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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sol, a steroid hormone, functions within metabolism, immune response, and stress. Intense or 
prolonged physical exercise increases cortisol levels to enhance the gluconeogenesis pathway and sta-
bilize blood glucose level. However, cortisol also exerts a negative impact on muscle function and cre-
ates a stressful environment in skeletal muscle cell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function of 
cortisol as a stress hormon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xercise-induced hormone cortisol on skel-
etal muscles, C2C12 cells were cultured and treated with cortisol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s a re-
sult, we found that the morphology of C2C12 changed remarkably with 5 ug/ml cortisol treatment. 
Western blot analysis was conducted to learn whether ER-stress and autophagy were induced. We 
found that the expression ratio of LC3I/LC3II decreased and BiP expression increased after cortisol 
treatment. In addition, immunocytochemistry analysis with IER3 antibody clearly showed that apopto-
sis is induced after 12-hour cortisol trea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rtisol treatment could in-
duce apoptosis, ER-stress, and autophagy in muscle cells. This study would provide valuable in-
formation in the study of the effects of exercise on skeletal muscle cells and the development of addi-
tives to reduce cortiso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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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그리고 사이토카인의 발현, 

근육 손상 등의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22]. 대표적인 운동 후 

발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cortisol로 부실피질에서 분비되

며, 골격근 세포와 지방세포 및 간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골격근에서는 cortisol에 의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의 분해

를 촉진하며, 지방세포에서는 triglyceride가 지방산과 글리세

롤로 분해되게 된다[5, 13, 24]. 아울러 고농도의 혈중 cortisol

은 간세포에서 포도당신합성(gluconeogenesis)을 촉진하며 운

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24]. 운동 중 

혈중 cortisol의 농도는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짐이 보고되었

으며[7], cortisol 활성이 지속될 경우 체내 에너지 재분배를 

유발하고, 면역 시스템의 기능 억제를 유발하며[15], 결과적으

로 각종 면역 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세포질세망 스트레스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ER-stress)를 유도한다고 알려

져 있다[20]. 세포질세망은 분비단백질과 막 단백질의 합성과 

변형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세포질세망 항상성은 세포

질세망에서 수용 가능한 단백질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지칭하며, 바이러스성 감염, 독성, 면역반응, 과도한 단백

질 합성 및 돌연변이성 단백질의 발현에 의해 부적절하게 합

성된 단백질이 축적되게 되면 항상성을 잃게 된다[19]. 이러한 

세포질세망의 상태변화를 세포질세망 스트레스라고 하며 

Inositol-requiring protien-1α (IER1α), protein kinase RNA 

(PKR)-like ER kinase (PERK) 그리고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 (ATF6)와 같은 단백질에 의해 신호 전달과정을 거쳐 

unfolding protein response (UPR)를 유도하게 된다[2, 17, 21]. 

또한 UPR에 의해 샤페론 단백질의 발현 증가, 전령 RNA의 

번역 감소 및 단백질 분해과정이 일어나게 된다[23]. 이러한 

세포질세망 스트레스의 유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세포내 

단백질 분해 과정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가포식(autophagy)

이 있다.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세포는 잉여 단백질과 손상된 

세포 기관을 제거 및 재활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가포식은 

세포생존에 필수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세포 사멸에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다[3]. 최근에는 운동에서도 근육 및 근육 내 

포도당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임이 보고되었다[6, 14].

이에 본 연구는 운동 후 증가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

sol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체

외 연구를 위해 cortisol을 마우스 근육 세포주(C2C12)에 처리

하였고, 웨스턴 블랏과 화학면역법을 이용하여 세포질세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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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자연세포사멸과 자가포식의 유도 여부를 확인하였다.

