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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veratrol (RSV), a natural polyphenolic compound, is a modulator for cell division and cell migra-
tion, and has diverse beneficial properties. Angiogenin (ANG)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mechanisms for cell proliferation, angiogenesis, the formation
of tubular structures, and migr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RSV has a migratory ef-
fect in HeLa cells.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0~50 μM of RSV for 24 hr, the expression of ANG
and VEGF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measured by real-time PCR.
Similarly, we performed time dependent experiments for 50 μM RSV treated cells and identified the
optimized time at 24 hr. The increased expression in RSV treated cells was confirmed by Western blot
analysis. To examine the toxic effects of RSV at the determined conditions, MTT assays were
performed. The viabilities were unchanged for 0~50 μM RSV treated cells, while they decreased at
100 μM RSV. To examine the effect of migration in RSV treated cells, we performed a wound-healing
assay. The migratory rates were significantly enhanced in the RSV treated group. In this study, we
found that RSV induces an increase in the expression of migration factors ANG, VEGF, and enhances
cell migration for the determin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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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연 폴리페놀계 화합물인 resveratrol (RSV, 3, 4, 5’–tri-

hydroxy–trans - stillbene, C14H12O3)은 포도, 땅콩, 산딸기류 

열매 등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식물은 스트레스,

손상, 햇볕 과잉 노출, 감염 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RSV를 

생산한다[2, 20]. 많은 연구들을 통해 RSV는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등의 효과뿐 아니라, sirtuins의 활성 자극, AMP-acti-

vated Kinase (AMPK) 신호경로,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과 

기능, p53의 발현 등 다양한 작용기전과의 연관성이 보고 되

었다[5, 12, 19].

RSV는 세포에서 pro-angiogenic effect와 anti-angiogenic

effect으로 서로 상반된 성격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한 pro-angiogenic effect와 anti-angiogenic

effect를 유발하는 RSV 농도범위의 차이는 미미하다[3, 11, 21,

22]. 이것은 약물의 농도뿐 아니라, 세포주의 특성 및 세포가 

처한 환경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암시한다.

Angiogenin (ANG)은 12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일

가닥 단백질로, ribonuclease (RNase)라 불리는 유전자 fam-

ily에 속해있다[14,　16,　17,　23]. ANG는 단백질 생산을 조절

하기 위해 ribonucleolytic activity, ribosomal RNA (rRNA)

전사를 향상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세포이동(cell migration),

신생혈관형성(angiogenesis), 증식(proliferation), tubular

structures의 형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현상에 관계한다

[6,　8,　10,　17]. ANG는 암세포의 발생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

다고 알려져 있지만[14], 한편으로는 신생혈관형성이 잘 형성

되지 않아 생기는 허혈성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혈관 

및 척수 손상 등에 ANG,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가 치료적 효능을 갖는다[1, 9, 17]. 또한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는 운동신경세포만 사멸하는 신경계 퇴

행성질환으로, ANG mutation이 ALS질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7, 13]. 뿐만 아니라, ANG는 

신경세포에서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저산소증(hypoxia)으

로부터 보호효과를 나타낸다[4].

본 연구에서는 천연 폴리페놀계 화합물인 RSV에 의한 

ANG와 VEGF의 발현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의 이동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주와 세포배양조건

HeLa 세포는 자궁경부 상피 암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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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ligonucleotides used for real - time - PCR

Gene Forward primer (5’→3’) Reverse primer (5’→3’) Acc. No.

ANG
VEGF
β-action

ATGGTGATGGGCCTGGGCGT

AGAAAATCCCTGTGGGCCTT

ATCCGCAAAGACCTGTACGC

CAGTCAATTTTCCGTCGTCCGTA

GTCACATCTGCAAGTACGTTCG

TCTTCATTGTGCTGGGTGCC

NM_001145

NM_001025368

NM_001101

Acc. No. indicates gene access number.

