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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혈관 평활근 세포 증식에 미치는  

sEH 억제제들의 효능 평가 

 

soluble epoxide hydrolase (sEH)는 arachidonic acid의 대사체 중 

하나인 epoxyeicosatrienoic acid (EET)를 dihydroxyeicosatrienoic acid 

(DHET)로 전환시키는 효소이다. EET는 항염증 작용 및 심혈관 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EH 억제제는 EET를 안정화시킴으로써 

EET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혈관 평활근 

세포의 이상 증식 (neointimal hyperplasia)은 죽상경화증, 재협착 등의 

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 대표적인 sEH 억제제인 

12-[[(tricyclo[3.3.1.13,7]dec-1-ylamino)carbonyl]amino]-

dodecanoic acid (AUDA)의 혈관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 효능을 평가 시 

농도 의존적인 혈관 평활근의 증식 억제를 관찰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Nrf2의 활성화에 따르는 heme oxygenase-1 (HO-1)의 

유도가 neointima를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AUDA의 Nrf2 경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AUDA 처치는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Nrf2의 

활성을 억제하는 Keap1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Nrf2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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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동을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으며, HO-1의 발현도 고농도 (10 

μg/ml 이상)에서 증가시켰다. 본 연구실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peptidyl/prolyl isomerase, Pin1이 neointima 병변에서 

증가되어있으며,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Pin1의 과발현이 Nrf2/ARE 경로를 

억제하여 HO-1의 발현 또한 억제함을 밝힌 적이 있으므로, AUDA의 Pin1 

발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PDGF로 유도된 Pin1의 발현도 

AUDA에 의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 이러한 AUDA의 혈관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EET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외인성 EET의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EET 처치에 의하여 HO-1의 유도, 

Pin1 발현 억제 및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 억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AUDA의 혈관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생성된 EET의 안정화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5 종의 신규 sEH 억제제의 혈관 평활근 

세포 증식에 대한 효능을 평가 시 15종 화합물들의 sEH 활성 저해효과, 

Pin1 발현 억제 효과, 더 나아가 세포 증식 억제 효과 간에 부분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sEH 억제제의 혈관 평활근 증식 억제 

효과는 EET 안정화와는 무관하고, Pin1 발현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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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soluble epoxide hydrolase, epoxyeicosatrienoic acid, 혈관 평활근 

세포 증식, AUDA, Pin1 

학번: 2012-2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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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심혈관질환은 선진국 사망원인 중 1 내지 2 위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이다. 그 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해당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의료 

비용이 연간 104 조원에 육박하는 등 그 위해가 크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 방법은 크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이 있다. PCI 중 혈관성형술 (Angioplasty)에 따른 

neointima의 형성 또는 혈관 내벽의 비후는 스텐트 내 재협착 (In-stent 

restenosis) 등의 혈관 폐쇄성 증상을 낳게 된다. 그러나 재협착을 막기 

위하여 sirolimus, paclitaxel 등을 코팅한 drug-eluting stent는 더 높은 

후기 스텐트 혈전증 (Late stent thrombosis) 발병률을 보인다. (Stone et 

al., 2007) 따라서 neointima 생성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Neointima 생성 과정에는 초기에 염증 세포의 유입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합성형 혈관평활근세포 (Synthetic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synthetic VSMCs)와 근섬유세포 (Myofibroblast)가 등장하여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을 생성한다. (ER et al., 2011)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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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에 대하여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피세포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하여 내벽이 벗겨지는 것으로 혈관의 

리모델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활성화된 내피세포와 순환하는 면역 

세포에서 분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증식 인자가 medial VSMCs의 증식 

및 이동, 침윤을 촉진한다.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와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PDGF) 등의 증식 인자가 SMC의 표현형을 

변화시켜 ECM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고, 이것이 병변의 공간을 채우며 이들 

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더욱 촉진한다. (Ross, 1993) 

Arachidonic acid (AA)는 탄소 20개의 오메가 6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세 가지 경로로 대사된다. AA가 Cyclooxygenase (COX)를 

통해 대사되면 Prostaglandin, Thromboxane류의 Prostacyclin이 생성된다. 