재료  방법 

근육 세포 배양

본 연구는 C2C12 마우스 근육세포주(ATCC, Manassas, 

VA, USA)를 사용하였다. C2C12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119995-065, Gibco, Gaithersburg, 

MD, USA), Fetal Bovine Serum (FBS, 1732530, Gibco, Gai-

thersburg, MD, USA)과 Antibiotic Antimycotic 100X (ABAM, 

15240-062, Gibco, Gaithersburg, MD, USA)를 각각 8.9 : 1 : 

0.1의 비율로 섞은 배양액에서 5% CO2, 37℃ 조건 하에 배양하

였다. 세포 밀집도가 80%일 때 계대배양을 실시하였으며, 3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체해 주었다.

항체  시약 정보

체외 실험을 위한 스트레스 유도물질로 운동 시 혈중으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cortisol (H4001, Sigma - Aldrich, 

St. Louis, MO, USA)을 선택 하였고, ethanol에 농도 별로 희

석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자연세포 사멸 표지자로 IER1 

(sc-8456, Santa Cruz, Dallas, Texas, USA) 일차항체를 사용하

였으며, 자가포식 유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C3 I (sc- 

134226, Santa Cruz, Dallas, Texas, USA)와 LC3 II (sc-28216, 

Santa Cruz, Dallas, Texas, USA) 일차항체를 사용하였다. 또

한, 세포질세망 스트레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표지자로 BiP 

(sc-33757, Santa Cruz, Dallas, Texas, USA) 일차항체를 사용

하였다. 이차항체로는 goat anti-mouse IgG-HRP (sc-2005, 

Santa Cruz, Dallas, Texas, USA)와 goat anti-rabbit IgG-HRP 

(sc-2004, Santa Cruz, Dallas, Texas, USA)를 사용하였으며, 

단백질 발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ta-actin (sc-8432, Santa 

Cruz, Dallas, Texas, USA)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추출  웨스턴 블랏

C2C12 마우스 근육세포가 세포 밀집도 80%가 되었을 때 

배지를 제거하고, 1X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70011- 

044, Gibco, Gaithersburg, MD, USA)로 세척하였다. 0.05% 

Trypsin-EDTA (LS015-01, Welgene, Gyeongsan-si, Gyeong-

sangbuk-do, Republic of Korea)을 사용하여 세포를 걷어내었

다. 1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하여 

세포 펠렛을 얻었다. 100 μl의 RIPA buffer (25 mM Tris-HCl 

pH7.6, 150 mM NaCl, 1% Triton X-100, 0.1% sodium dodecyl 

sulfate, 1 mM EDTA)와 1 μl Protease inhibitor (P8849, Sigma 

- Aldrich, St. Louis, MO, USA)로 4℃에서 30분간 반응시켜 

단백질을 추출 하였다. 추출한 단백질은 bovine serum albu-

men (BSA, A4737, Sigma - 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Bradford 정량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웨

스턴 블랏은 BoltTM Mini Gel (NW04127BOX, Invitrogen, 

Carlsbad, CA, USA) 그리고 iBlotTM 2 Dry Blotting System 

(IB21001, Invitrogen, Carlsbad, CA, USA), iBindTM Western 

System (SLF1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용하

여 매뉴얼에 따라 진행 하였다. 단백질 발현 정도는 beta-actin

을 사용하여 Image J software (ver. 1.8.0;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E, USA)로 정량화 하였다.

면역세포화학

Cortisol이 각 농도별로 처리된 세포를 1X PBS으로 간단히 

세척 후 슬라이드 위에서 37℃ 조건 하에서 건조하였다. 그 

후 4% Paraformaldehyde (PFA)를 이용하여 1시간 상온에 방

치하여 세포를 고정하였고, 1xPBS로 5분간 상온에서 세척하

였다. Permeabilization을 위해 Triton X-100를 0.1% 농도로 

1xPBS에 희석하여 5분간 상온에 방치 후 다시 1X PBS으로 

상온에서 5분간 3번 세척하였다. Blocking 용액으로 goat se-

rum을 1X PBS에 5%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척된 세포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용액을 처리하였으며, 그 후 

blocking용액에 IER3 일차항체를 1:1,000으로 희석하여 4℃에

서 overnight하였다. 1X PBS로 상온에서 5분간 3번씩 세척한 

후, blocking 용액에 1:1,000의 비율로 이차항체를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1X PBS로 상온

