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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nsulin-like growth factor-I (IGF-I) and androgen receptor (AR) coactivators are well known
effectors of skeletal muscle, the molecular mechanism by which signaling pathways integrating AR
coactivators and IGF-I in skeletal muscle cells has not been previously examined.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IGF-I treatment on the gene expression of AR coactivators in the absence of AR ligands and
the roles of the p38 MAPK and ERK1/2 signaling pathways in IGF-I-induced AR coactivators in-
duction were examined. C2C12 cells were treated with 250 ng/ml of IGF-I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fic inhibitors p38 MAPK (SB203580) or ERK1/2 (PD98059). Treatment of C2C12 cells with IGF-I
resulted in increased in GRIP-1, SRC-1, and ARA70 protein expression. The levels of GRIP-1, SRC-1,
and ARA70 mRNA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5min of IGF-I treatment. IGF-I-induced AR
coactivator proteins were significantly blocked by pharmacological inhibitors of p38 MAPK and
ERK1/2 pathway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those inhibitors on IGF-I-induced
mRNA level of AR coactivators, suggesting that AR coactivators are post-transcriptionally regulated
by IGF-I. Furthermore,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IGF-I stimulates the expression of AR co-
activators by cooperative activation of the p38 MAPK and ERK1/2 pathways in C2C12 mouse skeletal
muscl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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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엔드로젠(androgen)은 근육과 뼈를 비롯한 체내의 다양

한 조직들에 있어 동화작용(anabolic effect)을 하며 특히 골

격근의 발달, 크기 및 부피 유지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1,3]. 엔드로젠 수용체는 핵 수용체과(nuclear receptor su-

per-family)의 하위구성원인 스테로이드 수용체(steroid re-

ceptor)에 속하며[23], 대표적인 리간드 의존적 전사인자

(ligand-dependent transcriptional factor)로써 자신의 리간

드인 엔드로젠과의 결합 이후 그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3]. 엔드로젠 수용체는 비활성 상태, 즉 리간드와 결합 전

상태에는 복합체(complex)를 형성하여 세포질(cytoplasm)에

존재하고 있다가 리간드와 결합 이후 HSPs를 분리시키고

핵으로 이동(translocation)하여 DNA 내에 엔드로젠 수용체

를 인지하는 특정 염기서열인 엔드로젠 반응요소(androgen

response elements, ARE)에 결합하게 된다[30,37]. 이러한

엔드로젠 수용체의 활성화는 골격근 관련 전사인자들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 근 비대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엔드로젠 수용체의 스테로이드는 노인들이나,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해 근 부피가 소실된 환자들, 또는 알레르기, 염증

질환, 자가 면역질환의 면역 억제요법 등에 널리 이용 되어

왔으나 스테로이드의 이화작용(catabolism)에 의해 오히려

체중저하와 근 질량이 감소되는 근 위축을 유발시킨다고 보

고되었다[34]. 이와 같은 각종 동화작용 스테로이드 주입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 제기 연구 있으며, 스테로이드 치료

에 있어 다양한 성장인자들과 같은 대체 물질과 운동 중재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에는 엔드

로젠 수용체가 전립선 암 세포에서 리간드 비의존적

(ligand-independent)으로 epidermal growth factor (EGF),

insulin-like growth factor-I (IGF-I), keratinocyte growth

factor (KGF) 등의 성장인자들에 의해 활성화 된다는 연구

가 보고된바 있고[7,10,16], 근육 세포인 C2C12 세포에서도

엔드로젠 물질 없이 IGF-I에 의해 엔드로젠 수용체가 리간

드 비의존적으로 활성화 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1].