그리고 Lipoxygnease (LOX)를 통해 대사되면 Leukotriene류가 생성된다. 

Prostacyclin과 Leukotriene은 염증성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한편 AA가 

CYP450 경로로 대사되면 염증성인 20-hydroxyeicoastetraenoic acid 

(20-HETE)와 항염증성인 epoxyeicosatrienoic acid (EET)가 생성된다. 

(Morisseau and Hammock, 2013) 특히 EET는 항염증은 물론 진통, 

항섬유화, 항고혈압 등의 작용이 있다. (Imig, 2012) EET는 epoxide의 

위치에 따라 5,6-EET, 8,9-EET, 11,12-EET, 그리고 14,15-EET가 

있다. 그리고 soluble epoxide hydrolase (sEH)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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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hydroxyeicosatrienoic acid (DHET)로 전환되어 최종 대사된다. sEH 

inhibitor는 sEH를 차단하여 EET를 안정화한다. sEH inhibitor는 염증, 

염증성 통증, 신경증적 통증, 고혈압, 심근 비대 및 부정맥, 죽상경화 및 

동맥류, 신부전, 혈액 응고, 중풍 및 심장 마비, COPD, 폐고혈압, 당뇨 및 

대사성 질환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Morisseau and 

Hammock, 2013; Revermann, 2010) 

sEH inhibition과 VSMC proliferation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에서 

sEH inhibitor 1-cyclohexyl-3-dodecyl urea (CDU)는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Davis et al., 2002) 

그리고 sEH knockout은 고지혈증 마우스 모델에서 femoral cuff injury에 

의한 neointima 생성을 감소시켰다. (Revermann et al., 2010) 한편 

11,12-EET가 PDGF로 유도된 VSMC의 이동 현상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Sun et al., 2002) 그러나 이러한 sEH 억제와 EET의 안정화가 

어떠한 기전으로 neointima 생성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EH inhibitor의 VSMC 

proliferation에 대한 영향 및 그 기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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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방법 

 

1. 시약 및 항체 

12-[[(tricyclo[3.3.1.13,7]dec-1-ylamino)carbonyl]amino]-

dodecanoic acid (AUDA), 8,9-EET, 11,12-EET, 14,15-EET는 

Cayman Chemical (Ann Arbor, MI)에서 구입하였다. PDGF는 Peprotech 

(Rocky Hill, NJ)에서 구입하였다. Pin1, Keap1, Nrf2, COX-2,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rabbit, anti-mouse 및 

anti-goat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에서 

구입하였다. HO-1의 항체는 Enzo Life Sciences (Ann Arbor, MI)에서 

구입하였다. Lamin A/C와 5-LOX의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에서 구입하였다. β-actin의 항체와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Transwell permeable supports는 Corning Incorporated 

(Corning, NY)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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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SMC 분리 및 배양 

8주령 SD rat에서 대동맥을 적출하여 collagenase와 elastase로 

VSMC를 분리하였다. 처음 culture flask에 붙은 것을 passage 0으로 하여 

1 회 계대배양 할 때마다 passage를 세어 2에서 8번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 10 % Fetal Bovine 

Serum (FBS)와 100 units/ml penicillin 및 100 μ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배지를 이용하였다.  

 

3. 세포 핵 분획의 분리 

배양 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세포를 긁어 모아 3,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PBS를 제거한다. Buffer 

A [10mM HEPES pH 7.9, 10mM KCl, 0.1mM EDTA, 1mM DTT, 0.5mM 

PMSF]를 넣고 10-12 분간 ice incubation한다. 10% NP-40을 넣고 

vortex 한 후 16,000g에서 3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세포질 분획으로 

하고 남은 펠렛을 Buffer A로 세척한 후 Buffer B [20mM HEPES pH 7.9, 

0.4M NaCl, 1mM EDTA, 1mM DTT, 1mM PMSF]를 넣고 4℃ 에서 세게 

vortex 한다. 20,000g 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생기는 상층액을 세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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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획으로 한다. 

