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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optosis of macrophages occurs throughout all stages of atherosclerosis. It is known 
to constitute atheromatous plaque, increase plaque instability, and thu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therosclerosis. However, there still remains much to be elucidated on how the apoptotic 
macrophages affect the endothelial cells and also how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therosclerosis. Here we present a microfluidic system, which enables co-culture of apoptotic 
macrophages and endothelial cells in fibrin gel that mimics in vivo extracellular matrix. With the 
system, we can investigate the effect of macrophage apoptosis on vascular endothelial cells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level of reactive oxygen species of HUVECs, integrity of VE-cadherin 
and cell proliferation. We expect that this system could be utilized further for understanding different 
mechanisms of apoptotic macrophage on the development of athero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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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뇌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s)은 한국인

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 악성 종양 다음으로 높

은 순위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사망하는 인

구는 50,803명으로 점점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

다[1]. 심뇌혈관질환에는 고혈압, 허혈성 심장 질환,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증 등 다양한데, 동맥경화

증으로 인해 점차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2]. 그렇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의 정복을 위

해서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상당

히 중요하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의 내막(endothelium)에 콜레

스테롤 침착과 세포의 증식으로 혈관 내에 혈전

(thrombus)이 형성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 혈관중간층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섬유화와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질병으로 그 발생과 진행

을 초래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밝

혀지지 않았다[3].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다양한 원인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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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흡연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식세포(macrophage)와 평활근

세포(smooth muscle cell)의 사멸(apoptosis)이 동맥

경화증의 발전과 더불어 죽상판(atheromatous 

plaque)을 형성하고, 이 부분의 불안정성(instability) 

발전에 영향을 주다가 결국 파열(rupture)을 일으키

어 급성심근경색 및 협심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4,5]. 하지만 사멸한 세포들의 존재가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에게 어떤 영향을 주

는지, 또한 어떻게 동맥경화증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최근 이러한 질병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물리적 및 

화학적 요소들을 쉽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는 미세유체시스템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6].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미세유체시스

템 내에서 질병환경을 모사하고 질병의 주요한 요

인을 파악하거나 약물전달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여러 문헌에 보고되었다[7,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

하여 동맥경화미세환경을 모사하고, 사멸한 대식

세포가 혈관세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와 Vascular Endothelial- 

Cadherin(VE-cadherin)을 가시화하여 대식세포의 

사멸이 혈관세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들의 구

조적, 기능적 특징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과 활

성산소(ROS) 발생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

찰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동맥경화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실험방법

2.1 세포의 배양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의 세포주가 이용되었다. 

대식세포의 사멸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RAW 

264.7(ATCC)이라는 쥐의 혈액으로부터 채취한 대

식세포의 세포주를 사용하였고, 혈관세포는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HUVECs, Lonza)를 

이용하였다.

RAW 264.7의 배양액은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DMEM)에 10%의 Fetal Bovine Serum(FBS)

과 Antibiotic-Antimycotic 100x(Anti/Anti)를 1% 첨

가하여 만들어 이용하였고, HUVECs은 EGM-2 

Bullet Kit(Lonza)에 Anti/Anti를 1% 첨가하여 배양

액을 제조하였다.

RAW 264.7과 HUVECs 모두 배양접시에서 배양

하였고, 70∼80% 정도 증식하면, 계대배양을 해주

었다. RAW cell을 떼어낼 때에는 Scraper를 이용하

였고, HUVECs의 경우에는 trypsin 0.25% EDTA를 

이용하였다. 단, 실험에서는 9보다 낮은 passage를 

갖는 HUVECs가 이용되었다.

2.2 사멸 대식세포의 준비 

RAW 264.7이 배양접시에 70∼80% 차면, scraper

를 이용하여 세포를 때어 낸 후 트리판블루(trypan 

blue) 에세이를 통해 살아 있는 세포의 수를 측정

하였다. 세포의 수를 측정한 후 배양액을 세포와 

섞어 다양한 농도(0(대조군), 0.5 M, 1 M, 2 M, M 

= 106 cells/ml)의 세포 현탁액(cell suspension)을 제

작하였다. 제작된 세포 현탁액을 분주한 후 254 

nm의 파장과 400 µW/cm2의 조사력을 갖는 자외선 

핸드램프를 이용하여 40 J/m2의 자외선을 조사하

였다. 자외선 조사를 마치고 3시간 뒤, 세포의 사

멸을 현미경을 통해 확인한 후 사멸한 세포의 현

탁액을 냉동실로 옮겨 얼려 보관하고, 실험에 이용

될 때 녹여 사용하였다.

