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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dependent apoptosis is important in the elimination of damaged
or abnormal cells from normal tissues, especially in liver, in vivo. To investigate which gene ex-
pressions are critical for TGF-β-induced apoptosis in hepatocytes, gene expression profiling experi-
ments were performed with TGF-β-treated and non-treated mouse hepatocytes AML12 cells. Findings
showed that serum and glucocorticoid-inducible protein kinase1 (SGK1) expression is markedly down-
regulated during TGF-β-induced apoptosis. Findings confirmed that expression of SGK1 protein, as
well as mRNA, is also markedly decreased with TGF-β treatment. Infection of adenoviral vector en-
coding constitutively active SGK1 (CA-SGK1), but not kinase dead SGK1 (KD-SGK1), attenuated TGF-
β-induced apoptosis. All of these results suggest that downregulation of SGK1 expression is critical
for TGF-β-induced apoptosis in AML1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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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러 조직에서 세포의 수는 세포의 성장과 사멸에 의해 정

교하게 조절되고 있다. 세포의 성장과 사멸의 정확한 조절은

정상적인 세포의 형태 유지에 필수적이며, 만약 이들 간의 균

형이 깨어지면 암세포로 변형되기도 한다.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사

멸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여 세포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이다[12,14]. TGF-β에 의

해 유도되는 세포사멸 과정은 생체내의 정상조직에서 손상을

입은 세포들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TGF-β는 인체 내에서 간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세포에 과발현될 경우 세포사멸을 유도하

게 된다[3,10,13].

TGF-β에 의한 신호전달 과정은 serine/threonine kinase인

type I과 type II receptor로 이루어진 heteromeric receptor

complex에 의해 전달된다. TGF-β가 type II receptor에 결합하

면 type II receptor는 type I receptor와 heteromer를 형성하고

type I receptor를 인산화 시킨다. 인산화를 통해 활성화된

type I receptor는 TGF-β 신호전달 과정의 세포질 내 신호전달

단백질인 Smad2와 Smad3 단백질을 인산화 시킨다. Type I

Receptor에 의해 인산화된 Smad2와 Smad3 단백질은 Smad4

와 결합하게 되고 핵 내로 이동하게 되며, 핵 내에서 다른 전사

인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

절하게 된다[5,8,21,27]. 현재까지 TGF-β에 관한 연구는 TGF-β

에 의해 유도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세포주기를 억제하

는 기작에 치중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TGF-β에 의해 유도되

는 세포사멸 과정의 작용기작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

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oxidative stress의 증가,

Bcl-2 family 유전자들의 발현 억제, Bax와 같은 세포사멸 촉진

유전자들의 발현 증가와 여러 가지 caspase 단백질들의 활성

화 등이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7,18,19,20,24]. 최근

에 여러 가지 세포내 신호전달 단백질들이 TGF-β에 의해 유도

되는 세포사멸에 관여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

지 그 자세한 작용기작은 알려져 있지 않다[6,16,22,25].

본 연구에서는 TGF-β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기 위해 TGF-β에 의해 세포

사멸이 유도되는 mouse hepatocytes AML12 세포에서 TGF-β 

처리시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자들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 여

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가운데 세포

사멸과 관련성이 높은 유전자들의 발현을 RT-PCR과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특히 TGF-β에 의한 serum

and glucocorticoid-inducible protein kinase1 (SGK1)의 발현

감소가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간세포의 사멸에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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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RT-PCR analyses

Name of Gene Direction Nucleotide sequences

PAC1
Sense

Antisense

5’- ACTGTCCGGATCTGTGCTCT-3’

5’- CCCCATGAAACTGAAGTTGG-3’

TDRG51
Sense

Antisense

5’- CTGAAGGAAGGAGTGCTGGA-3’

5’- TGGTAGACTTGACCGCCAGT-3’

EGR2
Sense

Antisense

5’- CAGTGACTGCCACCCCTTAT-3’

5’- GACCAGAGGCTGAAGACTGG-3’

SGK1
Sense

Antisense

5’- TTGGGCTCTGCAAAGAGAAT-3’

5’- CTCGGTAAACTCGGGATCAA-3’

PLK2
Sense

Antisense

5’- GGCAAGAAGGACAAAGCAAG-3’

5’- CCCAAAGCCATATTTGTTGG-3’

ALCAM
Sense

Antisense

5’- CAGGCCTTGGATGGTACACT-3’

5’- TGATGTTGCCATCTGGGTAA-3’

b-actin
Sense

Antisense

5’- GTGGGGCGCCCCAGGCACCA-3’

5’- CTCCTTAATGTCACGCACGAT-3’

재료 및 방법

세포 배양

Murine hepatocytes cell line인 AML12 세포는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로부터 구입하였으며,

insulin (5 μg/ml), transferrin (5 μg/ml), selenium (5 μg/ml),

dexamethasone (40 ng/ml)과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Invitrogen)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and Ham’s F12 (DMEM/F12) medium을 이용하여

37°C 5% CO2 배양기에서 키웠다.