 

4 면역화학적 분석 

배양 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세포를 긁어 모아 3,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제거한 후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첨가한 용해 완충액 [1 mM Tris (pH 7.1), 

100mM NaCl, 1mM EDTA, 10% glycerol, 0.5% Triton X-100, 0.5% 

Nonidet P-40, 1mM dithiothreitol, 0.5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을 가하여 1시간 동안 얼음 위에서 세포를 완전히 용해하였다. 그 

후 13,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전세포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정량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획득한 세포 분획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법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전기영동 전달장치를 이용하여 nitrocellulose지에 

전이되어 특이적 항체로 면역 블롯되었다. 그 후 HRP-conjugated anti-

IgG 항체를 2차 항체로 사용하였다. 이를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system으로 발색하여, LAS3000-mini (Fujifilm, Tokyo, 

Japan)으로 검출하였다. 전세포 분획의 loading control으로는 β–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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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핵 분획의 loading control으로는 Lamin A/C를 이용하였다. 

 

5 MTT 분석 

세포의 proliferation과 viability를 3-(4,5-dimethylthiazol-2-

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로 분석하였다. 부착 

세포에 MTT 시약을 최종 농도 0.5 mg/ml로 처치하여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지를 제거한 후 생성된 formazan crystal을 200 μl 

dimethylsulfoxide (DMSO)로 용해하였다. microtiter plate reader 

(Berthold Technology,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5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유전자 과발현 VSMC 제작 

유전자 과발현 VSMC는 adenoviral vector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virus를 감염시킨 HEK293 세포의 배지를 VSMC에 24 시간 동안 처치하여 

GFP 형광 검출을 이용하여 감염률이 80 % 이상인 multiplicity of infection 

(MOI)로 유전자를 과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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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포이동능 분석 

Type I collagen을 코팅한 transwell에 VSMC를 깔고 약물 또는 

바이러스 배양액을 처치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한다. 그 후 배지를 제거하고 

메탄올에 고정한다. 그리고 Hematoxylin & Eosin (H&E) 염색법을 통해 

필터를 통과한 세포를 염색한다. slide glass에 올려 현미경에서 x200으로 

관찰하여 염색된 세포의 수를 센다. 

 

8 통계처리 방법 

Densitometry scanning은 Multi gauge software (Fujifilm, Tokyo, 

Japan)과 Image J 1.46r를 이용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또는 p<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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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sEH inhibitor AUDA의 VSMC proliferation 및 이동에 

대한 효과 

AUDA는 urea-based 화합물로서 recombinant rat sEH에 대한 

IC50이 11 nM인 potent한 sEH inhibitor이다. (Hwang et al., 2007)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sEH inhibitor인 AUDA를 도입하였다.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이 AUDA에 의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1A) 한편 PDGF로 유도된 VSMC 이동 현상은 AUDA 처치에 의하여 

오히려 증가하였다. (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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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UDA inhibits PDGF-stimulated VSMC proliferation while induces 

migration. 

(A) AUDA inhibits PDGF-stimulated VSMC proliferat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VSMCs were pre-treated with 

AUDA (0.3, 1.0, 3.0, 10 μg/ml)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stimulation. After 24 hours, VSMC proliferation was determined by 

MTT assay.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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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p<0.01, compared to control; ##p<0.01, compared to PDGF 

control) 

(B) AUDA induces cell migration. VSMCs were treated with PDGF (30 

ng/ml) or PDGF and AUDA (10 μg/ml), and incubated in collagen-

coated transwell. After 24 hours, cells migrated through the filter were 

analyzed with H&E staining.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1, compared to control; #p<0.05, compared 

to PDG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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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DA의 Pin1 expression 및 HO-1 induction에 대한 

효과 

본 연구실에서는 기존에 VSMC에서 PDGF가 Peptidyl prolyl 

(Ser/Thr-Pro) isomerase, Pin1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Heme 

oxygenase-1 (HO-1)이 감소하여 VSMC proliferation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Kim et al., 2010) 따라서 sEH inhibition이 Pin1과 

HO-1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였다. 

