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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In vitro에서 demyelination 및  remyelination에  

IGF-1이 미치는 효과와 PI3K와의 연관성 

 

 

 

IGF-1은 근육 세포나 신경 세포들에서 anabolic effect를 보이고 

있는 성장 인자이며 주로 간에서 합성되지만 glial 세포에서도 

발현된다. Glial 세포 중 중추 신경계의 myelination을 담당하는 

주요 세포는 oligodendrocyte(OL)인데 분화 전 형태인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OPC)이나 분화된 형태인 

oligodendrocyte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demyelination/ 

remyelination의 균형이 깨져 myelin sheath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multiple sclerosis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SD rat에서 primary culture로 OPC를 배양하여 OL로 

분화시키고 in vitro myelination을 유도한 후, demyelination 

stress를 주거나 remyelination을 유도시킨 상황에서 주요 myelin 

단백질에 생기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IGF-1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우선 In vitro myelination을 유도한 후 

oligodendrocyte에서 myelin basic protein(MBP)와 myelin 

proteolipid protein(PLP)의 mRNA가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MBP 및 PLP mRNA의 발현은 demyelination stress와 함께 감소했다가 

remyelination 조건에서 다시 회복되었는데 demyelination stress를 

주면서 IGF-1을 같이 첨가하면 MBP 및 PLP mRNA의 발현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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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거나 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remyelination 진행 

과정 중에 IGF-1을 첨가하면 MBP 및 PLP mRNA의 발현 회복이 

가속화됨을 알 수 있었다.  IGF-1에 의해 OPC의 유입이 증가하여 

OL로 분화되는 과정이 촉진되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특이적 

저해제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IGF-1의 효과 중 MBP mRNA 발현을 

조절하는 것과 OL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PI3K/Akt를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되는 말 : myelination, demyelination, remyelination, IGF-1,  

oligodendrocte,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 

myelin basic protein, myelin proteolipid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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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에서 demyelination 및  remyelination에  

IGF-1이 미치는 효과와 PI3K와의 연관성 

<지도교수 안 용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조 선 영 

 

 

Ⅰ. 서론 

 

Myelination이란 중추신경계에서는 oligodendrocyte가, 

말초신경계에서는 schwann 세포가 axon 주변에서 multilamellar 

구조를 이루면서 패킹되어 myelin sheath를 형성하는 작용이다.1 

Myelination에 의해 형성된 myelin sheath는 동물의 성장이나 분화에 

따른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의 산물로서 신경을 통한 impulse의 

효율성을 증폭시킨다. Embryogenesis가 말기로 접어들면서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이 oligodendrocyte로 분화되고 

myelination이 진행된다. 더 나아가 oligodendrocyte는 MBP(myelin 

basic protein)나 PLP(myelin proteolipid protein)같은 주요 myelin 

protein들을 발현하기 시작한다.2 MBP는 중추신경계 myelin의 30%, 

말초신경계 myelin의 15%를 차지하는 단백질로 막을 유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PLP는 중추 신경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소수성 막 단백질이다.3 이 두 단백질들은 myelin 

sheath의 안정화, axon의 생존, oligodendrocyte 분화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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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사적 이상이나 cytokines, 활성산소, 질소종, glutamate, 

proteolytic/lipolytic 효소들, T-cell 매개성 손상, 혹은 

바이러스에의 노출, 자가면역 반응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의 oligodendrocyte 수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myelin이 없어지는 demyelination이 일어나는데4, demyelination은 

노화와 더불어 가속되는 생리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회복되지 않을 

경우 multiple sclerosis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Demyelination 

상태에서 다시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과 oligodendrocyte에 

의해 myelin이 재생성되는 과정을 remyel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또한 demyelination과 함께 일어나는 정상적인 작용이다5. 

Remyelination은 demyelination에 영향받지 않은 OL, myelin 형성 때 

쓰이지 않고 남은 OL, 그리고 분화하기 시작한 OPC에 의해 진행된다. 

성장 인자 중 하나인 insulin like growth factor-1(IGF-1)은 

demyelination과 remyelination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연구가 

진행 중인 물질인데, 성장 호르몬에 자극받아 간에서 생성되어 

binding protein들과 결합한 형태로 혈중에 존재하다가 대부분 두 

종류의 receptor(type 1, type 2) 중 type 1과 반응하여 작용한다. 

구조적으로 insulin처럼 A, B domain을 가지고 있으나 insulin과는 

달리 잘려있지 않고 C domain에 의해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D 

domain을 가진다.6 효능으로는 조직적 기능 유지와 성장 및 발달, 

그리고 세포의 생존, proliferation, apoptosis와의 관련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IGF-1은 free form이 아니라 IGF-1 binding protein-

3(IGFBP-3), acid-labile subunit(ALS)와 1:1:1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IGFBP는 IGF-1의 반감기를 증가시키고 수용체에의 결합을 

조절하며 세포 표면에 존재할 경우에는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에 직접 



 7

영향을 끼친다.7 IGF-1의 혈중 농도는 사람의 경우 남자가 150-500 

ng/ml, 여자가 200-600 ng/ml이고 최고치에 달하는 청년기에는 950-

1000 ng/ml까지도 나타난다. Rat의 경우는 평균 467 ng/ml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다. IGF-1은 schwann 세포의 apoptosis를 억제8하고 