세포사멸 유도 및 확인

TGF-β에 의한 AML12 세포의 사멸과 세포주기 분석을 위

해서 TGF-β를 시간 별로 처리한 후 AML12 세포를 75%

ethanol에서 냉장상태로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

포의 핵을 propidium iodide (PI, 50 μg/ml, Sigma, St. Louis,

MO, USA) 용액으로 37°C에서 30분간 염색하고, 유세포 측정

기를 이용하여 세포주기와 사멸율을 분석하였다.

Microarray analysis

Microarray analysis는 Digital Genomics (Seoul, South

Korea)에 의뢰하여 robotic operation에 의한 전자동 시스템으

로 수행되었다. Total RNA는 TGF-β를 처리하지 않거나 한

시간 동안 처리한 AML12 세포로부터 RNeasy Mini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제품 protocol에

따라 분리하였다. TGF-β를 처리하지 않은 AML12 세포로부

터 추출한 RNA는 reverse-transcription후 cDNA를 Cyanine3

로 labeling하였으며, TGF-β를 한 시간 처리한 AML12 세포로

부터 추출한 RNA는 역전사시킨 후 cDNA를 Cyanine5로

labeling하였다. Labeling을 위해서는 Quick Amp Labeling

Kit (Agilent Technologies Inc. USA)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labeling된 cDNA들은 약 12,000개의 독립적인 mouse cDNA

sequence를 가지는 Agilent Whole Mouse Genome 44K 4Plex

cDNA microarray (Agilent Technologies Inc. USA)와

co-hybridization시켰다. Hybridization은 dye-swapping과 함

께 3번 반복해서 실시하였으며, data는 scatter plot smoother

'LOWESS' 방법을 사용한 intensity-dependent 방법으로 표준

화하였다.

RT–PCR 분석

분리한 RNA를 260 nm에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정량 한 후 Maxime RT-PCR Premix kit (Intron,

Korea)를 사용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세포에서 분리한

total RNA 250 ng에 각각의 유전자에 특이적인 primer를 20

pmole씩 첨가한 후 RNase-free water로 전체 volume이 20

ul가 되게 하였다. 이 혼합물을 Maxime RT-PCR Premix와

섞은 후 45
o
C 에서 30분간 reverse transcription 반응 후 94

o
C

에서 5분 간 가열하여 reverse transcriptase의 활성을 없애고

PCR 반응을 수행하였다. PCR은 94oC에서 45초, 72oC에서 45

초로 25회 반복 반응하였다. 얻어진 PCR product를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

여 각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각

유전자에 특이적인 primer sequence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

Antibodies and western blot analysis

PAC1, TDAG51, EGR2, GFP에 대한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에서 구입하였다. PARP, SGK1, PLK2, ALCAM

에 대한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에서 구입하였으며,

Flag과 α-tubulin에 대한 항체는 Sigma로 부터 구입하였다.

TGF-β를 시간 별로 처리한 AML12 세포의 lysates를 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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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PAGE로 분리한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

brane (Amersham Bioscience)으로 transfer 하였다. 비 특이적

인 단백질들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5% skim milk가 첨가된

TBST 용액(150 mM NaCl, 10 mM Tris-HCl (pH 8.0), 0.05%

Tween20)으로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적당한 1차

항체와 반응시켰다. Horseradish peroxidase가 붙어있는 적당

한 2차 항체와의 반응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re-

agents (ECL, Amersham Bioscience)를 사용하여 각 단백질들

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Adenoviral vectors

Constitutive active (CA, T256D) mutant SGK1과 kinase

dead (KD, K127M) mutant SGK1을 발현하는 adenoviral vec-

tor와 GFP를 발현하는 adenoviral vector들은 모두 허강민 교

수(충남대학교 의과대학)로부터 제공 받아 본 실험에 사용하

였다[23].