VSMC에서 PDGF로 Pin1을 유도하였을 때 AUDA는 농도 

의존적으로 Pin1 발현을 억제하였다. (Fig 2A, B) AUDA 단독으로 HO-1의 

유도 효과를 보았을 때 농도 의존적인 유도 효과가 관찰되었다. (Fig 2C, D) 

그리고 HO-1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Nrf2의 활성화를 

확인하였다. Nrf2의 negative regulator인 Keap1이 AUDA에 의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2C) 또한 Nrf2의 nuclear translocation이 

AUDA에 의하여 9시간 이후에 증가한 경향을 관찰하였다. (Fig 2E) 위 

결과를 토대로 sEH inhibiton이 EET 안정화를 통해 Pin1을 억제하고, 

이것이 Keap1/Nrf2 경로를 활성화 하여 HO-1을 유도함으로써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한편 Pin1의 증가가 VSMC 이동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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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1 과발현 VSMC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인 GFP vector를 

주입한 VSMC에 비하여 Pin1 과발현 VSMC의 이동 현상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2F) 따라서 AUDA의 Pin1 억제 효과는 VSMC 

proliferation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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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UDA inhibits PDGF-induced Pin1 expression and induces HO-1. 

(A) AUDA inhibits PDGF-induced Pin1 expression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VSMCs were pre-treated with AUDA (1.0, 3.0, 10, 

30 μg/ml)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stimulation. After 24 

hours, Pin1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All experiments 

were confirmed in tri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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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nsitometry scanning of (A).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5, compared to control; 

#p<0.05, compared to PDGF control) 

(C) AUDA induces HO-1, and concentration-dependently inhibits 

Keap1. AUDA were treated (0.3, 1, 3, 10, 30 μg/ml), and incubated for 

24 hours. Protein expression of HO-1 and Keap1 were determined by 

Immunoblot. 

(D) Densitometry scanning of (C).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5, compared to control) 

(E) AUDA increases Nrf2 nuclear translocation. AUDA (30 μg/ml) 

were treated to VSMC and incubated for indicated time (0, 1, 3, 6, 9, 24 

h). Nuclear Nrf2 level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F) Pin1 overexpression does not induce migration of VSMCs. VSMCs 

were infected with control vector (GFP) or Pin1 overexpression vector 

(Pin1) and incubated in collagen-coated transwell for 24 hours. 

Migrated cells were analyzed with H&E staining.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5,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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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sEH inhibitor들의 효능 평가 

이러한 AUDA의 효과가 모든 sEH inhibitor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5종의 신규 sEH inhibitor의 sEH inhibitor의 VSMC proliferation, 

Pin1 발현, 그리고 HO-1 유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한 것은 JSH-2243, 2244, 

그리고 2236이었다. (Fig 3A) HO-1을 현저하게 유도한 sEH inhibitor는 

JSH-2239, 2248, 2249였다. (Fig 3B) 그러나 이들 화합물은 VSMC 

proliferation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Fig 3A) 또한 proliferation을 

억제하였던 JSH-2243, 2244는 HO-1을 유도하지 않았다. (Fig 3B) 

따라서 sEH inhibitor의 VSMC proliferation 억제 효과에는 HO-1의 

유도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sEH inhibitor들의 Pin1 발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JSH-2243, 2244, 2236이 모두 Pin1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C) 이를 토대로 상관도 분석을 하였을 때 sEH inhibition 

IC50과 (Table 1) VSMC proliferation 사이, 그리고 VSMC proliferation과 

Pin1 발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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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H inhibition IC50 of novel sEH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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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novel sEH inhibitors on VSMC proliferation, Pin1 

expression, and HO-1 induction. 

(A) Novel sEH inhibitors were tested for inhibition of V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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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sEH inhibitors (30 μM) were treated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stimulation, and incubated for 72 hours. Cell 

Proliferation was determined by MTT assay.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1, compared to control; 

##p<0.01, compared to PDGF control) 

(B) Novel sEH inhibitors were tested for HO-1 induction. sEH 

inhibitors were treated to VSMCs and incubated for 24 hours. HO-1 

protein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C) Novel sEH inhibitors were tested for inhibition of Pin1 expression. 

sEH inhibitors (30 μM) were treated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stimulation, and incubated for 24 hours. Pin1 protein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H inhibition IC50 and Cell 

proliferation. r2<0.5. 