말초신경계 axon의 myelination을 조장하는9 등 생존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중추신경계에서는 IGF-1에 의해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의 생존 및 분화, 그리고 cell 

cycle로의 진입이 촉진되거나10 oligodendrocyte의 apoptosis가 

방지된다11는 결과가 있다. In vivo에서는 IGF-1이 

overexpression되는 Tg mice에서 demyelination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remyelination이 촉진되는 등12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최근 들어 IGF-1이 skeletal muscle에서 PI3K/Akt나 calcineurine 

신호 전달을 통해13 myoblast precursor의 분화 및 fusion에 영향을 

끼치고 apoptosis를 억제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14 또한 IGF-1이 

PI3K에 의존적으로 cerebellal neuron이나 schwann 세포의 생존을 

매개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15 본 실험에서는 in vitro에서 

myelination, demyelination 및 remyelination 조건을 결정하고 IGF-

1의 효과를 관찰하며 IGF-1 하위 단계의 signal molecule로 PI3K와 

calcineurine을 시험해보았다. 그리하여 IGF-1이 primary 

culture에서 얻어진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과 

oligodendrocyte에 대해 demyelination을 억제하고 remyelination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러한 효과가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을 통하는가를 확인해 IGF-1이 oligodendrocyte와 myelin을 

보호하고 손상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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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Primary culture 

수정된 지 16일이 지난 SD rat embryo(E16)의 whole brain을 

적출하여 ice cold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에 

넣었다. HBSS 안에서 끝이 뾰족한 포셉을 이용하여 적출된 E16 

brain의 껍질과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다시 새로운 ice 

cold HBSS에 넣었다. 한 배에서 보통 8-13마리의 배아를 얻었으며 

껍질과 찌꺼기를 없앤 깨끗한 E16 brain들을 새로운 ice cold  

HBSS에서 한 번 세척해 잔여물을 제거한 후 10 ml의 MEM 배지로 

옮겼다. 끝이 좁은 유리 pipette을 이용하여 스무 번에서 서른 번 

up and down을 실시해 조직을 single cell로 떨어뜨렸다. 그 후 

아직 떨어지지 않은 조직 덩어리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끝이 

넓은 일회용 pipette으로 세포 부유물을 70 um nylon cell 

strainer에 통과시켜 50 ml conical tube에 받았다. Strainer를 

통과한 세포 부유물을 실온에 5분 동안 방치해 낱개의 세포로 

떨어지지 않은 조직 덩어리가 아래로 가라앉도록 하였다. 새 

conical tube에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덜어서 4℃에서 100 g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의 배지를 제거하고 침전된 세포를 

MEM 배지에 풀어 10-11개의 10 cm culture dish에 배양하기 

시작하였다.  

배양을 시작한지 1주일 후 PBS에 희석한 0.05% trypsin로 세포를 

떼어 재배양하였는데 배지는 serum을 포함하지 않은 DMEM을 

사용하였다. 3-5일 후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OPC)을 

위한 두 번째 재배양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10 ug/ml ins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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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ug/ml transferrin, 100 ug/ml BSA, 60 ug/ml progesterone, 

16 ug/ml putrescine, 40 ng/ml sodium selenite, 60 ug/ml N-

acetyl-L-cysteine, 5 uM forskolin, 10 ng/ml PDGF-AA(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를 포함한 serum을 없는 MEM을 사용하였다.  

OPC를 oligodendrocyte(OL)로 분화시키기 위해서는 PDGF를 넣지 

않고 30 ng/ml T3(triodothyronin), 40 ng/ml T4(thyroxin), 10 

ng/ml NT-3(neutrophin-3)를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실험 진행 시 3회 반복을 위해 각각의 같은 조건에서 배양된 세 

개의 세포 시료를 사용하였다. 

 

 2. In vitro myelination 

E17인 rat brain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출한 후 high glucose 

DMEM 배지를 사용해서 140 um stainless mesh를 통과시켜 single 

cell로 분리시켰다. 이 cell suspension을 70 um nylon mesh에 한 

번 더 통과시켜 덩어리를 제거한 후 4℃에서 100 g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침전된 세포를 neurobasal medium을 사용하여 

배양하여 neuron를 분리 배양하였다.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지 않은(P0) rat brai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분리한 후 DMEM으로 PLL(100 ug/ml) coated 10 

cm culture dish에서 1주일 간 배양하였다. 그 후 PBS에 희석한 

0.25% trypsin으로 세포를 떼어 astrocyte를 분리배양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한 astrocyte culture dish에 neuron을 

DMEM에서 5-7일간 co-culture한 후 5:1 정도 되도록 OL을 같이 

깔아주고 72시간 이상 두어 myelination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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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myelination/Remyelination 

Myelination을 유도시키고 72시간 후 배지에 1 mM kainate를 

48시간동안 처리해 demyelinatoin을 유도하였다.16 그런 다음 

kainate를 포함한 배지를 제거하고 정상 배지에 다시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remyelination을 유도하였다. 

 

 4. mRNA 분석  

10 cm culture dish에서 배양된 세포를 harvest한 후 Trizol을 

이용한 방법으로 mRNA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mRNA를 template로 

해서 Superscript II를 사용해 70℃ 10분, 42℃ 50분, 70℃ 

15분의 reverse transcription 과정을 거친 후 Ex Taq을 사용하여 

myelin basic protein(MBP)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90℃ 40초, 56℃ 

40초, 72℃2분 35cycle의 PCR을, myelin proteolipid 

protein(PLP)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94℃ 30초, 56℃ 30초, 72℃ 

30초 30cycle의 PCR을 시행하였다. MBP의 PCR에 쓰인 primer는 

5’AAGGACTCACACACAAGAACTACC3’과 

5’GATTTTGGAAAGCGTGCC3’이었고 PLP의 PCR에 쓰인 primer는 

5’TTGTCTACCTTGTTAATGC3’과 5’AAAATCCTGAGGATGATC3’이었다.  

