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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γ) is a key transcription factor that regulates 
adipogenesis, and epigenetic control of PPARγ is of great interest in obesity-inhibition research. Our 
previous study showed that CACUL1 (CDK2-associated cullin domain 1) acts as a corepressor that 
inhibits PPARγ transcriptional activity and adipocyte differentiation. Here, we investigated the roles 
of protein arginine methyltransferase 5 (PRMT5), a novel binding partner of CACUL1, in regulating 
PPARγ. The interaction between PRMT5 and CACUL1 was shown by immunoprecipitation assay in 
vivo and GST pulldown assay in vitro. As shown by luciferase reporter assay, PRMT5 and CACUL1 
cooperated to inhibit the transcriptional activity of PPARγ. The suppressive role of PRMT5 in adipo-
genesis was examined by Oil Red O staining using 3T3-L1 cells, which stably overexpress or deplete 
PRMT5. Overexpression of PRMT5 suppresses PPARγ-mediated adipogenesis, whereas PRMT5 knock-
down increases lipid accumulation in 3T3-L1 cells. Consistently, PRMT5 attenuates the expression of 
Lpl and aP2, the target genes of PPARγ, as demonstrated by RT-qPCR analysis.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MT5 interacts with CACUL1 to impair the transcriptional activity of PPARγ, leading 
to the inhibition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Therefore, the regulation of PRMT5 enzymatic activity 
may provide a clue to develop an anti-obesity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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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obesity)은 음식물의 과잉 섭취와 체내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대사증후군으로 당뇨병, 고

혈압, 심혈관질환 및 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대인

들은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의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 지방세포 분화(adipogenesis)는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

로 분화하는 과정으로 지방세포 내에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이 축적되므로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비만의 발

달 조절에 중요한 분자적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2, 3]. 지방세

포 분화는 세포 성장 억제(growth arrest), 클론 확장(clonal 

expansion), 그리고 최종 분화(terminal differentiation)의 다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지질 합성과 지질 저장이 동

반되는 변화를 거쳐 성숙한 지방세포로 분화된다[12]. 

지방세포 분화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정교한 발현 변화로 

일어나는데 핵 수용체(nuclear receptor)에 속하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γ)가 이들의 발

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전사 인자(transcription factor)로 작

용한다[15]. 생체 내의 arachidonic acid 대사 산물, 또는 인공

적으로 합성된 thiazolidinedione (TZD) 같은 ligand에 의하여 

활성화된 PPARγ는 retinoid X receptor (RXR)와 heterodimer

를 이루어 지방세포 분화 마커 유전자인 adipocyte protein 

2 (aP2)나 lipoprotein lipase (Lpl)의 PPAR-response element 

(PPRE) 부위에 결합하여 전사를 촉진한다[13]. PPARγ의 전사 

활성은 일반적인 전사 조절뿐만 아니라 후성유전학(epigenet-

ics) 조절에 관여하는 다양한 coactivators와 corepressors의 전

사 네트워크에 의하여 매개된다[16].

Protein arginine methyltransferase 5 (PRMT5)는 단백질의 

아르기닌 잔기를 메틸화시키는 효소인 PRMT family에 속하

며, 전사 억제자로서 그 기능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1, 4]. 

PRMT5는 주로 프로모터 부위에서 히스톤 단백질의 H2AR3, 

또는 H4R3, H4R8 메틸화를 유도하여 후성유전학적 조절을 

유도하거나 비히스톤 단백질인 전사 인자, 신호전달인자의 메

틸화를 통하여 세포의 성장, 발달, 증식 등에 관여한다[8]. 특히 

많은 암 조직에서 PRMT5의 과 발현이 보고되고 있으며 암의 

발달 및 예후와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발

암 유전자(oncogene)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6, 

11, 17]. 한편 PRMT5가 NANOG, OCT4와 같은 배아 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 ESC)의 마커 유전자들 발현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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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의 기능에 중요하게 작용하며[14],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의 항상성 유지, 체세포의 리프로그래밍 촉진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5, 10] 다양한 세포에서 분화 조절에 

관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본 연구자들은 PPARγ의 새로운 corepressor로서 

CACUL1 (CDK2 associated cullin domain 1)을 발굴하여 탈

메틸화 효소(demethylase)인 LSD1와 탈아세틸화 효소(deace-

tylase) 인 SIRT1을 상반되게 조절하여 후성유전학적으로 지

방세포의 분화를 조절함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7]. 본 연구에

서는 CACUL1의 complex purification을 통하여 신규 발굴한 

PRMT5가 CACUL1과 결합하여 PPARγ의 전사 활성 및 지방

세포 분화의 조절에 관여하는지 확인하였다. 