(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ell proliferation and Pin1 expression. 

r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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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SH-2243의 효능 평가 

sEH inhibition, VSMC proliferation 억제, Pin1 발현 억제에서 

고르게 뛰어난 효능을 보인 JSH-2243을 대표화합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JSH-2243의 VSMC proliferation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PDGF로 유도된 proliferation을 JSH-2243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Fig 4A) 또한 PDGF로 유도된 Pin1의 발현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Fig 4B) 그리고 HO-1은 유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C) JSH-

2243의 자체 독성을 평가한 결과 고농도에서 약간의 독성이 나타났으나 

VSMC proliferation과 Pin1 발현을 억제하는 유효농도 (1, 3 μM)에서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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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JSH-2243 inhibits VSMC proliferation and Pin1 expression. 

(A) JSH-2243 inhibits PDGF-stimulated VSMC proliferat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VSMCs were pre-treated with JSH-

2243 (1, 3, 10, 30 μM)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stimulation. After 48 hours, VSMC proliferation was determined by 

MTT assay.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

test. (**p<0.01, compared to control; ##p<0.01, compared to PDGF 

control) 

(B) JSH-2243 inhibits PDGF-induced Pin1 expression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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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VSMCs were pre-treated with JSH-

2243 (1, 3, 10, 30 μM)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stimulation. After 24 hours, Pin1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C) JSH-2243 does not induce HO-1. VSMCs were treated with JSH-

2243 (1, 3, 10, 30 μM), and incubated for 24 hours. Protein expression 

of HO-1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D) JSH-2243 is not toxic in the concentration of use. VSMCs were 

treated with JSH-2243 (1, 3, 10, 30 μM), and incubated for 48 hours.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1,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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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인성 EET의 효능 평가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sEH inhibitor들은 Pin1 발현 억제를 

통하여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한다. 그렇다면 sEH inhibition이 EET의 

안정화를 통하여 Pin1 발현을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종의 EET 

(8,9-EET, 11,12-EET, 14,15-EET)로 VSMC proliferation과 Pin1의 

발현, 그리고 HO-1의 유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종의 외인성 EET는 

VSMC proliferation의 억제와는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종류의 EET가 

일부 농도에서 proliferation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A) 또한 

PDGF로 유도된 Pin1의 발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 5B) 그리고 HO-

1도 유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C) 따라서 sEH inhibitor의 

VSMC proliferation 억제에는 EET의 안정화가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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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ogenous EET has no effect on the inhibition of VSMC 

proliferation, Pin1 expression, and HO-1 induction. 

(A) Exogenous EET does not inhibit PDGF-induced VSMC proliferation. 

8,9-EET, 11,12-EET, 14,15-EET (1, 3 μM each) were treated 30 

minutes prior to PDGF (30ng/ml) stimulation. Cells were analyzed for 

proliferation 72 hours later.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1, compared to control; #<0.05, ##p<0.01, 

compared to PDGF control) 

(B) Exogenous EET does not inhibit PDGF-induced Pin1 expression. 

8,9-EET, 11,12-EET, 14,15-EET (1, 3 μM each) were treate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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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prior to PDGF (30ng/ml) stimulation, and incubated for 24 

hours. Pin1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C) Exogenous EET does not induce HO-1. VSMCs were treated with 

8,9-EET, 11,12-EET, 14,15-EET (1, 3 μM each), and incubated for 

24 hours. HO-1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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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SMC와 간에서의 sEH 발현 및 활성 비교 

VSMC에서의 sEH 발현 및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EH가 abundant 

하다고 알려진 간 조직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sEH의 발현은 간 조직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6A) 또한 sEH의 활성도 간 조직에 비하여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6B) 따라서 VSMC에서 sEH의 발현 및 

활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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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H expression and its activity are considerably lower in VSMC 

than they are in liver. 