 

 5. Immunofluorescence 및 western blot 

OL은 O1 staining 위해 배양 중 실온에서 15분동안 2%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고정시키고 OPC는 배양 중 NG2로 

labeling후 실온에서 15분동안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고정시켰다. MBP staining을 위해 0.1% triton X-100에서 10분간 

방치 후 실온에서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1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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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켰다. 각각의 고정 처리 후 cell을 씻어내고 primary 

항체를 실온에서 1시간 혹은 overnight로 처리하였다. 세척 후 

Fluorescein-conjugated secondary 항체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mounting 용액을 처리하여 -70℃에 보관하였고 

confocal laser microscope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MBP와 PLP의 western blot에서는 5% non fat milk 용액을 이용해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고 세척 후 3% non fat milk에 

희석된 1:500의 primary 항체를 4℃에서 overnight으로 처리한 후 

다시 세척하여 역시 3% non fat milk에 희석된 HRP conjugated 

secondary 항체 용액에서 1시간 동안 실온 방치하였다. 그 후 ECL 

용액으로 detection하였다. 

 

 6. Cell counting 

Immunofluorescence를 통해 staining된 시료를 준비하여 

형광현미경을 통해 1 cm2 범위 안의 cell을 counting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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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Primary culture에 사용할 뇌조직 결정 

그림 1-A에서 SD rat의 뇌는 여러 부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였다. 

그 중 본 실험에서 주요 marker로 사용할 MBP와 PLP를 가장 많이 

발현하는 부위를 선택하기 위하여 생후 3일된 neonate의 뇌를 

적출해서 조직 별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그림 B에서 

보였듯이 두 단백질 모두 cerebral cortex와 cerebellum에서 가장 

양이 많았는데 이 두 부위는 뇌조직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Olfactory bulb에서는 MBP, PLP의 양이 

적었으며 hippocampus에서는 소량의 PLP만 관찰되었다. Whole 

brain에서는 cerebral cortex의 절반이면서 cerebellum에서와 

비슷한 양의 MBP, PLP가 나타나 본 실험에서는 조직을 분리할 

필요 없이 앞으로 시행할 primary culture에서는 배아나 

neonate의 whole brain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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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MBP

PLP

Tubulin

 (1)    (2)   (3)   (4)   (5)

(1) Olfa ctory bulb
(2) Cerebra l cortex
(3) Cerebellum
(4) Whole bra in
(5) Hippocampus

 

 

그림 1. Neonatal rat brain and expression of MBP and PLP 

A. SD rat neonate에서 적출한 뇌의 사진이다. 사진 좌측이 

뇌의 위쪽이고 우측이 아래쪽 방향이다. Primary culture에 

사용할 때는 사진에서 보이는 미끄러운 막과 혈관 등을 먼저 

제거하였다. B. Olfactory bulb, cerebral cortex, 

cerebellum, whole brain, hippocampus 5가지 조직에서 

관찰된 MBP, PLP의 western blot 결과이다. Lane 당 각 

조직의 분리단백질 100 ug를 사용하였고 (5)의 hippocampus는 

조직 크기가 매우 작아 뇌에게 나온 전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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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C의 분화 

E16의 뇌에서 primary culture한 OPC와 OPC가 분화한 OL을 

확인하기 위해 OPC의 marker Neurogenin2(NG2), 그리고 OL의 

marker oligodendrocyte marker1(O1)을 사용하여 

immunostaining을 실시하였다. 그림 A의 세포 사진에서 양쪽으로 

하나씩의 가지밖에 없던 OPC가 분화되어 여러 방향으로 발달된 

가지를 뻗은 OL이 됨을 보였다. NG2를 marker로 immunostaining을 

실시했을 때 OPC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OPC는 관찰되는 반면 

OL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O1을 marker로 staining한 경우에는 

OL에 특이적으로 반응해 OPC는 보이지 않고 O1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morphology 변화와 immunostaining 결과는 E16에서 

primary culture하여 분화시킨 세포가 주어진 조건에서 잘 

분화되었으며, 분화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OPC와 OL에 대해 NG2, 

OL을 marker로 실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In vitro myelination 

Co-culture로 in vitro myelination을 유도한 후 실제로 major 

myelin protein인 MBP와 PLP가 발현되고 있는지를 RT-PCR로 

확인하였다. 그림 3-A 오른쪽 하단 사진에서 보였듯이 

myelination 중인 OL에서는 MBP가 발현되고 있었다. 그림 2-B는 

OL과 myelinated OL에서 MBP와 PLP의 mRNA를 분석한 결과인데 

myelination 전의 미성숙 OL에서도 MBP, PLP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화 후 주어진 조건에서 myelination이 진행된 성숙 OL에서 MBP, 

PLP의 발현량이 훨씬 증가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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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O1

Ng2Ng2

O1

OL

 

 

 

그림 2. NG2 and O1 staining for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 

and oligodendrocyte 

왼쪽 패널의 사진 3개는 OPC를 나타냈고 오른쪽 패널의 사진 

3개는 분화된 OL을 나타내었다. OPC는 양쪽으로 가지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고 NG2 특이적으로 staining되는 반면 OL은 

가지가 매우 발달되었고  O1 특이적으로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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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MBP, PLP

Beta-Actin

OL

Myelina ted OL

OL Myelina ted OL

O1 MBP

 

 

 

그림 3. In vitro myelination and expression of MBP and PLP 

mRNA 



 17

A. 성숙 단계에 따른 oligodendrocyte의 세포 사진과 

immunostaining 결과이다. 좌측 패널은 분화가 진행되어 

가지가 많은 모양을 한 OL과 그에 대한 O1 staining 사진이고 

우측 패널은 분화 후 myelination이 진행된 성숙한 OL과 그에 

대한 MBP staining 사진이다. 좌측의 성숙 전 

oligodendrocyte는 O1 항체에 반응하였고 우측의 성숙 후 

oligodendrocyte는 MBP 항체에 반응하였다. 분화 후 주어진 

조건에서 myelination이 진행되어 MBP를 발현하고 있었다. B. 