재료  방법

동물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한 HEK293세포 또는 3T3-L1세포는 1% anti-

biotic-antimycotic mix (Life Technologies), 10% fetal bovine 

serum (FBS) 또는 bovine serum (BS)을 포함하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WELGENE Inc.) 배지

를 사용하여 37℃, 5% CO₂조건에서 배양하였다. 

Stable cell line 제작 

PRMT5가 과발현되는 세포주 제작을 위하여 3T3-L1세포에 

Flag-Empty, 또는 Flag-PRMT5가 발현되는 plasmid를 tran-

sient transfection하여 800 µg/ml G418 (Life Technologies)으

로 14일간 clonal selection을 수행하고 Flag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WB)으로 세포주 제작을 확인하였다. PRMT5가 

knockdown된 세포주 제작은 sh-Luciferase, 또는 sh-PRMT5

가 발현되는 plasmid를 transient transfection하여 100 mg/ml 

Hygromycin B (Life Technologies)로 14일간 clonal selection

을 수행하고 PRMT5 항체를 이용한 WB으로 세포주 제작을 

확인하였다. sh-PRMT5-1 타겟 DNA 서열은 5’- AGG GAG 

TTC ATT CAG GAA-3’, sh-PRMT5-2 타겟 DNA 서열은 5’- 

GTC TTC CAG CTT TCG TAT-3’이다.  

Transient transfection

HEK293 세포 또는 3T3L-1 세포를 실험 하루 전에 6 well 

plate에 미리 counting하여 seeding하였다. 각 실험 조건에 맞

는 비율로 serum free 배지에 DNA constructs를 PlusTM re-

agent (Life Technologies)와 혼합하여 15분간 반응한 후, 

Lipofectamine (Life Technologies)과 섞어 상온에서 다시 15

분간 반응 시키고 세포에 도입하였다. 4시간 후 10% FBS 또는 

BS와 1% antibiotic-antimycotic이 포함된 DMEM 배지로 교체

하였다. Polyethylenimine (PEI, Polysciences)을 이용한 실험 

방법의 경우 DNA와 함께 PEI를 serum free 배지에서 15분간 

반응 시킨 후, 세포에 overlay하고 8~10시간 후 10% FBS 혹은 

BS와 1% antibiotic- antimycotic이 포함된 정상 배지로 교체하

였다.

Western blotting (WB)을 통한 단백질 발  분석

실험 후 cell lysates는 RIPA buffer (0.05M pH7.5 Tris-HCl, 

0.15M NaC1, 1mM NaF, 1mM EDTA, 1mM PMSF, 1mM 

Na3VO4, 1% NP-40, protease inhibitor cocktail)로 추출하였

다. Bradford assay로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고 8% SDS-PAGE

로 전기 영동 한 후 PVDF membrane (0.45 μm, Merck Milli-

pore)에 transfer하고 5% skim milk가 포함된 TBS/T buffer 

(0.5M pH8.0 Tris-HCl, 0.15M NaC1, 0.2% Tween 20)에 1시간 

동안 상온에서 blocking하였다. 1차 항체(anti-Myc, anti- 

PRMT5, Merck Millipore; anti-GFP, anti-β actin, Santa Cruz 

Biotechnology; anti-Flag, Sigma; anti-CACUL1, Peptron)를 

blocking buffer에 희석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membrane을 15분씩 수회 TBS/T buffer로 세척하고 2차 

항체(Santa Cruz Biotechnology)를 희석하여 incubation하였

다. WEST-ZOL system (iNtRON Biotechnology)을 사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Immunoprecipitation (IP)을 통한 in vivo 단백질 결합 

분석

IP 실험을 위하여 추출된 cell lysates를 1:200의 비율로 희석

한 1차 항체와 4℃에서 overnight으로 반응시킨 후, protein 

A/G-agarose beads (Santa Cruz Biotechnology)를 추가하여 

4시간 동안 incubation하였다. RIPA buffer로 침전된 immune 

complexes를 수회 세척하고 2X sample buffer를 첨가하여 100 

℃에서 5분 boiling으로 분리한 후 WB를 통해 in vivo 단백질 

결합을 확인하였다.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pull-down assay

를 통한 in vitro 단백질 결합 분석

 GST-CACUL1은 Escherichia coli에서 발현시키고 gluta-

thione-sepharose beads (GE life science)를 이용하여 정제하

였다. Flag-PRMT5 단백질은 TNT rabbit reticulocyte system 

kit (Promega)를 사용하여 in vitro에서 합성하였다. GST 또는 

GST-CACUL1 단백질과 in vitro에서 합성된 Flag-PRMT5을 

A100 buffer (0.2M NaCl, 0.02M pH7.5 Tris-HCl, 0.2% NP40, 

1mM EDTA)에 섞어 함께 반응시킨 후 glutathione-sepharose 

beads로 분리하였다. 결합된 단백질은 Flag 항체를 이용한 

WB로 확인하였다.

