 위한 연구는 ly-

copene의 혈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내피세포에 thymidine을 처리하여 세포성장을 중지시킨

뒤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창상선을 만든 후 시면적에 이동한

세포 수를 세어 혈관내피세포 이동 정도를 평가하였다. Fig.

3에서 보듯이 혈관내피세포의 이동 정도는 lycopene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lycopene의 혈관기능은 혈관신생 유도 및 상처

치유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백혈구의 내피층 부착에 관한 실험결과

동맥경화발생은 초기에 혈관 내벽의 염증으로 인해 시작되

는 것으로, 혈관의 염증반응은동맥경화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염증반응의 초기 단계에는 혈액에 존재하는 백혈구가

Fig. 2. Lycopene has no effect on endothelial cell death.

Confluent BAECs were serum-staved for 16 hr and then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 with none, 100 μM

etoposide (eto), and various concentration of lycopene.

Representative pictures were shown in panel A. Then

detached round cells were counted under a microscope.

In panel B, bar graphs show mean±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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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ycopene induces endothelial cell migration. Confluent

BAECs were incubated with none, 20% FBS and various

concentration of lycopene after treated with 2 mM thy-

midin for 24 hr. Then the cells were scraped by scraper

and additionally were incubated for 24 hr. Then the mi-

grated cells were observed under a microscope.

Representative pictures were shown in panel A. Then

the migrated cells were counted in the same visual field.

In panel B, bar graphs show mean±S.E (n=3).

혈관 내피층에 부착된다[13,21]. 즉 백혈구의 혈관 내피층 부착

은 동맥경화 발생의 초기단계의 한 현상이다. 본 연구자들은

백혈구의 in vitro 내피세포 부착실험으로 동맥경화발생에 미

치는 lycopene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양성대조군 실험을 위하

여 lipopolysaccharide (LPS, 1 μg/ml, Sigma-Aldrich)를 사용

하였다. LPS는 그람양성균의 세포벽 외막을 구성하는 물질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9]. 또한 내피세포에 LPS를 처리하게

되면 케모카인의 분비가 유도되어, 분비된 케모카인의 활성으

로 백혈구의 내피층 부착이 일어나게 된다[14]. 실험결과, ly-

copene을 내피세포에 처리한 경우, LPS에 의해 유도되는 림프

구인 THP-1 세포의 내피세포 부착 정도가 lycopene의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이와 같은 결과는 lycopene이 혈관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포신호전달물질의 활성에 미치는 lycopene의 효과 실험

결과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는 다양한 세포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세포신호전달물질이다[14, 18]. MAPK

중에서 중요한 family member로는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 c-Jun-N-terminal kinase (JNK), p38

MAPK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활성화된 eNOS에 의해 만들어지는

Fig. 4. Lycopene inhibits LPS-induced adhesion of monocyte to

endothelial cell. BAECs were serum-starved for 16 hr and

then cells were treated for 24 hr with none, 1 μg/ml LPS

or various concentration of lycopene. Before adding

THP-1 to BAECs, THP-1 cells (5-6×10
6

cells/ml) were

stained with 10 μM Calcein AM. Then THP-1 cells were

aliquot into the BAEC culture dishes. After 1 hour addi-

tional incubation, adherent cells were observed under a

fluorescent microscope. Representative pictures were

shown in panel A. Then the adhesive cells were counted

in the same visual field. In panel B, bar graphs show

mean±S.E (n=3).

산화질소(nitric oxide)는 혈관확장, 세포성장에 관여하는 등

혈관내피세포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

혈관 조절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lycopene이 관여

하는 세포생리활성에 이와 같은 세포신호전달물질이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알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lycopene이

MAPK나 eNOS의 활성을 촉진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lycopene의 처리는 ERK, p38

MAPK 그리고 JNK의 활성을 촉진시켰으나, eNOS의 경우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APK들의 활성 패턴은 ERK, p38