성숙 전후 두 종류의 OL에서 MBP와 PLP mRNA 수준을 RT-PCR로 

측정하였다. 성숙 후의 OL이 성숙 전 OL에 비해 MBP와 PLP의 

transcription 수준이 훨씬 높음을 보였다. 단 mixed 

culture로 myelination의 인위적인 유도를 시행하기 전 

미성숙 OL에서도 소량의 MBP, PLP mRNA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OL의 분화 후 시간이 지나면 자체에서 약간의 

myelination 과정이 진행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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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emyelination과 remyelination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demyelination과 remyelination을 

유도하였다. 1 mM의 kainate를 처리한 후 세포가 빠른 속도로 

죽기 시작하지만, 정상 배지로 바꾸어준 후에는 세포가 죽지 않고 

예전처럼 건강해지는 것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neuron, astrocyte, OL의 세 종류 세포가 같이 배양되고 있는 

상태에서 죽어나가는 세포가 OL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RT-PCR로 MBP와 PLP의 mRNA 발현을 분석하여 OL depletion으로 

인해 demyelination이 진행되고 survival로 인해 remyelination이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MBP와 PLP mRNA 모두 demyelination에 의해 

감소했고 remyelination에 의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demyelination이 진행되는 동안 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MBP, PLP의 발현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oligodendrocyte의 기능이 저하되었고 remyelination을 

유도하면서 다시 원상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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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my el ina tion

0 72hrs 0 48hrs 0 72hrs

Demyel ina tion Remyel inat ion

MBP

Beta-Ac tin

PLP

Beta-Ac tin

D0    D24   D48  R24  R48  R72

A.

B.

1.11 0.26 0.08 0.10 0.37 1.02

0.81 0.41 0.00 0.30 0.47 0.73

±0.2 ±0.03 ±0.01 ±0.01 ±0.04 ±0.3

±0.07 ±0.05 ±0.02 ±0.06 ±0.1

 

 

 

그림 4. mRNA analysis of MBP and PLP during demyelination 

/remyelination 

A. 본 실험에서 확립한 in vitro 

myelination/demyelination/remyelination 유도 방법이다. In 

vitro myelination을 유도한 후 neurodegeneration drug인 

kainate를 1 mM 농도로 48시간 처리하여 demyelination을 

진행시켰다. 그 후 정상 배지로 갈아 주어 72시간 동안 

remyelination 상태를 유지하였다. B. Demyelination 진행 

0시간, 24시간, 48시간이 지난 시점의 세포와 remyelination 

진행 48시간, 72시간 후의 세포에서 MBP, PLP mRN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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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Demyelination이 진행되면서 MBP, PLP mRNA가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Remyelination을 시작하고 24, 48, 

72시간에 MBP, PLP mRNA를 측정한 결과 MBP, PLP mRNA의 

발현이 demyelination stress 전 수준으로 회복됨을 보였다. 

박스 안의 숫자는 3회 동시 실시한 실험의 MBP/ PLP 수준을 

actin 수준으로 나눈 수치이다(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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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emyelination/remyelination에 대한 IGF-1의 효과 

IGF-1의 첨가가 demyelination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하기 

위해 kainate를 처리하는 동안 IGF-1을 100 ng/ml로 같이 

처리해보았다. 그리고 remyelin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kainate 처리 후 정상 배지로 갈아 주면서 IGF-1을 

첨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5-A에서 보인 5개 군을 준비하여 

MBP와 PLP mRNA를 분석하였고 NG2(+) cell과 O1(+) 세포의 수를  

비교하였다. Kainate만 계속 처리한 군에서는 MBP가 감소하다가 

소실되었고 PLP도 demyelination 48시간만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Kinate를 처리하면서 IGF-1을 동시에 첨가한 군에서 MBP는 

감소하다가 remyelination 48시간만에 회복되어 그 상태를 

유지하였고 PLP는 감소, 소실되었다가 remyelination 48시간만에 

증가하기 시작해 72시간 후에는 처음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Kainate를 처리하다가 정상 배지로 갈아주었을 경우 MBP가 

감소하였다가 remyelination 48시간만에 회복되었고 PLP는 

demyelination 48시간에 소실되었다가 remyelination 72시간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Kainate를 처리하였다가 IGF-1을 첨가한 정상 

배지로 갈아주었을 경우 MBP가 demyelination 48시간만에 

감소되었다가 remyelination 48시간 후 완전히 회복되었고 PLP는 

demyelination 48시간에 소실되었다가 remyelination 48시간 후에 

거의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지속적인 

demyelination stress를 위해 계속 kainate를 처리한 군에서 

MBP와 PLP mRNA 수준이 결국 완전히 소실되는 데 비해 kainite 

처리와 동시에 IGF-1을 첨가할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회복되어 

회복 수준을 계속 유지함을 보였다. Kainate를 처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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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yelination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 배지로 갈아준 군에서는 MBP, 