엔드로젠 수용체가 리간드와 결합하여 근육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고, 엔드로젠 수용체 목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

하는 일련의 분자적 기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엔드로젠 수용체 보조인자(coregulator)이며[28], 약 130여

개 이상의 coactivator 또는 corepressor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coactivator는 엔드로젠 수용체 전사인자들의 전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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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pre-initiation) 단계에서 리간드와 결합한 엔드로젠 수용

체 이합체(dimer)의 결합을 안정화(stabilization) 시키고 전

사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18,23,24].

p160 coactivators는 steroid receptor cofactor family로도

불리며, 크기가 160 kDa인 3가지 coactivator들을 일컫는데,

steroid receptor coactivator 1 (SRC-1), glucocorticoid re-

ceptor interacting protein-1 (GRIP-1/TIF2/SRC-2), ampli-

fied in breast cancer-1 (AIB-1/SRC-3)으로 구성되어있다

[2,33]. SRC-1은 엔드로젠 수용체와의 결합을 통해 엔드로젠

수용체를 리간드 비의존적으로도 활성화 시킨다고 보고되

어있다[32]. GRIP-1 역시 엔드로젠 수용체의 전사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엔드로젠 수용체의 활성화와 상관없이

엔드로젠 수용체 비의존적(AR-independent)으로도 사람의

전립선 암 세포의 증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8]. Androgen receptor associated protein 70

(ARA70)은 다른 coactivator에 비해 엔드로젠 수용체와 가

장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유전자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

어, 엔드로젠 수용체의 가장 특이적인 coactivator로 잘 알려

져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dominant negative

ARA70 또는 ARA70-specific siRNA가 전립선 암 세포의 증

식을 현저하게 억제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ARA70가

엔드로젠 수용체의 활성화 기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고하였다[15,29]. 이러한 coactivator들이 근육 세포 내

에서 엔드로젠 수용체 활성화와 엔드로젠 수용체 목표 유전

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분자적 기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전립선 암세포를 중심으로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육에서 이들의 분자적 기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IGF-I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의 자극으로

간에서 생성된다[19,27]. 그러나 골격근에서도 국부적

(locally)으로 생산되어 자기 자신(autocrine)이나 주변 세포

들에(paracrine)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9]. 또한 IGF-I은 골

격근 세포의 증식을 돕고, 근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며, 근

단백질의 분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근 비대에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6,8,11,14,17,22,25].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는 IGF-I에 의해 활성화되는 주요 하

부 신호전달 경로이자 근 비대 관련 신호전달 체계에 있어

중요한 경로로 잘 알려져 있으며[4,5,12,20,26], MAPK 중

p38 MAPK와 extracellular regulated kinase 1 and 2

(ERK1/2)는 PI3K/Akt 경로와 함께 주요 IGF-I 하부 신호

전달 경로로 잘 알려져 있다. IGF-I이 근비대를 유도하는데

있어 ERK1/2 경로가 활성화되며[12], 과부하로 유도된 근비

대에 있어서도 p38 MAPK의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

어 있다[5].

이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엔드로젠 수용체와

IGF-I은 근부피 유지 및 증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언

급 되어 왔고, 이들 각각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 및 신호전

달 경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최근 엔드로젠 수용체의 리간드인 스테로이드 물질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체 물질에 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그에 따라 IGF-I 등과 같은 다양한 성장인자들에 의한 엔

드로젠 수용체의 리간드 비의존적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

및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엔드로젠 수용체

활성화의 보조 역할을 하는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에

있어서도 비리간드에 의한 활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2C12 근육 세포에서 IGF-I이 리

간드 비의존적으로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

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록 p38

MAPK, ERK1/2 신호전달 경로가 IGF-I의 중요 하부신호

전달 경로임은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근육 세포에서 엔드

로젠 수용체 coactivator의 발현에 있어 이들 경로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SB203580과 PD98059 억제제를 각각 IGF-I과 함께

처리시켜봄으로써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현

에 있어 p38 MAPK, ERK1/2 경로의 역할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 배양 및 시약 처리