MAPK의 경우, 5 분에 인산화가 극대화 되었고, 그 이후 1

시간 까지 활성이 계속 유지된 반면, JNK의 경우는 5~15 분에

활성이 최대치로 되었다가 30 분 이상이 되면 다시 음성 대조

군 수준으로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세포신호전달물질 역할 규명

에 관한 연구 결과

Lycopene에 의해 조절되는 신호전달물질들을 다시 한번 요

약해보면 lycopene은 ERK, p38 MAPK 그리고 JNK의 활성을

촉발하였지만, eNOS의 활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MAPK가 lycopene의 생리활성에 얼마나 특이적으로 관

여하는지 알기 위하여 각 신호전달물질의 억제제를 전 처리한

후 lycopene의 생리활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흥미롭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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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RK and p38 MAPKs induce endothelial cell proliferation, whereas JNK induces endothelial cell migration. BAECs were

serum starved for 16 hr and treated with 10 μM SB-203508, 10 μM SP-600125, 20 μM PD-98059 or 2.5 μM L-NAME for

1 hr. Then, cell proliferation (A), adhesion of THP-1 to BAECs (B), and migration (C) were analyzed as described in Methods

and Materials. Bar graphs show mean±S.E (n=3). *p<0.05

Fig. 5. Lycopene activates MAPKs but not eNOS. BAECs were

serum-starved for 16 hr and treated with none, various

concentration of lycopene for indicated periods. Proteins

of the lysed cells were resolved by SDS-PAGE, electro-

transferred to PVDF membranes and immunoblotted

with antibodies specific for phopho-ERK, phospho-JNK,

phospho-p38 and phospho-eNOS.

p38 MPAK의 억제제인 SB-203580와 ERK의 억제제인 PD-98059

의 전 처리는 lycopene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성장을 감소시켰

다(Fig. 6A). 이는, p38과 ERK MAPK가 lycopene에 의해 촉발

되는 세포성장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한편,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THP-1의 내피세포 부착에는 어느 억제제도 lyco-

pene의 이종세포간 세포 부착 증진 효과를 변화시키지 않았

다. 이는 MAPK와 eNOS가 lycopene 유발 이종세포간 부착에

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Fig. 6C에서 보는 바

와 같이 lycopene에 의해 유발되는 혈관내피세포 이동은

SP-600125 (JNK 억제제) 전 처리의 경우에 세포이동이 가장

많이 억제되었다. 이는 JNK가 lycopene 유발 내피세포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내피세포이동에 JNK가 연계

되어 있음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6]. 종합해보면, ly-

copene에 의해 활성화되는 MAPK들은 각각 다른 내피세포활

성에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즉, ERK와 p38 MAPK는 내피세포

성장에 관여하고, JNK는 내피세포이동에 각각 다르게 연계되

어 있으며, 이는 lycopene이 보다 다양한 혈관기능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고 찰

Lycopene의 함량이 많은 식물 중의 하나가 토마토이다. 토

마토(Lycopersicon esculentum)는 가지과에 속하며 원산지는 남

아메리카이다. 토마토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재배되는 귀화식물 중 하나이다. 토마토의 열

매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며 식물치료(phytotherapy)에도 이

용되고 있다[12]. 토마토의 식물치료의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야맹증 등으로 알려져 있다[8]. 또한 현재 알려진 토마

토의 생리적 효능은 항암 효과 등이다[19]. 이처럼 토마토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이용가치가 매우 크다.

토마토의 주요성분은 lycopene 이외에 carotene, anthocya-

nin와 같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와 비타민 A 등이 있다

[11]. 토마토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lycopene은 인체에서는 생

합성 되지 않으며 식물(plant), 광합성을 하는 세균

(photosynthetic bacteria), 진균류(fungi) 그리고 조류(algae)

등에서 합성된다[23]. 식물에서 합성되는 lycopene은 빛에 의

한 식물의 손상을 막으며, 광합성과 관련한 식물의 대사에도

역할을 한다[5].

인체의 경우, 음식을 통하여 섭취된 lycopene은 소장에서

교질입자(micelles)와 결합하여 용해되어, 수동수송(passive

transport) 메커니즘에 따라 장점막세포(intestinal mucosal

cell)로 투과되어 혈액 내에서 지방 단백질과의 결합을 통해

수송된다. Lycopene의 체내 분포는 주로 지방이 많이 함유되

어 있는 기관인 간, 정소 그리고 부신 등에 분포된다[4].