PLP mRNA 수준이 감소하다가 회복되었는데 이러한 회복 효과는 

IGF-1의 첨가에 의해 시간이 1/3 단축되었다. 실험을 통해 PLP는 

조건이 같으면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MBP는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의 경향이 약간씩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는데 분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NG2(+)인 OPC의 수를 관찰했을 때 kainate만 지속적으로 처리한 

군에서는 demyelination으로 증가했다가 remyelination 후 소량 

감소하였다. Kainate를 처리하면서 IGF-1이 첨가된 경우 

demyelination과 함께 2배로 증가했다가 remyelination 과정에서 

대폭 감소되었다.  Kainate를 처리했다가 정상 배지로 갈아준 

군에서는 demyelination과 함께 증가하였다가 

remyelination되면서 감소되었고 IGF-1을 첨가한 정상 배지로 

갈아준 군에서는 demyelination과 함께 비슷하게 증가하였다가 

remyelination 동안에 2배로 감소폭이 커졌다. 결과적으로 OPC는 

kainate에 의한 demyelination으로 증가했다가 정상 배지로 

갈아주면서 감소하는데 그 증가나 감소의 폭이 IGF-1에 의해 

커졌다.  

O1(+)인 OL의 수를 관찰했을 때 kainate만 지속적으로 처리한 

군에서는 demyelination으로 대폭 감소한 후 remyelination 시 

느리게 감소하였다. Kainate를 처리하면서 IGF-1을 첨가한 경우 

demyelination에서의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remyelination 중 

계속적으로 느리게 감소하였다. Kainate를 처리했다가 정상 

배지로 갈아준 군에서는 demyelination과 함께 대폭 감소하였다가 

remyelination되면서 2/3가 회복되었다. IGF-1을 첨가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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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로 갈아준 군에서는 demyelination과 함께 대폭 감소하였다가 

remyelination 동안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OL은 

kainate에 의해 대폭 그 수가 감소되었다가 정상 배지에 의해 2/3 

정도 회복되는데 IGF-1을 동시에 첨가하면 감소량도 적고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NG2(+) cell과 O1(+) 세포 수의 변화를 같이 관찰한 결과 

kainate와 IGF-1을 동시에 처리한 군이 kainate만 처리한 군보다 

OPC 수가 빨리 증가했다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 OL의 

감소는 30% 정도 줄어들었다. Kainate 처리 후 정상 배지로 

갈아줄 때 IGF-1을 첨가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IGF-1이 첨가된 시점부터 OPC의 감소폭과 OL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보였다. 이는 IGF-1에 의해 OPC가 분화되어 OL로 전환되는 

수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같은 경향을 세포 사진에서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IGF-1은 oligodendrocyte 세포 수 자체와 세포의 MBP, 

PLP 발현 정도에 영향력을 보였다. 

 

6. PI3K와 IGF-1 효과의 연관성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육이나 다른 종류의 신경 

세포들에서 IGF-1이 PI3K를 통해 그 기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IGF-1이 첨가되거나 그렇지 않은 

demyelination 군과 remyelination 군에 PI3K blocker인 

LY294002를 20 uM로 처리하고 IGF-1의 효능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MBP, PLP mRNA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demyelination 군에서 IGF-1의 첨가에 의해 MBP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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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LY294002가 

처리되었을 경우 remyelination 군에서도 IGF-1의 첨가에 의해 

증폭되었던 MBP의 증가가 없어짐을 보였다. 그러나 PLP의 경우는 

LY294002의 처리와 상관없이 IGF-1의 첨가에 의해 demyelination 

군에서의 감소가 줄어들었고 remyelination 군에서는 회복이 

촉진되었다. LY294002의 처리가 OPC와 OL의 수적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staining 후 세포 수를 세어 

보았다. 그 결과 OPC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OL의 경우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GF-1의 다른 하위 신호 전달 체계로 연구되고 있는 

calcineurine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calcineurine 

blocker인 cyclosporine A를 5 uM로 사용하여 같은 실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LY294002와는 달리 MBP, PLP mRNA 발현 

수준이나 OPC, OL 수의 변화에 미치는 IGF-1의 효과 모두가 

cyclosporine A의 처리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 IGF-1이 

oligedendrocyte에 미치는 영향은 calcineurine과 무관함을 

보였다.  

IGF-1의 기능이 PI3K를 통한 후 어느 쪽 신호 전달로 내려가는지 

보기 위해 총단백질 100 ug에서 PI3K 자체와 PI3K 하위의 두 가지 

주요 물질인 Akt, Raf-1의 인산화 형태에 대한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hosphor-Akt의 양이 IGF-1에 의해 증가되고 

phosphor-Raf-1의 양은 변화가 없음을 보여 IGF-1의 효과는 

PI3K와 Akt를 통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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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myelina tion

0 72hrs 0 48hrs 0 72hrs

Demyelina tion Remyelina tion
A.

B.