C2C12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Logan, UT), 100 U/ml의 penicillin G, 100 μg/ml의 strep-

tomycin sulfate (Welgene, KOREA)를 함유하고 있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KOREA) 을 이용하여 37°C, 5% CO2의 환경에서 배양하였

다. 세포는 6-well plate에 2 ml 당 5×10
5
세포를 분주하고

48 시간 후 2% horse serum (HS) (Hyclone, Logan, UT)이

함유된 분화배지에 분화를 유도하면서 250 ng/ml의 IGF-I

(Sigma Aldrich, St. Louis, MO)을 처리하거나 250 ng/ml의

IGF-I을 p38 MAPK 억제제인 10 μM의 SB203580, 또는

ERK1/2 억제제인 30 μM의 PD98059와 함께 5 분 또는 30

분간 처리하였다. SB203580과 PD98059는 Sigma Aldrich사

로부터 구입하였다.

Western blot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cell lysis buffer (50 mM Tris,

pH 7.5, 150 mM NaCl, 1% Triton X-100, 1 mM PMSF, and

complete protease inhibitor cocktail)를 처리한 후 scraper

를 이용해 세포를 긁어낸 후 4°C에서 13,000 rpm으로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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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for real-time PCR

Gene Forward primers Reverse primers

ARA70

GRIP-1

SRC-1

GAPDH

CAAGCCTGACTCCTGTACCAACTG

AGAACCAGCCAAACCAAC

GCTCCAGCAAACTCCACCTACTT

ATGACAATGAATACGGCTACAGCAA

GGCTTCCTTCTCACAGTTGTCATC

TGGTTGAGGATTTCCCTCTG

AATGTTTGCGTTTCCACCTG

GCAGCGAACTTTATTGATGGTATT

간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얻어낸 뒤 Bradfor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를 사용하여 단백

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60 μg의 단백질을 8% SDS-PAGE

gel에서 150 V로 1 시간 동안 전기 영동 한 뒤, PVDF mem-

brane으로 transfer 하였다(12 V, 1 hr). 또한 Ponceau S로

모든 lane의 동량의 단백질을 확인한 후 각각의 membrane

을 5% skim milk로 1 시간 blocking 한 뒤 0.1% TBST로 5

분씩 3번 씻어내었다. 다음으로 GRIP-1 (polyclonal rabbit

antibody, 1:1,000), SRC-1 (monoclonal mouse antibody,

1:1,000), ARA70 (polyclonal rabbit antibody, 1:2,000)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그리고 α

-tubulin (monoclonal mouse antibody, 1:2,500) (Calbiochem,

Gibbstown, NJ) 1차 항체를 5% bovine serum albumin

(BSA)에 희석하여 4°C 에서 12 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0.1% TBST로 5 분씩 3번 씻어낸 뒤 2차 항체(anti-rabbit or

mouse IgG horse-radish peroxidase-linked secondary anti-

body, 1:5,000) (Cell signaling, Beverley, MA)를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

로 씻어낸 뒤, enhanced chemiluminescent (ECL) (GE

Healthcare UK Ltd., Little Chalfont, UK) 용액을 1:1 비율

로 섞어 1 분 동안 반응 시킨 뒤 LAS-3000 imaging system

(Fuji Film, Tokyo, Japan)으로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모든 coactivator들의 단백질 발현양은 각각의 α-tubulin의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여 densitometry (Scion image)를 이

용하여 수치화 하였다.