Luciferase reporter assay를 통한 사 활성 조  분석

6 well plate에 HEK293 세포를 seeding하고 다음날 실험 

조건에 따른 DNA constructs를 CMV β-galactosidase (β-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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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RT-qPCR 

Gene* Forward primer (5’ to 3’) Reverse primer (5’ to 3’)

maP2 (Fabp4)

mLpl

GAPDH

AAGACAGCTCCTCCTCGAAGGTT

ATCCATGGATGGACGGTAACG

CTGCACCACCAACTGCTTAGC

TGACCAAATCCCCATTTACGC

ctggatcccaatacttcgacca

GGGCCATCCACAGTCTTCTGG

*m, murine

PPRE-luciferase 발현 벡터와 함께 co-transfection한 후, 5 μM 

rosiglitazone (Sigma)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TEN buffer 

(0.25 M pH 8.0 Tris-HCl, 0.1 M PMSF)로 Cell lysates를 추출

하고 luciferin (Promega)과 반응시켜 luminometer (Promega)

로 분석하였다. Internal control로서 β-gal activity를 확인하

기 위해, Lac Z buffer (10 mM KCl, 60 mM Na2HPO4, 50 

mM β- mercaptoethanol, 1 mM MgSO4, 40 mM Na2H2PO4)에

서 O-Nitrophenyl-β-d-Galactoside (ONPG)와 cell lysates를 

섞어 반응시킨 후 1 M Na2CO3를 넣어 반응을 종료시켰다.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05 nm 파장으로 측정된 β-gal 

activity 값으로 luciferase activity를 보정하였다.

Reverse-transcription quantitative PCR (RT-qPCR)

을 통한 유 자 발  분석

Easy-Blue reagent (iNtRON Biotechnology)를 사용하여 

3T3-L1 세포로부터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M-MLV RTase (Promega)와 Random primer (Promega)를 이

용하여 cDNA를 합성하고 SYBR Green Real time PCR Master 

Mix (Roche)와 LightCycler system (Roche)을 사용하여 RT- 

qPCR을 수행하였다. 모든 유전자 발현 정도는 GAPDH 발현 

값으로 보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rimer 서열은 Table 1과 

같다.

3T3-L1세포의 지방세포 분화 유도

3T3-L1 세포를 6 well plate에 seeding하고 100% confluence

가 되도록 배양한 후, 지방세포 분화 유도 배지(0.5 mM IBMX, 

5 μg/ml Insulin, 1 μM Dexamethasone, 10% FBS DMEM)에 

PPARγ의 ligand인 5 μM rosiglitazone을 포함하여 2일간 처리

한다. 이후, 이틀 간격으로 5 μg/ml Insulin을 포함한 10% FBS 

DMEM 배지로 8일 동안 교체해 주며 지방세포 분화를 유도하

였다.

Oil Red O staining을 통한 지방세포 분화 분석 

지방세포 분화가 완료된 3T3-L1 세포를 상온에서 10분간 

70% 에탄올로 세포를 고정하고 Oil-red-O (Sigma) solution으

로 상온에서 4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70% 에탄올로 2회 세척

하고 1X PBS로 2회 세척한 뒤, 지방세포로 분화된 세포를 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고찰

In vivo와 in vitro에서 PRMT5와 CACUL1간의 결합  

확인

선행연구에서 CACUL1이 LSD1과 SIRT1의 상반된 조절을 

통하여 후성유전학적으로 PPARγ의 전사 활성 및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을 보고하였으며[7], 추가적인 CACUL1의 PPARγ 

조절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complex purification을 수행하였

고 CACUL1의 complexes 중의 하나로 PRMT5를 발굴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연구들에서 단백질 아르기닌 메틸전이효소인 

PRMT5가 배아줄기세포를 비롯하여 성체 줄기세포, 체세포의 

리프로그래밍 등 세포의 발달 및 분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5, 10] 지방세포의 분화 조절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예측