결과 및 고찰

TGF-β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 동안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

자들의 탐색

TGF-β는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고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ML12 세포는 쥐의 간세포로

서 TGF-β에 의해 세포사멸이 유도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5]. 본 연구에서는 TGF-β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기 위해 AML12 세포에

TGF-β를 처리하였을 때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자를 micro-

array analysis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AML12 세포

에 TGF-β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사멸이 일어나는지 검증하였

다. AML12 세포에 5 ng/ml의 TGF-β를 처리한 후 세포의 형

태를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24 시간 후부터

세포의 부피 감소와 더불어 세포사멸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

으며, 36시간 후에는 거의 모든 세포들이 사멸됨을 볼 수 있었

다(Fig. 1A). 또한 유세포분석기(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FACS)를 사용하여 TGF-β에 의한 AML12 세포의 사멸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세포사멸을 나타내는 Sub G1기의 세포

수가 TGF-β를 12시간 처리하였을 때 7.73%, 24시간 처리시

25.58%, 36시간 후에는 39.31%의 세포사멸이 일어남을 확인하

였다(Fig. 1B). 이와 유사한 실험으로 세포사멸 과정에서 활성

화되는 caspase 단백질에 의해 절단되는 PARP 단백질의

cleavage 를 관찰한 결과 TGF-β를 처리한 세포의 경우 24시간

이후부터 PARP 단백질의 cleavage가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

었다(Fig. 1C).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TGF-β에 의해 AML12

세포의 세포사멸이 유도됨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TGF-β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고자 TGF-β를 1시간 동안

Fig. 1. TGF-β induces apoptosis in murine hepatocytes AML12

cells. Induction of apoptosis in AML12 cells by TGF-β 

was verified by cell morphology (A) and FACS analysis

(B). (C) Representative immunoblots for PARP cleavage

after TGF-β treatment in AML12 cells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처리한 AML12 세포와 TGF-β를 처리하지 않은 AML12 세포

로부터 RNA를 분리한 후 microarray analysis를 통해 TGF-β

에 의해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자들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AML12 세포에서 TGF-β에 의해 932개의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됨을 확인하였고, 이 가운데 5배 이상 발현이 증가한 유전

자들과 60% 이상 발현이 감소하는 유전자들을 일차적으로 선

별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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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uring TGF-β-induced apoptosis in AML12 cells

No. Upregulated genes during TGF-β-induced apoptosis in AML12 cells Fold Accession number

1

2

3

4

5

6

7

8

9

Dual specificity phosphatase 2 (PAC1)

Snail homologue 1

Early growth response 2 (EGR2)

Fibroblast growth factor 21

Pleckstrin homology-like domain, family A, member 1 (TDAG51)

Jun-B oncogene

Distal-less homeobox 2

Mus musculus MAD homolog 7 (Smad7)

Growth arrest and DNA-damage-inducible 45 beta (Gadd45b)

9.1

9.0

8.5

7.7

6.7

5.8

5.6

5.0

5.0

Q05923

P11161

Q8WV24

Q07687

O95863

Q9NSA1

Q5U079

O15105

O75293

No. Downregulated genes during TGF-β-induced apoptosis in AML12 cells Fold Accession number

1

2

3

4

5

6

7

8

Activated leukocyte cell adhesion molecule (ALCAM)

Forkhead box A2

Serum/glucocorticoid regulated kinase 1 (SGK1)

Heparan sulfate 3-O-sulfotransferase 1

Glycerol kinase

Polo-like kinase 2 (PLK2)

Cholesterol 25-hydroxylase

Protein phosphatase 1, regulatory (inhibitor) subunit 3C

0.11

0.15

0.17

0.24

0.27

0.29

0.36

0.39

Q13740

O00141

Q9NYY3

O14792

P32189

O95992

Q9Y261

P36873

TGF-β에 의해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자들의 mRNA 및 단

백질 발현 양상 확인

일차적으로 선별된 유전자들 가운데 세포사멸과 관련이 있

다는 보고가 있는 6개의 유전자들(TGF-β에 의해 발현이 증가

한 유전자 PAC1, TDAG51, EGR2와 감소한 유전자 SGK1,

PLK2, ALCAM)을 선택하여 각 유전자들의 발현이 TGF-β에

의해 변화되는지 RT-PCR과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해 검

증하였다. RT-PCR을 통해 각 유전자의 mRNA 발현 정도를

조사한 결과 ALCAM을 제외한 5개 유전자의 발현이 micro-

array analysis 실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Fig. 2). 하지

만 단백질 발현의 경우 TGF-β에 의해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의

경우 TDAG51과 발현이 감소한 유전자인 SGK1만이 mRNA

발현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Fig. 3).