RNA 추출 및 cDNA 합성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TRIzol 용액(Invitrogen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을 이용한 phenol-chloroform

추출 기법을 사용하였다. TRIzol 용액을 well당 각각 1 ml

씩 넣고, 200 μl의 chloroform을 처리하여 잘 섞어준 뒤

4°C, 13,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액

을 분리하여 isoprophanol과 1:1 비율로 섞어준 뒤, 4°C,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하였다. 생성된 pellet을

DEPC로 희석한 75% ETOH에 씻어내고, 4°C, 12,000 rpm에

서 5분간 원심분리를 하였다. 최종 추출된 pellet을 상온에

서 10분간 말린 뒤 ultra pure water 60 μl에 녹인 후, UV

흡광도 260 nm에서 농도를 측정하였다. cDNA를 합성하기

위해 1 μg/μl의 RNA를 5× buffer 4 μl, random primer 2 μl,

2.5 mM dNTP 2 μl, Rnase inhibitor 0.5 μl, 그리고 reverse

transcriptase 0.25 μl (Invitrogen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와 혼합하여 25°C 10 분, 42°C 60 분, 그리고

95°C 5 분간 PCR을 이용해 cDNA를 합성하였다.

Real-time quantitative PCR

GRIP-1과 SRC-1, 그리고 ARA70 messenger RNA

(mRNA)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double-stranded DNA

dye인 SYBR Green PCR master mix (Finnzyme, Espoo,

Finland)를 이용하여 real-time PCR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primer sequence는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Primer는 코스모사(Cosmo Genetech, KOREA)에서 제작 및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real-time PCR 분석은 ABI

PRISM 7700 system (Applied Biosystems Inc., Foster City,

CA)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샘플은 3회 반복 실험하여 합성

시킨 cDNA를 각각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95℃ 15초,

60℃ 1분간 40 cycle 을 측정하여 CT 값을 구하고, 융해 곡

선 확인을 위해 40 cycle 이후 dissociation stage를 추가하여

95℃ 15초, 60℃ 1분의 조건을 2번 반복하여 현광 signal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증폭곡선의 S 커브가

급격히 올라가는 지점과 CT 값이 추출된 지점이 일치하였

음을 확인하고, 융해 곡선 그래프에서 단일 산물이 증폭 되

었음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CT 값을 데이터로 처리 하였

다. 결과는 상대 정량법인 단순 CT값 비교 분석 방법을 사

용하였다. 따라서 target mRNA 발현양은 house keeping

gene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의 CT 값으로 상대 정량 하여 보

정하였다.

자료처리

IGF-I 처리와 p38 MAPK 억제제인 SB203580, ERK1/2 억

제제인 PD98059 처리에 따른 C2C12 세포에서의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들의 단백질 발현과 mRNA 발현

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PSS 12.0 for window를 이용하

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ukey’s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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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단백질 발현

IGF-I이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의 단백질 발

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2C12 세포에 분화를

유도하면서 IGF-I을 처리하고, IGF-I에 의한 엔드로젠 수용

체 coactivator 단백질 발현의 변화에 있어 p38 MAPK와

ERK1/2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IGF-I 과 SB203580, 또는

PD98059를 각각 함께 처리하여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제군과 비교하였을 때

GRIP-1의 단백질 발현이 IGF-I에 의해 45% 증가하였다. 그

러나 p38 MAPK와 ERK1/2 경로 억제제인 SB203580과

PD98059를 각각 IGF-I과 함께 처리한 결과 IGF-I에 의한

GRIP-1 단백질 발현의 증가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엔드로젠

수용체의 또 다른 coactivator 중 하나인 SRC-1의 단백질 발

현을 알아본 결과 IGF-I을 처리하였을 때 SRC-1의 단백질

발현은 통제군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반면에 SB203580

과 PD98059 를 각각 IGF-I과 함께 처리한 결과 IGF-I만을

처리한 그룹에 비해 단백질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Fig. 2).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C2C12 세포에 IGF-I을

처리하자 엔드로젠 수용체의 가장 특이적인 coactivator로

알려진 ARA70의 단백질 발현은 통제군과 비교하였을 때

8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SB203580과 PD98059를

Fig. 1. GRIP-1 expression in C2C12 cells treated with IGF-I

(250 ng/ml) for 30 min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mM SB203580 or 30 mM PD98059. Sixty micrograms

of total protein were resolved on 8% SDS-PAGE gel,

followed by immunoblot with GRIP-1 and a -tubulin

antibodies. Inset: Western blot image of GRIP-1 and α

-tubulin detection. Values are means±SE with n=3 for

each condition. *p<0.05 vs. control. #p<0.05 vs. IGF-I.