포주의 배지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1% antibiotics

(100 mg/l streptomycin, 100 U/ml penicillin)을 포함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HyClone

Laboratories, Inc., USA)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 조건

에서 배양하였다.

Materials

본 실험에서 사용된 resveratrol (Sigma Aldrich, R5010-100

mg)은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인 뒤 50 mM로 희석

하여 사용 전까지 -20°C에 보관하였다.

Real-time PCR

HeLa 세포를 6-well에 1×105 cell/well이 되도록 seeding하

고 안정된 다음 날 배지를 제거 한 후 phosphate-buffered sal-

ine (PBS)로 세척하고 FBS 없는 배지로 overnight 배양하였

다. 후에 RSV를 농도와 시간 별로 처리하였다. 전체 RNA는 

RNAiso (TAKARA, Japan)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추출한 

RNA의 5 μg으로 cDNA synthesis kit (TAKARA, Japan)와 

oligo-dT primer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는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Inc., USA)와 함께 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PCR에 사용된 primer는 human의 ANG,

VEGF, β-actin을 사용하였다(Table 1). Real-time PCR cycling

은 95°C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40 cycles을 95°C에서 15

초, 58°C에서 1분간 반응하였다.

Cell viability assay

RSV에 대한 세포의 독성평가, 생존능력 또는 증식능력을 

보기 위한 실험으로, HeLa 세포를 96-well plate에 seeding하

여 하룻동안 배양하였다. 세포의 안정화 후에 PBS로 세척하

고 FBS가 없는 배지에 overnight 배양하였다. 다음날 FBS가 

없는 배지에 RSV를 농도 별로 희석하여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5 mg/ml MTT solution

(Sigma, USA)을 10:1 비율로 희석하여 2시간 동안 배양 후 

DMSO로 녹여 ELISA microplate read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struments co., Ltd.) 560 nm 흡광도에서 세포생

존능력 또는 세포증식능력을 평가하였다. 약물에 대한 효과

는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 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

었고, 평균값과 표준오차는 Microsoft Excel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1×10
6

cell/well에 protease 와 dephosphatase inhibitors가 

포함된 50 μl RIPA buffer (Santa Cruz Biotechnology, USA)

를 처리해 4°C에 30분 동안 반응 시킨 후, 16,000× g 4°C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에 있는 전체 단백질을 분리하

였다. 50 μg의 sample을 만들어 sodium dodecyl sulphate

(SDS) -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을 한 뒤, ni-

trocellulose membrane (Millipore, Germany)으로 transfer시

켰다. 단백질이 전이된 membrane을 blocking buffer [5%

skim milk, 0.1% Tween-20 (pH 7.4)가 포함 된 TBS용액]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하였다. 1차 항체[1:500(Santa Cruz

Biotechnology, USA)]는 blocking buffer 조건에 sodium

azide 0.02%를 넣어 상온에서 2시간 또는 4°C 에 overnight

하였다. 2차 항체는 TTBS에 1:20,000(Molecular probes®,

USA)으로 희석해 1시간 3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반

응 후 암실에서 ECL solution kit (Amersham Life Science,

UK)를 사용하여 X-ray film에 노출시켜 확인하였다. 단백질

의 정량적 분석은 Image J 프로그램으로써 이루어졌다.

Wound-healing assay

세포 배양용 6 well plate에 HeLa 세포를 2×105 cell/well

로 배양한 후 PBS로 세척하여 FBS 없는 배지로 overnight 배

양하였다. 200 μl Yellow tip을 이용하여 단일 세포층을 긁은 

후 PBS로 1번 세척해 주었다. 그 후 RSV를 처리하여 CO2 in-

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이동성은 0, 24, 48시간마다 현

미경(canon i-SOLUTION IMTcam3)을 통해 사진 촬영하였고 

Image J software를 이용해 긁혀진 면적을 측정하였다. 이때,

0시간은 세포를 긁은 직후를 말한다. 면적 측정은 촬영 된 사

진의 긁혀진 면적을 구한 뒤 0시간의 면적에서 24시간의 면적 

값을 빼 24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였고, 같은 방법으

로 48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값을 대조 

군의 24시간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 하였다.