Norma l Normal Norma l

Norma l Kinate Kinate

Norma l Kinate+ IGF-1 Kinate+ IGF-1

Norma l Kinate Norma l

(5) Kinate Norma l+ IGF-1

(1)

Norma l

(4)

(3)

(2)

MBP

MBP

MBP

Beta-Actin

Beta-Actin

Beta-Actin

  D0 D48  D96 D120  D0  D48  R48  R72

PLP

Beta-Actin

PLP

Beta-Actin

PLP

Beta-Actin

PLP

Beta-Actin

D0  D48  D96 D120 D0  D48  R48  R72

(-) IGF-1

(-) IGF-1

(+ ) IGF-1

(+ ) IGF-1

Control

Control

Demyelination De-> Remyelination

Demyelination De-> Remyelination

0.95±0.08 0.90±0.07 0.80±0.11 1.00±0.08
1.38±0.09 0.62±0.13 0.60±0.05 0.00 0.82±0.07 0.19±0.02 0.17±0.02 1.06±0.09
1.78±0.21 0.83±0.08 1.42±0.15 1.89±0.12 1.11±0.21 0.05±0.01 0.91±0.14 0.96±0.06

1.92±0.24 2.08±0.33 2.08±0.28 1.79±0.15
1.33±0.07 0.00 0.00 0.00 1.06±0.11 0.00 0.00 0.79±0.09
3.00±0.27 0.20±0.04 1.60±0.2 2.60±0.39 5.25±0.62 0.00 2.00±0.25 6.2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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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OPCOL OL

(-) IGF-1

(+ ) IGF-1

De

De-> Re

De

De-> Re

C.

(1)

(2)

(3)

(4)

(5)

De 48 De 120

De 48 De 48--> Re 72

De 48 De 120

De 48 De 48--> R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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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RNA analysis, cell count, and immunofluorescence during 

demyelination/remyelination with IGF-1 

A. Demyelination/remyelination 조건에 따른 5개의 

실험군이다. B. 각 조건에 따른 MBP, PLP mRNA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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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yelination/remyelination 조건과 IGF-1의 첨가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박스 안의 숫자는 3회 동시 실시한 실험의 

MBP/ PLP 수준을 actin 수준으로 나눈 수치이다(mean±SD). C. 

각 조건에 따른 세포 사진이다. 좌측 두 패널은 OPC와 OL 

각각에 대한 demyelination 48시간 후의 사진이고 우측의 두 

패널은 OPC와 OL 각각에 대해   demyelination 48시간과 

remyelination 72시간 과정을 거친 후의 사진이다. D, E. 

Demyelination과 remyelination 과정을 거치는 중 

demyelination 48시간과 remyelination 48시간, 72시간 후 

NG2(+)인 OPC와 O1(+)인 OL의 수를 현미경을 통해 1cm * 1cm 

범위 내에서 센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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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my el ina tion

0 72hrs 0 48hrs 0 72hrs

Demyelina tion Remyel inat ion

(4) Kina te Norma l+ IGF-1Norma l

Norma l Kina te+ IGF-1 Kina te+ IGF-1(2)

Norma l Kina te Norma l(3)

Norma l Kina te Kina te(1)

MBP

Beta-Ac tin

PLP

Beta-Ac tin

 (1)   (2)  (2)+LY  (3)   (4)  (4)+ LY  (1)   (2)  (2)+LY  (3)   (4)  (4)+ LY 

B.

A.

 (1)     (2 )  (2 )+ CyA  (3)    (4 )  (4 )+  CyA  (1 )     (2 )  (2 )+ CyA  (3)   (4 )  (4 )+  CyA

MBP

Beta-Ac tin

PLP

Beta-Ac tin

MBP 0.08±0.01 1.20±0.08 0.10±0.03 0.17±0.03 0.86±0.12 0.33±0.05

PLP 0.00 2.00±0.31 1.29±0.17 0.40±0.06 2.00±0.22 2.80±0.36

MBP 0.06±0.01 0.78±0.09 0.8±0.1 0.15±0.03 1.05±0.14 0.96±0.12

PLP 0.00 1.20±0.08 1.29±0.11 0.24±0.03 1.37±0.08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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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RNA analysis, cell count and western blot during 

demyelination /remyelination with IGF-1 and 

LY294002/cyclospori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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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 조건에 따른 4가지 실험군이다. B, C. IGF-1을 

첨가한 (2), (4) 실험군에  LY294002나 cyclosporine A를 

처리하여 MBP, PLP mRNA 수준과 OPC/OL의 수를 관찰한 

결과이다. LY294002에 의해서 IGF-1의 일부 효과가 사라지나 

cyclosporine A에 의해서는 IGF-1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박스 안의 숫자는 3회 동시 실시한 실험의 MBP/ 

PLP 수준을 actin 수준으로 나눈 수치이다(mean±SD).D. PI3K, 

phosphor-Akt, Akt, phosphor-Raf-1, Raf-1에 대한 western 

blot 결과이다. Phospho-Akt가 IGF-1의 첨가에 따라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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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IGF-1의 anabolic event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그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oligodendrocyte를 통한 myelination 

효과인데 in vivo 결과가 비교적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in vitro 

실험을 통한 결과들이 많지 않아 작용 기작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지 

않다. 본 실험에서는 in vitro 상에서 myelination, demyelination 

및 remyelination 조건을 확립하고 결정된 각 조건을 유도한 후 IGF-

1의 효과를 실험하였다. 그리고 나타난 IGF-1의 효과가 하위 신호 

전달 물질로 PI3K를 통하는지를 알아보았다. Marker molecule로는 

주요 myelin 단백질인 MBP와 PLP를 사용하였다.  