2.3 미세유체시스템

동맥경화의 미세환경을 모사하며, 대식세포의 

사멸이 혈관세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polydimethylsiloxane(PDMS) 기반의 미세유체

칩을 soft-lithography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미세

유체칩의 구성은 가운데 하이드로겔 채널과 겔을  

표면장력으로 가두기 위한 미세기둥, 그리고 겔채

널 양쪽에 미디어를 채우기 위한 채널이 존재한다 

(Fig. 1). 미세유체 칩은 플라즈마처리를 통해 유리

와 본딩하고, 24시간 정도 80℃ 오븐에 넣어 소수

성을 복원하였다. 

소수성을 복원시킨 후 미세유체칩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하이드로겔채널에 2.5 mg/ml의 fibrin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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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입하여 실제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extracellular 

matrix(ECM)을 모사하였다. Fibrin gel을 겔화

(gelation)시킨 후 한쪽 미디어채널에 HUVECs을 2 

M의 농도로 60 µl 주입하고, 두시간 정도 후 세포

가 달라붙은 것을 확인 하고, 배양액을 갈아주었

다. 그리고 HUVECs이 가득 차 세포들끼리 온전한 

접합(junction)을 형성할 때까지 약 3일정도 12시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갈아주었다.

HUVECs이 가득 찬 후에는 대식세포의 사멸을 

모사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농도 별 사멸 대식

세포와 배양액을 항온 수조(37℃)에 데워 HUVECs

이 존재하는 반대편 미디어채널에 12시간 간격으

로 주입하였다. 그 후, 3일간 배양하며 활성산소

(ROS)와 세포의 수, VE-cadherin 등을 정량화 하였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microfluidic system. 
The upper channel contains apoptotic raw 
264.7, and the lower channel is surrounded 
by HUVECs. The dimensions of the 
micro-pattern are shown in black, and the 
width of each channel is shown in white.

2.4 세포 염색 및 정량화

3일간의 실험군과 대조군 컨디션을 조성한 후 

HUVECs의 몇가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세포의 

염색을 진행하였다. 먼저 HUVECs의 활성산소

(ROS)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 CM-H2DCFDA(Invitrogen) 

용액(5.78 µg/ml)을 이용하여 세포 내부의 ROS를 

염색하였다. 각 실험군과 대조군의 미디어채널의 

미디어를 제거한 후 살아 있는 세포에게 CM-H2DCFDA 

용액을 주입하여 1시간 동안 세포 인큐베이터(37˚C, 

5% CO2)에 넣어 둔 후 두 번의 PBS washing을 통

해 달라붙지 않은 염료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HUVECs의 접합(junction)의 완전성(integrity)을 관

찰하기 위해 투과성(permeability) 등의 기능적 특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VE-cadherin과 

세포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핵의 염색을 진행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4% paraformaldehyde를 이용하

여 세포 고정을 진행한 후, 바로 0.1% Triton X100 

용액을 이용하여 permeabilizatiion을 진행하였다. 

그 후 VE-cadherin의 면역염색을 위해 3% Bovine 

Serum Albumin(BSA) 용액을 두시간 처리하여 

blocking을 진행하였고, 이 후 VE-cadherin은 rabbit 

polyclonal antibody(Enzo-lifescience)를 3% BSA 용

액에 1:100으로 희석하여 1차 염색을 진행하고, 이

어 형광 표지 된 goat anti-rabbit 2차 항체(Abcam)를 

이용하여 염색을 진행하였다. 2차 항체와 함께 

4′,6-diamidino-2-phenylindole(DAPI, Invitrogen)도 1:1000

으로 희석하여 같이 주입하여 핵의 염색도 같이 

이루어졌다. 

염색을 마친 후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같은 현

미경 노출 값을 주어 이미징을 하여 ROS와 

VE-cadherin, 세포의 핵 이미지들을 얻었다. 얻어

진 ROS와 VE-cadherin 이미지는 Image J(NIH) 소

프트웨어를 통해 밝기를 정량화 하였다. 또한 

DAPI를 통한 세포의 핵 이미지를 통해 단위 면적

당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수를 측정할 

때에는 직접 개발한 Python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Fig. 2).