Lycopene의 잘 알려진 기능은 항산화 기능이다. Lycopene

의 항산화 기능은 인체 내의 ROS (reactive oxygen species)를

제거하거나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키며, 항암효과에도 역할을

한다[1, 25]. 기존 보고에 의하면 lycopene은 암 세포의 성장을

α- 또는 β-carotene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또한 vitamin D3와 같이 작용하여 암세포의 세포주기(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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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진행을 억제하며 IGF-1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성장을

감소시킨다[2,16]. 이와 다르게 대식세포(macrophage)에서는

HMG-CoA 환원효소(reductase) 경로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저하제(hypocholesterolemic agent)로서 작용된다[9]. 위에서

정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lycopene은 항산화 기능

뿐 아니라, 세포 내 다양한 세포활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아,

암뿐만 아니라 혈관 기능 조절자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lycopene의 혈관

내에서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세포실험들을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Lycopene은 혈관내피세포

의 성장 및 이동을 촉진시키며, LPS에 의해 유도되는 단핵구

의 내피세포 부착을 억제하였다. 또한 lycopene은 MAPK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eNOS의 활성에는 영향이 없었다. 한편,

신호전달물질 억제제를 처리한 실험에서 lycopene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ERK와 p38 MAPK는 세포성장에 관여하며 JNK

는 세포이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lycopene이 혈관생리활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lycopene의 혈관내피세포내의 기능

들은 lycopene이 인체의 심혈관계에서도 다양한 생리적 기능

을 보유할 개연성을 제시한다. 먼저, lycopene이 세포성장과

세포이동을 촉진하는 기능은 혈관신생과 상처 치유에 필수적

인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lycopene은 혈관신생 및 상처

치유 효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LPS에 의해 유도되

는 THP-1의 혈관내피세포 부착의 억제는 lycopene이 혈관 내

항염증 기능을 암시하는 것으로 lycopene이 초기 동맥경화

발생을 억제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초기

의 현상들을 단계별로 열거하면, 단핵구의 혈관내피세포 부

착, 단핵구의 내피층 내부로의 침투, 그리고 산화된 LDL의

작용으로 침투된 단핵구의 포말세포로 전환 등이다. 따라서

lycopene의 THP-1 세포의 혈관 내피세포부착 억제효과는 동

맥경화 발생을 억제하는 억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lycopene은 혈관내피세포에 작용

하여 세포성장, 세포이동, 백혈구의 내피세포 부착과 세포 내

신호전달을 유도하는 등 내피세포의 생리활성을 조절하는 물

질임이 규명되었고, 이러한 혈관생리조절 기능을 갖는 lyco-

pene은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제 및 혈관계의 기능 개선제로의

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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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Lycopene의 새로운 혈관내피세포 생리활성

조진구․김성현․서정화․안선영․정은실․박헌용*

(단국대학교 분자생물학과, BK21 RNA 전문인력양성팀, 나노센서바이오텍연구소)

항암 효과와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lycopene은 심혈관에서의 기능이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lycopene의 심혈관 기능을 알기 위해 혈관내피세포를 이용해 다양한 세포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lycopene은 내피세포의 성장 및 이동을 촉진하였으나 세포사멸에는 영향이 없었다. 또한, 백혈구의

혈관내피세포 부착을 억제하였고 내피세포 내 신호전달물질인 MAPK들의 활성을 촉발하였다. MAPK의 활성 억

제제를 이용한 신호전달기전 연구실험 결과, ERK와 p38 MAPK의 활성은 세포성장에 관여하고, JNK의 활성은

세포이동에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lycopene은 혈관내피세포의 신호전달 물질인 MAPK들를 통해 세포

성장 및 이동을 촉진시키며, LPS에 의한 THP-1의 내피세포 부착을 억제 하는 등 혈관내피세포의 다양한 생리활

성을 조절한다. Lycopene의 이러한 혈관내피세포 기능들은 lycopene이 혈관질환 치료제로 응용될 가능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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