태어난지 3일된 SD rat 배아의 뇌에서 부위별 MBP와 PLP를 확인한 

결과 두 단백질이 hippocampus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고루 

발현되고 있으며 특히 cerebral cortex와 cerebellum에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조직에서 분리한 총단백질을 

시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E16 brain을 primary culture했을 때 

분포가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하려면 각각의 조직 

별로 primary culture를 시행한 후 marker molecule을 확인하는 

실험이 요구된다. 100ug의 단백질 시료를 사용한 경우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동복의 E16 뇌는 최대한 13개 이상 얻을 수 없어 

western blot으로 실험을 진행하기에 단백질 양이 부족하였으므로 

차후 실험에서는 RT-PCR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Kouichi Itoh의 방법에17 따라 E16 뇌를 배양하여 성공적으로 OPC를 

분리, OL로 분화시켰고, 분화 후 유도한 in vitro myelination을 

통해 MBP와 PLP mRNA의 발현량이 증가됨을 보였다. 이는 OPC가 O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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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MBP와 PLP 유전자를 발현하기 시작한다는18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MBP 유전자의 발현 수준은 myelination 형성 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 그리하여 차후 

실험에서는 western blot 대신 MBP 및 PLP의 mRNA 발현 정도를 

지표로 myelination level을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Demyelination stress를 주기 위해서는 1mM kainate를 사용하였는데 

neurodegenerative drug인 kainite가 oligodendrocyte에 독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이 존재하였다. 최근 한 

연구에서 성숙 단계로 들어서 MBP를 발현하고 있는 

oligodendrocyte는 kainite 독성에 민감하지 않다고 밝힌것이다.19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성숙 oligodendrocyte와 성숙 

oligodendrocyte에서 발현되는 MBP가 kainite 독성에 영향받고 

있음을 보였다.  

MBP와 PLP가 demyelination stress 하에서 감소하고 remyelination 

진행 중 회복되었다. Demyelination이 시작되면 동시 배양되고 있던 

neuron과 astrocyte를 포함한 세포가 함께 죽어나가기 때문에 OL 

특이적인 세포 사멸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remyelination이 진행되면서 OL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mRNA 분석 결과를 통해 MBP와 PLP의 발현이 이러한 

demyelination/remyelination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BP와 PLP의 발현은 oligodendrocyte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demyelination 시 크게 줄어들었던 MBP와 PLP가 remyelination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것은 제 기능을 다하는 oligodendrocyte가 

증가했고 발현력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하면  

demyelination stress 하에서 살아남은 OL의 myelination capac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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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거나, demyelination과 remyelination 과정을 거치면서 OPC가 

OL로 분화되는 정도가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20 

IGF-1은 demyelination이 진행되고 있을 때 MBP, PLP mRNA의 발현 

감소를 지연시키고 remyelination 중에는 MBP, PLP mRNA 발현 회복을 

촉진시켰다.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정상 배지에서 계속 배양한 

경우에는 MBP, PLP mRNA가 증감 없는 일정한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demyelination stress를 IGF-1 첨가와 병행했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MBP, PLP mRNA의 감소가 지연되는 동시에,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remyelination 조건에서 IGF-

1을 첨가하면 72시간까지 회복되는 MBP, PLP mRNA의 총 증가폭은 

비슷하지만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이 24시간 이상 앞당겨지는 동시에 

증가하는 정도도 급격해졌다. NG2(+)인 OPC와 O1(+)인 OL의 수를 

관찰한 결과 IGF-1을 첨가할 경우 remyelination에 따른 OPC의 

감소는 증대되고 OL의 증가폭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IGF-1에 의해 OPC가 OL로 분화되는 정도가 가속화됨을 보인 것이었다. 

이와 같이 IGF-1이 demyelination/remyelination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앞선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demyelination에 의한 손상과 

IGF-1 유전자 발현 증가 사이의 연관성과21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유력한 IGF-1에 의한 신호 전달 체계는 PI3K 

신호 전달과 calcineurine 신호 전달이다. 여러 다른 세포에서 

실시된 일부 연구에서는 IGF-1 하위 신호 전달 물질로  PI3K와 

calcineurine이 동시에 기능한다고7,22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PI3K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23 본 실험에서는 두 신호전달 물질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PI3K blocker인 LY294002와 calceneurine blocker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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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sporine A를 사용하여 앞선 실험에서 보인 IGF-1의 효과가 

사라지는지의 여부를 관찰하였다. PI3K blocker인 LY294002를 

처리하면 MBP에 미치는 IGF-1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반면 

PLP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 결과로 보아 IGF-1에 의해 

demyelination 및 remyelination 과정에서 MBP mRNA가 받는 효과는 

PI3K를 통하지만 PLP mRNA가 받는 효과는 PI3K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LY294002를 처리하면 지속적인 

demyelination 혹은 demyelination remyelination의 과정을 거친 

OL의 수에 미쳤던 IGF-1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보였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OPC의 수에 미쳤던 IGF-1의 효과는 LY294002의 첨가와 

상관없이 유지됨을 보여 분화하는 OL이 받는 IGF-1의 영향은 PI3K를 

통하지만 OPC가 받는 IGF-1의 영향은 그렇지 않음을 나타냈다. 같은 

실험을 cyclosporine A를 첨가하여 시행하였는데, MBP, PLP mRNA의 

발현이나 OPC, OL에 미치는 IGF-1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PI3K 하위의 Akt와 Raf-1 각각의 phosphorylated form에 대한 

western blot 결과 에서 Akt의 활성화는 IGF-1에 의해 증가하지만 

Raf-1은 변화가 없어 oligodendrocyte에서 IGF-1가 Akt 활성화를 

증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oligodendrocyte에 대한 

IGF-1의 효과가 calcium과 calcineurine이 아닌 PI3K/Akt를 통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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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n vitro 상에서 demyelination stress가 주어졌을 때 IGF-1을 

첨가하면 oligodendrocyte에서 MBP와 PLP mRNA의 소실을 억제하고 

OPC 수의 증가를 증폭시켰다. 이는 IGF-1이 demyelination을 

억제하는 기능을 보인 것이다. 또한 remyelination 유도와 동시에 

IGF-1을 첨가하면 oligodendrocyte에서 MBP 및 PLP mRNA의 발현 

회복이 가속화되었고 OL 수의 증가가 증폭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IGF-1이 remyelination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졌음을 보인 것이다. 