Fig. 2. Effect of treatment with 250 ng/ml IGF-I for 30 min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mM SB203580 or 30 m
M PD98059 on the SRC-1 protein level in C2C12 cells.

Sixty micrograms of protein were fractionated by 8%

SDS-PAGE, followed by immunoblot with SRC-1 and

a -tubulin antibodies. Inset: Images of Western blot

analysis conducted using SRC-1 and α-tubulin

detection. Values are means±SE with n=3 for each

condition. *p<0.05 vs. control. #p<0.05 vs. IGF-I.

Fig. 3. ARA70 expression in C2C12 cells treated with IGF-I

(250 ng/ml) for 30 min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SB203580 (10 mM) or PD98059 (30 mM). Cell lysates

were fractionated by 8% SDS-PAGE, followed by im-

munoblot with ARA70 and α-tubulin antibodies. Inset:
Western blot image of ARA70 and α-tubulin

detection. Values are means±SE with n=3 for each

condition. *p<0.05 vs. control. #p<0.05 vs. I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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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IGF-I과 함께 처리하자 IGF-I에 의해 발현이 증가된

ARA70 단백질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mRNA 발현

IGF-I이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mRNA 발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C2C12 세포에 분화를

유도하면서 250 ng/ml의 IGF-I을 5 분간 처리하였다. 또한

IGF-I에 의한 coactivator mRNA 발현의 변화에 있어 IGF-I

의 하부신호전달 경로 중 하나인 p38 MAPK와 ERK1/2 신

호전달 경로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IGF-I 을 SB203580, 또

는 PD98059 와 함께 각각 5 분간 처리하여 real-time PCR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IGF-I을 처리

한 세포에서는 통제군과 비교하였을 때 GRIP-1의 mRNA

발현이 64%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SB203580과

PD98059를 각각 IGF-I과 함께 처리하였을 때에는 IGF-I만을

처리한 그룹에 비해 GRIP-1 mRNA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 5에 제시

된 바와 같이 IGF-I을 처리하자 SRC-1의 mRNA 발현은 통

제군에 비해 3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SB203580과

PD98059를 각각 IGF-I과 함께 처리한 결과 IGF-I에 의해 발

현이 증가된 SRC-1의 mRNA 발현을 감소시켰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GF-I에 의한 ARA70 mRNA 발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C2C12 세포에 IGF-I을 처리한 결과

통제군에 비해 발현이 50%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SB203580, PD98059를 각각 IGF-I과 함께 처리한 결과 IGF-I

만을 처리하였을 때 유도된 ARA70 mRNA 발현 증가 수준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Fig. 4. Real-time PCR analysis of GRIP-1 mRNA after treat-

ment with 250 ng/ml IGF-I for 5 min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mM SB 203580 or 30 mM PD98059.

Target mRNA values are shown normalized to the

GAPDH mRNA level for each sample.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in parallel with GAPDH. Values

are means± SE with n=3 for each condition. *p<0.05

vs. control.

Fig. 5. Real-time PCR analysis of SRC-1 mRNA after treat-

ment with 250 ng/ml IGF-I for 5 min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mM SB 203580 or 30 mM PD98059 in

C2C12. Target mRNA values are shown normalized

to the GAPDH mRNA level for each sample.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in parallel with GAPDH.

Values are means±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Values are means±SE with n=3 for each

condition. *p<0.05 vs. control.

Fig. 6. Real-time PCR analysis of ARA70 mRNA after treat-

ment with 250 ng/ml IGF-I for 5 min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mM SB 203580 or 30 mM PD98059.

Target mRNA values are shown normalized to the

GAPDH mRNA level for each sample. Samples were

analyzed in duplicate in parallel with GAPDH. Values

are means±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Values are means±SE with n=3 for each condition.