Fig. 2. mRNA expression of the genes those are differentially

expressed during TGF-β-induced apoptosis in AML12

cells. (A) mRNA expression of PAC1, TDAG51, and

EGR2 after TGF-β treatment in AML12 cells for the in-

dicated times. (B) mRNA expression of SGK1, PLK2, and

ALCAM after TGF-β treatment in AML12 cells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TGF-β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서 SGK1의 기능 규명

앞선 실험결과 TDAG51의 발현이 TGF-β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TGF-β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

서 TDAG51의 발현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iRNA를

이용하여 TDAG51의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TGF-β에 의해 유

도되는 세포사멸이 억제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TDAG51의 발현을 억제하여도 TGF-β에 의한 세포사멸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TGF-β에 의해 발현이 감소하는 유전자로 확인된 SGK1의 경

우 많은 보고들을 통해 여러 가지 세포사멸 인자들의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어[4,11,17], 본 연

구에서는 SGK1의 발현 감소가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 과정에 필수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Fig. 3.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the genes those are differ-

entially expressed during TGF-β-induced apoptosis in

AML12 cells.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for PAC1,

TDAG51, and EGR2 after TGF-β treatment in AML12

cells for the indicated times. (B) Representative immuno-

blots for SGK1, PLK2, and ALCAM after TGF-β treat-

ment in AML12 cells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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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ression of SGK1 inhibits TGF-β-induced apoptosis

in AML12 cells. (A) AML12 cells were infected with ad-

enoviral SGK1 (CA), SGK1 (KD) or control adenovirus

(GFP), and the cells were harvested after 48 h after in-

fection and subjected western blot analysis. (B)

Induction of apoptosis in adenoviral SGK1 (CA or KD)

or GFP-infected AML12 cells by TGF-β was verified by

FACS analysis.

adenoviral vector를 이용하여 AML12 세포에 constitutive

active (CA, T256D) mutant SGK1 혹은 kinase dead (KD,

K127M) mutant SGK1을 발현시킨 후 각 세포에서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Control로는 GFP 단백질을 발현하는 adenoviral

vector를 사용하였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GFP나 kinase

dead form의 SGK1을 과발현시켰을 경우에는 TGF-β에 의해

세포사멸이 유도되지만 constitutive active 형태의 SGK1을 과

발현시킨 AML12 세포의 경우 TGF-β에 의한 세포사멸이 현

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GF-β에 의

한 SGK1 유전자 발현의 감소가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 과정에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SGK는 phosphoinositide 3-kinase (PI-3 kinase)의 하위

신호전달 단백질인 phosphoinositide dependent kinase

(PDK)에 의한 인산화를 통해 활성화되는 protein kinase B

(PKB 또는 Akt), p70S6, PKA, PKC들을 포함하는 A/G

protein kinase subfamily에 속해 있다[15]. 특히, SGK1은

nuclear transcription Factor-κB (NF-κB)와 Bcl-2 family 단

백질들과의 결합을 통해 cellular survival 및 metabolism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Akt와 catalytic domain의 염기서열이

약 54% 정도 일치하며, 인산화 되는 자리 또한 RXRXXS/T

로 유사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SGK1은 IKKβ와 결

합하여 IKKβ를 인산화 시켜 nuclear transcription factor-κ

B (NF-κB)의 활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여러 암세포의 세

포사멸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26]. 향후에는 어떠한 기

작을 통해 TGF-β에 의해 SGK1의 발현이 감소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TGF-β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활성에 미치는 SGK1의 역

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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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TGF-β에 의한 간세포의 세포사멸 과정에서 SGK1 발현 감소의 중요성

남인구․유지윤*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생명과학연구원)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 과정은 간에서 손상 받은 조직이나 비정상

적인 조직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간세포에서 TGF-β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 과정 동안 중요

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고자 쥐의 간세포인 AML12 세포를 이용하여 TGF-β 처리 전후에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자를 microarray analysis를 통해 확인하였다. TGF-β에 의해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됨

을 확인하였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세포사멸 인자들의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

SGK1의 발현 감소를 확인하였다. TGF-β에 의해 SGK1의 mRNA와 단백질 level이 모두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항상 active한 형태의 SGK1 (CA-SGK1)을 발현시켰을 때 TGF-β에 의한 세포사멸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간세포에서 SGK1의 발현 감소가 TGF-β에 의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