에서 5분간 3번 세척 후, 형광현미경(Carl Zeiss; Axio-D1, 

Oberkochen, Germany) 하에서 세포를 관찰하였다. 핵을 관찰

하기 위해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D9542,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결과  고찰

운동 시 체내에서 운동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다양

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중

요한 요인으로 혈중 cortisol 농도의 증가이며, 운동 강도에 

따라 혈중 cortisol 함량이 달라짐이 보고되었다[7]. 본 연구에

서는 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의 마

우스 근육 세포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Cortisol 적정 처리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양된 마우스 

근육 세포주 C2C12를 12시간 동안 cortisol에 농도별로 노출시

켜 세포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Control에 비해 cortisol의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세포사멸이 

일어나 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이렇게 

cortisol 농도에 따른 세포의 형태 밑 세포의 수 변화에 따라서, 

cortisol의 처리농도가 세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Hill 등[7]이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cortisol이 농도에 따라 근육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소한 세포수가 실질적으로 세포 사멸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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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ell morphology analysis of C2C12 treated with cortisol for 12 hr.

Fig. 2. Immunocytochemistry of apoptosis marker IER3 with 

treatment of cortisol for 12 hr.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포사멸 마커인 immediate early re-

sponse 3 (IER3)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IER3는 X-ray inducible 

immediate early gene (IEX1)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이토카

인, 방사선 및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다[10, 11, 25]. IER3의 발현은 HeLa 세포

의 세포사멸을 촉진시키며[1], IER3의 기능이 저해될 경우 세

포사멸 유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4]. 이와 유사한 결과

로 본 연구에서 면역화학법으로 cortisol 농도에 따른 IER3의 

발현을 관찰 한 결과, green color로 염색된 IER3의 단백질이 

control에 비해 50 μg/ml 및 100 μg/ml의 cortisol 처리 군의 

세포질에서 더 밝고, 더 많은 량이 관찰되었다(Fig. 2).

세포사멸이 유도되기 전에 세포는 cortisol에 의해 스트레스

를 받게 되고 이에 자가포식현상을 통해 세포사멸로 이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스트레스로 세포질세망 스트레스가 있으며, 

BiP는 ER 샤페론 기능을 하며 UPR 스트레스 센서로써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 세포질세망 스트레스가 유도될 경우에 

BiP는 소포체에서 과도하게 발현하게 되며, 이는 ER-stress 마

커로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16]. 이에 BiP의 발현을 웨스턴 

블랏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cortisol의 농도가 50 μg/ml

와 100 μg/ml로 증가함에 따라 발현량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세포질세망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

기 위해 UPR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12, 18]. UPR 반응 시 세포

는 잘못 형성된 단백질을 파괴하기 위해 자가포식현상이 일어

나며, 세포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 할 경우 세포사멸로 이어

지게 된다[26]. 대표적인 자가포식 마커로 microtubule-asso-

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LC3)를 주로 사용하며, 세포질 

존재 형태인 LC3-I과 번역 후 과정을 거쳐 autophagosome 

막에 부착된 형태의 LC3-II의 발현 비율을 통해 자가포식 현상

의 유무를 판별한다[8, 9]. Cortisol 처리에 따른 자가포식 현상

이 유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2C12에 LC3-I/LC3-II의 비

율을 측정한 결과, 50 μg/ml과 100 μg/ml로 농도가 처리 농도

가 높아짐에 따라 LC3-I의 발현은 급격히 감소하고, LC3-II의 

발현은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Fig. 3B).

본 연구를 통해 cortisol이 근육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결과 세포사멸, 세포질세망 스트레스 및 자가

포식가 유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현상에 대한 자세한 

기작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운동 시 

분비되는 호르몬과 근육세포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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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Western blot analysis of ER-stress and autophagy marker by treatment of cortisol. (A) Western blot analysis of ER-stress 

marker BiP expression with treatment of cortisol for 12 hr (B) Western blot analysis of autophagy marker LC3 I/ LC3 II 

expression with treatment of cortisol for 12 hr (n=3,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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