*p<0.05 vs. control.

고 찰

IGF-I과 엔드로젠 수용체는 근 비대 기전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엔드로젠 수용

체 coactivator는 엔드로젠 수용체 활성화 및 발현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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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 역할을 한다[18]. 최근 보고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물

질들의 각종 부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엔드로젠 수용체의 비

리간드 물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 사용한 IGF-I이 EGF, KGF 등의 성장인자들과 함께

전립선 암 세포에서 엔드로젠 수용체를 리간드 비의존적으

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7,10,16]. 또한 최근에는 근육 세포인 C2C12 세포에서도 엔

드로젠 물질 없이 IGF-I에 의해 엔드로젠 수용체가 활성화

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IGF-I이 리간드 비 의존적으로 엔드

로젠 수용체 활성화 단계에서의 안정화 및 발현 조절에 중

요한 보조자 역할을 하는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발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 과정

에서 IGF-I의 하부신호전달 경로인 p38 MAPK, ERK1/2의

역할도 알아보았다.

IGF-I에 의한 AR coactivator 유전자 발현

본 연구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IGF-I을 처리하였을 때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들의 단

백질과 mRNA의 발현이 리간드 비의존적 으로도 증가하였

다는 사실이다. 본래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들은 엔드

로젠 수용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리간드인 엔드로젠에 의

해 활성화 되고 발현이 증가한다[35]. GRIP-1은 엔드로젠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는데, C2C12 골격근 세포에 엔드로젠

물질 중 하나인 테스터스테론을 처리하자 GRIP-1의

mRNA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9]. 또한 SRC-1은 엔드로젠 수용체의 전사 활성화

(transcriptional activity)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ARA70는 아주 낮은 농도의 엔드로젠 처리에 의해

서도 발현이 증가하며, 엔드로젠 수용체 목표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시킨다[38]. Siriett 등[31]은 골격근 증식을 억제

시키는 유전자인 myostatin의 발현을 억제시키자 ARA70의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myostatin의 발현

이 억제되어 근육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ARA70가 발현되어 엔드로젠 수용체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

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엔드로젠 수용체의 기

능 및 세포 증식, 발달과 엔드로젠 물질에 의한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들의 역할 규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

지만, 비리간드 물질인 IGF-I과 같은 성장인자들에 의한 근

육세포에서의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현 변

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엔드로젠 수용체 활성화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o-

activator들이 골격근 세포에서 리간드 비의존적으로 IGF-I

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IGF-I 하부신호 전달 경로가 IGF-I에 의한 AR coactivator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p38 MAPK 와

ERK1/2 억제제를 IGF-I과 함께 처리하였을 때는 IGF-I에

의해 유도된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들의 단백질 및

mRNA 발현이 억제되었다는 것이다. p38 MAPK와

ERK1/2는 IGF-I에 의해 활성화되는 IGF-I의 주요 하부 신

호전달 경로이며 근 비대에 관련된 신호전달 체계와 골격근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로로

잘 알려져 있다[4,26]. 앞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p38

MAPK 억제제인 SB203580을 근육세포에 처리하자 근육세

포의 증식이 현저히 억제되고 세포주기 조절인자인 p21을

비롯한 myogenic regulatory factors (MRFs), myogenin, 그

리고 myosin heavy chain 등 골격근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36,39]. 또한 Hao

등[13]에 따르면 ERK1/2의 억제제인 PD98059를 C2C12

myotube에 처리하자 myotube의 직경이 감소하고, Akt와

GSK3α/β의 단백질 인산화가 현저히 억제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IGF-I의 하부신호전달 경

로인 p38 MAPK와 ERK1/2 경로가 근육세포의 증식 및 분

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p38 MAPK, ERK1/2 경로를 차단해봄으로써 IGF-I이 리간