 

Fig. 2. Image of cells detected in cell count program. 
A python program was developed to find 
the edge of DAPI stained nuc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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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대식세포의 사멸농도에 따른 혈관세포의 
VE-cadherin intensity와 핵의 개수

혈관세포에게는 VE-cadherin이라는 혈관사이의 

접합부에 존재하는 부착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 단

백질은 혈관사이에 존재하는 cadherin들 중 가장 

대표적이며, 직접적인 혈관의 투과성에 관여하여 

백혈구와 암세포 등의 관외유출(extravasation) 조

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10]. 이렇게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VE-cadherin의 발현에 대식세

포의 사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해, 대식세포의 사멸 농도별 VE-cadherin의 밝기를 

측정해보았다. VE-cadherin은 조성해준 RAW 264.7

의 사멸농도가 높을 수록, 그 밝기가 낮아지는 경

향을 확인하였고 (Fig. 3A), 실제 통계분석을 통해

서 사멸 농도별 VE-cadherin의 밝기를 분석하였다 

(Fig. 3B). 대조군의 VE-cadherin intensity를 1 ± 

0.023 (standard error mean, a.u.)으로 하였을 때, 0.5 

M의 실험군에서는 0.829 ± 0 .017, 1 M에서는 

0.798 ± 0.037, 2 M에서는 0.551 ± 0.013의 분석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RAW 264.7의 사멸농도가 높을수록 혈관

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개발한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 면적당 혈

관세포의 핵의 수를 측정해본 결과, 대조군에서는 

1822 ± 14 (standard error mean, 개/mm2)의 값이 계

산되었고, 0.5 M에서는 1590 ± 20 개/mm2, 1 M에

서는 1257 ± 27 개/mm2, 2 M에서는 1130 ± 31 개

/mm2의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RAW 264.7의 

사멸농도가 높을 수록 혈관을 이루는 혈관세포의 

수와 혈관의 접합 및 완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VE-cadherin 밝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C). 

3.2 대식세포의 사멸농도에 따른 혈관세포의 활
성산소

활성산소(ROS)는 세포에게 산화 스트레스로 작

용하여 세포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DNA 혹은 

RNA의 손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11]. 이러한 활

Fig 3.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apoptotic RAW 264.7 (mouse macrophage) 
on the functionality and proliferation of 
HUVECs. A) The fluorescent images of 
VE-cadherin (red) and nuclei (DAPI, blue) 
of HUVECs unde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poptotic RAW 264.7 (Scale bar: 
25µm). B) and C) are the statistical data 
obtained by analyzing the VE-cadherin 
intensity and number of cells in Figure 3A 
(All errors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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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apoptotic 
RAW 264.7 (mouse macrophage) on ROS 
production of HUVECs. A) Images show 
intracellular ROS of HUVECs (Scale bar: 
25µm). B) The statistical data obtained by 
analyzing ROS intensity of Figure 4A (All 
errors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mean).

성산소는 동맥경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

는데, 혈관세포가 발생시킨 활성산소는 염증세포

(inflammatory cell)의 부착과 침투를 촉진하고 내막

(intima) 안에서 염증반응을 유도하기도 한다[12].

따라서 대식세포의 사멸이 혈관세포의 활성산

소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혈관세포의 활성산소를 대식세포의 사멸농도에 

따라 측정해보았다. 대조군의 ROS Level을 1 ± 

0.18 (standard error mean, a.u.)로 하였을 때 0.5 M

에서는 2.29 ± 0.19, 1 M에서는 3.07 ± 0.25, 2 M에

서는 4.17 ± 0.31의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대식

세포의 사멸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혈관세포의 활

성산소의 밝기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Fig. 4).

4. 결 론

미세유체소자를 활용한 동맥경화 모사 환경에

서 대식세포의 사멸은 HUVECs의 증식을 감소시

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UVECs의 완전성에 

관여하는 부착 단백질 인 VE-cadherin의 수준이 감

소시키고, 혈관벽에 염증 세포의 부착과 침투를 촉

진시키고 내막에서의 염증을 유도하는 ROS의 수

준이 증가시켰다. 이것은 동맥경화가 낮은 

VE-cadherin 수준의 부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한

다는 임상적 관찰과 일치한다[13]. 이러한 연구결과

는 앞으로 대식세포의 사멸 시 방출되는 다양한 

생화학적 물질을 추가하며 물리적 환경을 모사하

는 동맥경화 미세유체 시스템 개발 및 동맥경화증

의 원인 규명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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