(A) sEH expression in VSMCs is lower than that of liver. Human sEH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B) sEH activity in VSMCs is lower than that of liver. Exogenous EET 

was treaeted to VSMCs and liver lysate, and DHET (EET metabolite) 

level was determined by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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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rachidonic acid 대사 경로에 대한 sEH inhibitor의 

비특이적 효과 

한편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우스에 LPS 자극을 주고 sEH 

inhibitor를 투여하였을 때 arachidonic acid의 다른 경로의 대사체인 

Prostaglandin D2 (PGD2), PGE2, Thromboxane B2 (TXB2), 5-

hydroxyeicosatetraenoic acid (HETE), 15-HETE 등의 혈중 농도가 

감소함이 밝혀졌다 (Liu et al., 2010; Schmelzer et al., 2005) 또한 Ephx2 

(epoxide hydrolase 2; sEH의 유전자) knockout mice에서 LPS 자극에 

의한 혈중 PGE2의 증가가 wild type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Liu et al., 

2010) 기존 연구 결과에서 COX 및 LOX 경로에 의해 대사되는 매개체들이 

VSMC proliferation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Fujino et al., 2002; 

Imai et al., 2007; Porreca et al., 1995; Zhang et al., 2013) 따라서 sEH 

inhibitor인 AUDA가 COX-2 및 5-LOX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PDGF로 유도된 COX-2를 AUDA가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A) 반면 5-LOX는 PDGF에 

의해 유도가 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6B) 따라서 sEH inhibitor가 

COX-2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VSMC proliferation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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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UDA induces COX-2, while it has no effect on 5-LOX. 

(A) AUDA induces COX-2 express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VSMCs were treated with AUDA (1, 3, 10, 30 μg/ml)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and incubated for 8 hours. COX-2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B) AUDA does not induce 5-LOX expression. VSMCs were treated 

with AUDA (1, 3, 10, 30 μg/ml) 30 minutes prior to PDGF (30 ng/ml), 

and incubated for 8 hours. 5-LOX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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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sEH inhibition이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감소시키며, 이것이 sEH inhibition에 의한 Pin1 발현의 

억제로 매개됨을 밝혔다. 대표적인 sEH inhibitor인 AUDA는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Fig 1A) 또한 

AUDA는 PDGF로 유도된 Pin1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Fig 2A) 

Pin1은 다양한 세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kinase들을 기질로 

한다. (Lu and Zhou, 2007) 또한 Pin1은 CDC25C, EMI1, WEE1 등 cell 

cyle에 관련된 mitotic protein들을 조절하며 G0/G1-S phase 

transition에도 관여한다. (Yeh and Means, 2007) 따라서 Pin1 발현의 

감소는 cell proliferation의 억제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SMC proliferation이 억제된 다른 sEH inhibitor들이 Pin1의 발현을 

억제하고, Pin1 발현과 VSMC proliferation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Fig 3) 

기존 연구에서 기질 증가 또는 유전자 주입으로 인한 HO-1 발현의 

유도가 neointima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Aizawa et al., 

1999; Tulis et al., 2001) 또한 HO-1 유전자결손 마우스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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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상경화 병변 생성과 혈관 리모델링이 감소하였다. (Yet et al., 2003) 

그리고 혈관 내피 세포에서 11,12-EET에 의해 HO-1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Sacerdoti et al., 2007)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sEH inhibition이 EET의 안정화를 통하여 HO-1을 유도하여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UDA에 의한 HO-1 

발현을 확인한 결과 HO-1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2C) 그러나 

신규 sEH inhibitor 15종의 효능 평가에서 HO-1과 VSMC proliferation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Fig 3) 따라서 sEH inhibition은 

HO-1의 유도를 통하여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며, 

AUDA에 의한 HO-1의 유도는 약물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비특이적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EET 안정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종의 외인성 EET의 효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외인성 EET는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하지 못 

하였으며, Pin1의 발현도 억제하지 않았다. (Fig 5) 따라서 EET의 안정화는 

sEH inhibition에 의한 VSMC proliferation 억제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외인성 EET가 일부 농도에서 오히려 VSMC proliferation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A) 최근 보고에 의하면 EET가 tissue 

regeneration을 촉진한다고 한다. (Panigrahy et al., 2013) 이는 혈관 

손상에 의해 유리되는 PDGF에 의하여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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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T가 더욱 촉진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사료 된다. 