드 비의존적으로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현

을 증가 시킴에 있어 위 경로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위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IGF-I에 의한 coactivator

의 발현에 있어 p38 MAPK, ERK1/2 억제제를 각각 처리하

였을 때 coactivator 단백질의 발현은 현저히 억제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mRNA 수준에 있어서는 약간의 발현이 감소되

었을 뿐 단백질 수준만큼 현저하게 발현이 억제되는 결과는

볼 수 없었다. 이는 실험을 실시함에 있어 mRNA 발현 측

정은 IGF-I과 억제제들의 처리시간을 5 분으로, 단백질 발현

측정은 IGF-I과 억제제들의 처리시간을 30 분으로 설정한

실험 조건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일반적인 실험 상황에 있어 전사 수준과 단백질 발현 수

준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정반대 경향의 결과

가 나타나는 많은 경우들을 고려하여 해석해봤을 때 IGF-I

에 의한 coactivator 단백질 발현 증가는 단백질의 안정화

(stability) 및 번역의 능력(capacity) 및 효율성(efficiency) 증

대와 같은 전사 후(post-transcription) 단계에서 유전자의 발

현이 조절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IGF-I과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의 향후 연구 방향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C2C12 골격근 세포에서

IGF-I이 리간드 비의존적으로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인 GRIP-1, SRC-1, ARA70의 유전자 발현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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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IGF-I이 이들 coactivator

의 발현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p38 MAPK, ERK1/2 신호전

달 경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비록

IGF-I의 하부 신호전달 경로로 p38 MAPK와 ERK1/2 경로

는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근육 세포 내에서 IGF-I과 엔드로

젠 수용체 coactivator와 관련하여 위 신호전달 경로에 연관

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들이 골격근에서 엔드로젠 물질들이 없이도 IGF-I에 의

해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근비대 기전에 있어 성장인자, 운동

중재의 필요성 증명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

되지만, 이와 관련한 다른 수 많은 coactivator들에 관한 연

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IGF-I에

의한 엔드로젠 수용체 corepressor들의 유전자 발현 억제와

신호전달 억제 등의 기능을 규명할 수 있다면, 근육에서

IGF-I과 엔드로젠 수용체 유전자 간의 분자적 기전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향후 관련 연구들에 있어 IGF-I의 하

부 신호 전달 경로인 p38 MAPK와 ERK1/2를 비롯한 다른

신호전달 경로들과 상, 하부 신호전달 경로에 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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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C2C12 세포에서 insulin-like growth factor-I이 p38 MAPK, ERK1/2 신호전달 경로를 통

해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찬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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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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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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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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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과, 2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C2C12 근육 세포에서 IGF-I이 리간드 비의존적으로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IGF-I 이 리간드 비의존적으로 엔드로젠 수용체의 coactivator인

GRIP-1, SRC-1, ARA70 유전자들의 단백질과 mRNA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p38 MAPK와 ERK1/2 신호전달 경

로 억제제인 SB203580과 PD98059를 IGF-I과 함께 처리한 결과 IGF-I에 의한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현의 증가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가 엔드로젠 물질이 없이도 IGF-I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운동에 의해 근육에서 분비가 증가하는 IGF-I이 리간드 비의존적으로 근육 세포에

서 엔드로젠 수용체 활성화 안정에 기여하는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IGF-I의 하부신호전달 경로로 잘 알려진 p38 MAPK와 ERK1/2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였을 때는 발현이 억제되었는데 이를 통해 IGF-I이 근육세포 내에서 p38 MAPK, ERK1/2 경

로를 통해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육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IGF-I이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IGF-I에 의한 리간드 비의존적인 엔드로젠 수용체 coactivator 유전자 발현 조절에 있어 p38 MAPK와

ERK1/2는 필수적인 신호전달 경로임을 확인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다양한 성장인

자들에 의한 coactivator 발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corepressor의 발현 억제 기능 및 신호전달 경로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