통계적 분석

실험 결과는 mean ± S.D.으로 표현되었다. 실험결과에서 

student t-test를 사용하여 p<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

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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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Resveratrol induces the expression of ANG and VEGF in HeLa cells. (A) Cells increased the expression of ANG and VEGF
under treatment with 5~50 μM of RSV for 24 hr in compared with non-treated cells, measured by real-time PCR analysis

(t-test, *p<0.005, #p<0.05, mean ± S.D., n=4). (B) The expression of ANG and VEGF in the 50 μM RSV treated cells were

increased in time dependent manner (0, 12, 24, and 48 hr), tested by real-time PCR (t-test, *p<0.001, #p<0.01, ^p<0.05 mean

± S.D., n=3).

Fig. 2. Cellular toxicity in RSV treated cells. Cells were seeded

at 96-well plates and then treated with 0, 5, 10, 25, 50

and 100 μM of RSV for 24 hr. Cell viabilities were de-

termined by MTT assay (t-test, *p<0.01, mean ± S.D.,

n=5).

결과 및 고찰

Resveratrol (RSV)에 의한 ANG, VEGF 유전자의

발현 증가

HeLa 세포에서 파이토케미칼 RSV 처리 시, angiogenic

factor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 하기 위해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Inc., USA)를 사용하여 re-

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먼저, RSV의 최적 농도를 설정하

기 위해 RSV를 0~50 μM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ngiogenin (ANG),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50 μM 처리 시 ANG 유전자가 3.7배, VEGF 유전자가 2.4배 

증가함을 관찰 하였다(Fig. 1A). 시간에 따른 발현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앞서 선정된 농도(50 μM RSV)를 0~48시간까지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4시간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관찰하였다(Fig. 1B). 이와 같이, HeLa 세포에 50 μM RSV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ANG와 VEGF가 가장 높게 발현

하여, 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세포이동과 신생혈관형성을 촉진시키는데 ANG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

다[4, 13]. 하지만, RSV에 의한 ANG 발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HeLa 세포에 RSV를 

처리하여 ANG, VEGF 유전자 발현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세포에서 Resveratrol 처리에 따른 세포독성 평가

RSV 처리에 따른 세포독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RSV를 24시간 동안 0~100 μM까지 처리

한 결과, 0~50 μM 농도에서는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으

나, 100 μM에서 대조 군 대비 세포 생존율이 84.6%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앞서 선정된 조건(50 μM

24시간)이 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2).

Resveratrol에 의한 ANG 단백질의 발현 증가

Fig. 1에서 RSV에 의한 ANG 유전자 발현이 증가함을 관찰

하였다. 이 효과를 단백질 수준에서 관찰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먼저, 세포에 RSV 50 μM을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ANG 항체를 이용하여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RSV를 처리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ANG 단백질이 

19%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3A, Fig. 3B). 단백질의 발

현을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백분율로 환

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3B). 이를 통해, RSV가 

ANG, VEGF 발현을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Resveratrol에 의한 세포의 이동 증가

여러 연구에서 ANG와 VEGF의 발현 증가에 따라 세포의 

이동 능력이 향상됨을 보였다[8, 20, 24]. 본 연구에서는 R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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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ANG is increased in RSV treated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50 μM of RSV for 24 hr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tibodies against human

ANG or β-actin. (B) ANG specific bands were quanti-

fied using ImageJ software. Values represent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test, *p<0.05, mean

± S.D., n=3).