되어, 먼저 세포 내에서 PRMT5가 CACUL1과 결합하는지를 

IP 실험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Fig. 1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RMT5가 CACUL1과 결합함 확인하였고 이를 endoge-

nous IP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다(Fig. 1B). 두 단백질이 직접

적으로 결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in vitro 상에서 합성한 

Flag-PRMT5 단백질과 GST-CACUL1 단백질을 이용하여 

GST-pull down assay를 수행한 결과, PRMT5와 CACUL1이 

직접적으로 결합함을 확인하였다(Fig. 1C). 이러한 결과들로 

PRMT5가 CACUL1와의 결합을 통하여 PPARγ의 전사 활성

을 조절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CACUL1과의 력에 의한 PRMT5의 PPARγ 사 활성 

억제 

두 단백질 간의 결합이 주는 생리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

하여 PRMT5가 PPARγ의 전사 활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

였다. PPRE-luciferase reporter를 이용한 reporter assay를 수

행한 결과, CACUL1에 의하여 억제된 PPARγ의 전사 활성이 

PRMT5의 농도 의존적으로 더욱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HEK 

293 세포 내로 도입된 각 단백질의 발현은 WB를 수행하여 

확인하였다(Fig. 2A). 반면에, HEK293 세포에서 농도 의존적

으로 PRMT5의 발현을 감소시킬 경우 CACUL1에 의하여 억

제된 PPARγ의 전사 활성이 점차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sh- 

PRMT5에 의한 PRMT5의 knockdown 정도는 WB로 확인하

였다(Fig. 2B). 따라서 PRMT5가 CACUL1와 상호 협력하여 

PPARγ의 전사 활성을 억제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세포의 분화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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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PRMT5 interacts with CACUL1. (A) Immunoprecipitation (IP) assay in vivo. HEK293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as 

indicated.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P with an anti-Flag antibody and followed by Western blot (WB) using an anti-Myc 

antibody. (B) Endogenous interaction. IP using an anti-CACUL1 antibody was followed by WB using an anti-PRMT5 antibody. 

(C) GST-pull down assay in vitro. GST-empty or GST-CACUL1 was incubated with in vitro translated Flag-PRMT5. The 

bound protein was detected by WB with an anti-Flag antibody. Both GST and GST-CACUL1 proteins are shown by Coomassie 

Blue staining. 

A B

Fig. 2. PRMT5 cooperates with CACUL1 for repressing PPARγ-mediated transcriptional activity. (A) Effect of PRMT5 overexpression 

on PPARγ transcriptional activity. The PPRE-Luc reporter was cotransfected with Myc-PPARγ, Flag-CACUL, and increasing 

amounts of Flag-PRMT5 in the presence of 5 μM rosiglitazone in HEK293 cells.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was normalized 

by β-galactosidase activity. The protein expression was detected by WB with each antibody. Data represent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B) Effect of PRMT5 knockdown on PPARγ transcriptional activity. Cell extracts 

of HEK293 transfected with sh-PRMT5 were subjected to luciferase assay. The protein expression was measured by WB 

using each antibody. Data represent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7 769

A C

B

Fig. 3. PRMT5 suppresses PPARγ-mediated adipogenesis in 3T3-L1 cells. (A) WB analysis of Flag-PRMT5 stably expressed in 3T3-L1 

cells. (B) Selected 3T3L-1 stable cells were subjected to adipogenic differentiation for 8 days, and followed by Oil Red O 

staining. (C) Effect of PRMT5 overexpression on the mRNA expression of PPARγ target genes. RT-qPCR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mRNA expression of Lpl and aP2 genes. Data represent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p<0.01 compared with Flag-Empty #3.

PRMT5 발 에 의한 3T3-L1세포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 

PRMT5가 PPARγ의 전사 활성을 억제하여 지방전구세포인 

3T3-L1 세포의 지방세포 분화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Flag-Empty, Flag-PRMT5가 안정적으로 과발현되는 세

포주를 제작하고 이를 WB로 확인하였다(Fig. 3A). 제작된 세

포주에서 PPARγ의 ligand인 rosiglitazone과 함께 지방세포 

분화를 유도하고, Oil red O staining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대조군 세포와 비교하여 PRMT5가 과발현되는 세포주에서는 

지방세포 분화가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B). 이러한 결과가 PRMT5에 의한 PPARγ의 타겟 유전

자들의 전사 활성 억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RT- 

qPCR을 수행하였다. PRMT5가 과발현되는 세포주에서 PPARγ
의 타겟 유전자인 Lpl과 aP2의 mRNA 발현이 유의성 있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C). 또한 분화 Day-0에서는 

PRMT5 과발현에 따른 Lpl과 aP2의 발현 변화가 거의 없으나 

분화 Day-8에서는 억제되므로 PPARγ 특이적으로 PRMT5가 

타겟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로 PRMT5가 PPARγ의 타겟 유전자들의 발현을 감

소시켜 3T3-L1의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함을 제시하였다.