Neointima의 형성에는 VSMC의 proliferation은 물론 이동 현상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ER et al., 2011; Inoue et al., 2011) 그러므로 

AUDA의 PDGF로 유도된 VSMC 이동능 증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PDGF로 유도된 세포 이동 현상을 AUDA가 유의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B) 이러한 이동능 증가와 Pin1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in1 과발현 VSMC의 이동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 VSMC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 2F) 그런데 기존 

연구 결과에서 Pin1의 과발현이 VSMC의 이동 현상을 촉진한다는 것을 

wound healing assay로 보인 경우가 있었다. (Lv et al., 2013) 이러한 

차이가 생긴데에는 transfection 효율, assay 방법의 차이, 랫트와 마우스의 

종차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wound healing assay는 

proliferation과 이동 현상을 함께 관찰하는 실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Menon et al., 2009) Pin1 과발현에 의한 cell proliferation의 

증가에 의하여 이동능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AA 대사 경로에 대한 sEH inhibitor의 비특이적 효과를 보았을 때 

PDGF로 유도된 COX-2 발현이 AUDA에 의하여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7A) COX-2는 neointima lesion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 (Connolly 

et al., 2002) 그리고 COX-2 selective inhibitor들이 neoint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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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plasia를 완화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Choi et al., 2008; 

Yang et al., 2004) 그러나 이들 논문들은 VSMC proliferation의 유도한 

자극으로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용하는 등 질병 모델이 달랐거나, (Choi 

et al., 2008) COX-2 inhibitor가 고농도에서 apoptosis를 유도 하였기 

때문에 VSMC prolifeation이 감소한 것이었다. (Yang et al., 2004)  

한편 COX-2의 pharmacological inhibition과 genetic deletion 

모두는 죽상경화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u et al., 2012) 

또한 COX-2 경로에 의한 Arachidonic acid 대사체인 PGE2, PGI2, PGD2, 

TXA2 등의 receptor agonist 또는 mimic이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Fujino et al., 2002) 

그리고 다수의 연구에서 Prostacyclin synthase의 gene transfer가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함을 밝혔다. (Hara et al., 1995; 

Harada et al., 1999; Numaguchi et al., 1999) Neointima의 balloon injury 

model에서 COX-2가 유도되어 PGH2의 생성이 증가하는데 이 때 

Prostacyclin synthase에 의하여 PGI2의 생성이 증가되어 neointima가 

억제되는 것이 보고 되었다. (Imai et al., 2007; Todaka et al., 1999; 

Yamada et al., 2002) PGI2와 그 receptor agonist가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하였으며 VSMC의 apoptosis를 촉진하였다. (Li et al., 2004) 또한 

PGI2 receptor (IP) knockout mice가 wild-type에 비하여 thromb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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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에 더 취약하고 VSMC proliferation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Cheng et al., 2002)  

Neointima 형성에는 VSMC의 수축형 표현형에서 합성형 

표현형으로의 역분화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mez and Owens, 

2012; Rensen et al., 2007)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OX-2의 유도가 

VSMC에서 G1 arrest와 수축형 표현형으로의 분화를 촉진한다고 한다. 

(Roan et al., 2012) 그리고 Prostacyclin이 paracrine하게 주위의 

VSMC에서 prostacyclin 유리를 촉진하며, 이것이 COX-2의 발현과 정지형 

즉, 수축형 표현형으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Kasza et al., 2009) 또한 

PGD2의 대사체인 15d-PGJ2가 G1 arrest를 통하여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하고, VSMC의 분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Miwa et 

al., 2000) 15d-PGJ2는 또한 Nrf2 translocation을 유도하여 HO-1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Lim et al., 2007) AUDA가 HO-1을 

유도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Fig 2C)  

그런데 PGE2가 neointim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VSMC에서 PGE2 receptor EP4가 풍부하게 발현되어 있으며, 

또한 PDGF가 EP2를 유도하므로 PGE2가 PDGF로 유도된 VSMC 

proliferation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Fujino et al., 2002; Zhu et 

al., 2011) 한편 COX-2 knockout mice에서 neointima가 완화되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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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2가 감소하여 있으며, EP3의 과발현이 VSMC 이동능을 증가시켜 

neointima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Zhang et al., 2013) 본 

논문에서 COX-2를 유도한 AUDA가 VSMC의 이동능을 증가시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Fig 1B, 7A) 그러나 PGE2의 감소가 보상적으로 