  A

  B

Fig. 4. Resveratrol treated cells were significantly enhanced the

cell migration. (A) Cells were treated with/without 50

μM RSV in FBS free media, and subjected to wound-

healing assay. The images were taken at the indicated

time. RSV-treated cells present more rapidly recovered

than non-treated cells. (B) The wound areas were calcu-

lated by the Image J software. The migratory efficiency

at the RSV-treated cells was compared with that of

non-treated cells (t-test, *p<0.005, #p<0.01, mean ± S.D.,

n=9).

Fig. 5. RSV uninfluenced cell growth and proliferations. Cells

were treated with 50 μM RSV and incubated for 24~48

hr. The cell growths were then measured by MTT assay

at the absorbance of 560 nm (t-test, *p<0.01, mean ±

S.D., n=3).

가 ANG와 VEGF의 발현을 촉진시킴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효과가 세포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wound-

healing assa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RSV 50 μM을 처리한 

그룹에서 24시간과 48시간에서 세포이동이 대조군과 비교하

여 유의성 있게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Fig. 4A). 세포이동의 

정도를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Fig. 4B). 이와 같이, RSV가 HeLa 세포에서 ANG, VEGF를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세포이동 능력이 향상됨을 입증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HT-29 대장암세포에 고농도의 RSV

100, 200 μM 처리하면 wound-healing이 억제한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15].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 관상동

맥의 소동맥 내피세포(Human coronary arteriolar endothe-

lial cells, HCAEC)에 RSV를 50 μM을 처리 했을 때 tubular

structures의 형성이 대조 군과 비교하여 3배 가량 증가함을 

보였다[11]. RSV는 pro-angiogenic effect, anti-angiogenic ef-

fect와 같이 상반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RSV 처

리 농도와 시간뿐 아니라 이용된 세포 주에 따라 다름을 암시

한다.

Resveratrol에 의한 세포증식 분석

세포이동 효과가 세포 증식에 의한 것 인지 검증하기 위하

여 Wound-healing assay와 동일한 조건인, RSV 50 μM을 

24~48시간에서 세포의 증식 정도를 관찰하였다. Fig. 5에 나

타낸 것처럼, 세포의 증식이 RSV에 의해 조절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RSV에 의한 세포 이동력 향상이 세포증식이

나 세포독성과 무관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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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RSV는 앞서 설정된 조건(50

μM, 24시간)에서 독성이 없으며, ANG와 VEGF의 발현을 증

가시켰고, 그 결과 세포이동 능력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결과

는, RSV의 기전과 ANG, VEGF의 생리적 활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RSV에 의해 세포이동의 

정확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ANG, VEGF와 관련된 신

호전달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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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Resveratrol 처리한 HeLa세포에서 angiogenin과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발현유도에 따른 세포이동촉진

조이슬
1,2
․정신구

1,2
․조광원

1,2
*

(1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BK21 플러스 생리활성 제어 
기술 인력양성 사업팀)

Resveratrol (RSV)은 천연 폴리페놀계 화합물로 세포분열, 성장, 세포이동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었

다. Angiogenin (ANG)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함께 세포의 증식, 신생혈관형성, tubular

structures의 형성, 세포이동 등을 이끄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RSV에 의한 세포이동효과를 HeLa

세포에서 관찰하였다. Real-time PCR을 통해 HeLa 세포에 RSV 0~50 μM을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농도에 

따른 ANG, VEGF 유전자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RSV 50 μM을 시간에 따라(0~48시간)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RSV 50 μM을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ANG, VEGF 유전자 발현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ANG 단백질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 독성연구에서, RSV

50 μM의 농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관찰하여, 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RSV가 처리된 세포에서 

세포이동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wound-healing assay를 수행하였다. RSV가 처리된 그룹에서 세포이동이 의미 있

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RSV에 의해 ANG, VEGF의 발현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세포이동이 향상됨

을 관찰하였다.

65, 1352-1360.

24. Wei, S., Gao, X., Du, J., Su, J. and Xu, Z. 2011. Angiogenin

enhances cell migration by regulating stress fibe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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