PRMT5 억제에 의한 3T3-L1세포의 지방세포 분화 진

다음으로 PRMT5의 knockdown시 지방세포 분화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에는 서로 다른 타겟 서열로 

PRMT5가 안정적으로 knockdown되는 세포주를 제작하고 이

를 WB로 확인하였다(Fig. 4A). 제작된 세포주에서 rosiglita-

zone과 함께 지방세포 분화를 유도하고, Oil red O staining으

로 확인한 결과, PRMT5가 knockdown된 세포주의 지방세포 

분화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B). 또한 이러한 결과가 PRMT5의 발현 억제에 의한 

PPARγ의 전사 활성 촉진에 의한 것임을 RT-qPCR을 수행하

여 PPARγ의 타겟 유전자인 Lpl과 aP2의 mRNA 발현이 현저

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입증하였다(Fig. 4C). 따라

서 PRMT5가 PPARγ의 전사 활성을 억제하여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새로운 corepressor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CACUL1의 신규 결합 단백질로 발굴된 

PRMT5가 CACUL1과 협력하여 PPARγ의 전사 활성을 억제

하고 타겟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하여 PPARγ가 매개하는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PRMT5가 PPAR

γ의 타겟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의 히스톤 단백질의 H2AR3, 

또는 H4R3, H4R8 메틸화를 유도하여 후성유전학적으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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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nockdown of PRMT5 enhances PPARγ-mediated adipogenesis in 3T3-L1 cells. (A) WB analysis of PRMT5 after knockdown 

by sh-PRMT5. (B) Stable cells were selected as described and performed differentiation for 8 days. Lipid accumulation was 

monitored by Oil Red O staining. (C) Effect of PRMT5 knockdown on the expression of PPARγ target genes. The mRNA 

expression of Lpl and aP2 genes were measured by RT-qPCR. Data represent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p<0.01 compared with Sh-Luc #1.

를 억제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PPARγ의 메틸화를 통하여 

기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PPARγ의 전사 활

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corepressor로서 PRMT5의 기능을 처음

으로 제시하였으며,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여 비만을 조절하

는 새로운 분자적 기전을 이해하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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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사 활성을 방해, 나아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분자적 기전을 처음으로 밝혔다. 

따라서, PRMT5 효소 활성의 조절은 비만 억제를 위한 약물 개발에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11. Powers, M. A., Fay, M. M., Factor, R. E., Welm, A. L. and 

Ullman, K. S. 2011. Protein arginine methyltransferase 5 ac-

celerates tumor growth by arginine methylation of the tu-

mor suppressor programmed cell death 4. Cancer Res. 71, 

5579-5587.

12. Rosen, E. D. and MacDougald, O. A. 2006. Adipocyte differ-

entiation from the inside out. Nat. Rev. Mol. Cell Biol. 7, 

885-896.

13. Sugii, S. and Evans, R. M. 2011. Epigenetic codes of 

PPARgamma in metabolic disease. FEBS Lett. 585, 2121e2128.

14. Tee, W. W., Pardo, M., Theunissen, T. W., Yu, L., Choudhary, 

J. S., Hajkova, P. and Surani, M. A. 2010. Prmt5 is essential 

for early mouse deelopment and acts in the cytoplasm to 

maintain ES cell pluripotency. Genes Dev. 24, 2772-2777.

15. Tontonoz, P., Hu, E. and Spiegelman, B. M. 1994. Stimulation 

of adipogenesis in fibroblasts by PPARγ2, a lipid-activated 

transcription factor. Cell 79, 1147-1156.

16. Tontonoz, P. and Spiegelman, B. M. 2008. Fat and beyond: 

the diverse biology of PPARgamma. Annu. Rev. Biochem. 77, 

289-312.

17. Wei, T. Y., Juan, C. C., Hsia, J. Y., Su, L. J., Lee, Y. C., Chou, 

H. Y., Chen, J. M., Wu, Y. C., Chiu, S. C., Hsu, C. P., Liu, 

K. L. and Yu, C. T. 2012. PRMT5 is a potential oncoprotein 

that upregulates G1 cyclins/CDKs and the PI3K/AKT sig-

naling cascade. Cancer Sci. 103, 1640-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