PGI2를 증가시키는 등 (Wang et al., 2011) COX 경로의 대사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떤 대사체가 AUDA로 인한 VSMC proliferation 

억제에 관여할 지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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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le epoxide hydrolase (sEH) converts epoxyeicosatrienoic acid 

(EET), an arachidonic acid metabolite, to dihydroxyeicosatrienoic acid 

(DHET). EET is known for its anti-inflammatory and cardioprotective 

effects. sEH inhibitor stabilizes EET to exert similar effect to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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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T production. Neointimal hyperplasia, that is, abnormal proliferation 

of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VSMCs), results in aggravation of 

vascular disorders, such as atherosclerosis and restenosis. In this 

research, sEH inhibitor 12-[[(tricyclo[3.3.1.13,7]dec-1-

ylamino)carbonyl]amino] -dodecanoic acid (AUDA) concentration-

dependently inhibited VSMC proliferation.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activation of Nrf2 and followed by the induction of heme 

oxygenase-1 (HO-1), attenuates the incidence of neointima. 

Treatment of AUDA not only reduced Keap1 expression, a negative 

regulator of Nrf2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but also time-

dependently increased the nuclear translocation of Nrf2. Besides, it 

induced HO-1 expression at high concentrations (above 10 μg/ml). In 

previous reports of our lab, peptidyl/prolyl isomerase Pin1 is up-

regulated in neoinitma lesion of femoral artery. Also, Pin1 

overexpression was shown to inhibit HO-1 expression as well as 

Nrf2/ARE pathway in VSMCs. In this report, AUDA concentration -

dependently inhibited PDGF-induced Pin1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exogenous EET did not induce HO-1 nor inhibit Pin1 expression 

and VSMC proliferation. Thus, the inhibitory effect of AUDA on V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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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eration is not related to EET stabilization. We also tested the 

effect of 15 novel sEH inhibitors on VSMC prolifera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H inhibition IC50 and VSMC proliferation, 

and between Pin1 expression and VSMC proliferation. To conclude, sEH 

inhibitors attenuate VSMC proliferation through inhibition of Pin1 

expression, which is irrelevant to EET stabilization. 

 

key words: soluble epoxide hydrolase, epoxyeicosatrienoic acid, 

vascular smooth muscle cell proliferation, AUDA, P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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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험실의 중심을 오빠가 잡아주고 계십니다. 떠나실 때 걱정하시지 

않게 남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언니, 언니가 넓은 

이해심으로 후배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불 같은 제가 좀 누그러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디스커션이든 사소한 대화든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o Phuong, thanks for teaching me the experiments when I 

first came here. I admire your organization of protocols; it really is very 

helpful. And congratulations for your Ph.D. I wish the brightest future 

ahead of you. Quyen, you are one of the most hard-working people I 

know. You may find me less friendly than other students, but it’s just 

my being shy. I know I can be pushy about the rules in our lab, but 

thanks for following them.  

동기 민창아, 벌써 발표하고 두 달이 넘게 지났구나.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졸업 발표와 논문 쓰는 과정에 네가 함께라서 큰 위안이 되었다. 

정말 고맙다. 앞으로 박사 과정도 열심히 하자. 너의 체중감량과 한국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지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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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지만 첫 해에 비해 지난 한 해 네가 한결 성장한 것 같아서 보기가 

좋다.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 2년이나 

연구비 하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잘 해보자. 

성백 오빠, 일년 동안 주문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못난 

사람이라 더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오빠 말마따나 제가 의도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실험실 생활 열심히 하는 오빠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연아, 너는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네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항상 

밝고 공부든 실험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기숙사에 들어갔으니 

가끔 지각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 (?)을 기대한다. 또 기훈 오빠, 비판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셔서 덕분에 제가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년간 주문을 맡게 되실 텐데 잘 부탁 드립니다. 이제 오빠가 낙성대로 

이사를 오시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쓰다 

보니 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이게 감사의 글인지 사죄의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험실 사람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렇게 키워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부모님 사랑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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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생 경문이, 종종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가 가족들에게 잘 해줘서 정말 고맙다.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보기 좋다. 고맙고 사랑한다. 

저에게 석사 과정은 그저 학위를 따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김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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