Oligodendrocyte에 미치는 IGF-1의 효과는 PI3K를 통해 나타나며 

IGF-1의 첨가는 Akt의 활성화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분화된  OL의 

증가 및 MBP mRNA 발현 증가에 관여하는 IGF-1의 효과는 PI3K를 

통하는 반면, OPC의 수나 PLP mRNA 발현 조절에 미치는 IGF-1의 

효과는 PI3K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 다른 신호 전달 체계를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demyelination 및 remyelination 시 oligodendrocyte에 

IGF-1을 처리하면 MBP,PLP mRNA 발현이 보호되거나 증폭되고 OPC의 

분화가 증가해 OL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 중 MBP mRNA 발현과 OL에 

대한 변화는 PI3K/Akt를 통한 것임을 보였다. 



 37

참고 문헌 

 

1. Qiou wei, W. Keith Miskimins, and Robin Miskimins.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the rat MBP gene 

promoter. Gene 2003; 313:161-167 

2. C.Claus Stolt, Stephan Rehberg, Marius Ader, petra 

Lommes, Dieter Riethmacher, Melitta Schanner, Udo Bartsh, 

and Michael Wegner. Therminal differentiation of myelin-

forming oligodendrocyte depends on the transcription 

factor Sox10. Genes & Development 2002;16:165-170 

3. Greer JM, Lees MB. Myelin proteolipid protein--the first 

50 years. Int J Biochem Cell Biol. 2002;34(3):211-5 

4. Buntinx M, Stinissen P, Steels P, Ameloot M, Raus J. 

Immune-mediated oligodendrocyte injury in multiple 

sclerosis: molecular mechanism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Crit Rev Immunol. 2002;22(5-6):391-424 

5. Franklin RJ, Zhao C, Sim FJ. Ageing and CNS 

remyelination. Neuroreport 2002;24;13(7):923-8 

6. Daughaday WH, Rotwein P Insulin-like growth factors I 

and II. Peptide, messenger ribonucleic acid and gene 

structures, serum, and tissue concentrations. Endocrine 

Reviews 1989;10:68-91 

7. LeRoith D, Roberts CT Jr. The insulin-like growth factor 

system and cancer. Cancer Lett. 2003 10;195(2):127-37 

8. Cheng HL, Matthew S, Catherine LD, Thomas FF, Eva LF. 



 38

IGF-1 promote schwann cell motility and survival via 

activation of Akt. Molecular and cellular endocrinology 

2000;170:211-215 

9. James WR, Cheng HL, David G. IGF-1 promotes myelination 

of peripheral sensory axons. J Neuropathology and 

Experimental Neurology 2000;59:575-584 

10. Fengun J, Terra JF, and Teeersa LW. IGF-1 synergizes 

with FGF-2 to stimulate oligodendrocyte progenitor entry 

into the cell cycle. Developmental biology 2001;232:414-

423 

11. Catherine LD, Cheng HL, Eva LF. IGF-1 prevents caspase-

medoated apoptosis in schwann cells. J Neurobiol 

1999;41:540-548 

12. Mason JL, Ye P, Suzuki K, D’Ercole AJ, Matsushima GK.  

IGF-1 inhibits mature oligodendrocyte apoptosis during 

primary demyelination. J Neurosci 2000;20:5703-5708 

13. Christian rommel, Sue CB, Brian AC, Roni R, Lorna N, 

Trevor NS, George DY, and David JG. Mediation of IGF-1 

induced skeletal myotube hypertrophy by PI3K/AKT/mTOR 

and PI3K/AKT/GSK3 pathways. Nature Cell Biol. 

2001;3:1009-1013 

14. J Robinson Singleton and Eva L. Feldman. IGF-1 in Muscle 

metabolism and myotherapies. Neurobiology of Disease 

2001;9:541-554 

15. DudekH, Darra SR, Franke TF, Birnbaum MJ, Yao R, Cooper 



 39

GM, Segal RA, Kaplan DR, and Greenburg ME. Regulation of 

neuronal survival by the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 

Akt. Science 1997;275:661-665 

16. Martinez-Palma L, Pehar M, Cassina P, Peluffo H, 

Castellanos R, Anesetti G, Beckman JS, Barbeito L. 

Involvement of nitric oxide on kainate-induced toxicity 

in oligodendrocyte precursors. Neurotox Res. 

2003;5(6):399-406 

17. Kouichi itoh. Culture of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s 

and oligodendrocytes from embryonic cerebrum. Brain 

Research Protocol 2002;10:23-30 

18. C. CS, Stephan R, Marius A, Petra L, Dieter R, Melitta S, 

Udo B, and Michael W. Terminal differentiation of 

myelin-forming OL depends on the transcription factor 

Sox 10. Gene & Development 2002;16:165-170 

19. Paul AR, Weimin D, Xiao OG, Sanjida A, Jennifer F, 

Stephen AB, Russell MS, Michael MS, Pamela LF, Frances 

EJ, and Joseph JV. Mature myelin basic protein-

expressing oligodendrocytes are insensitiveto kainite 

toxicity. J Neuroscience research 2003;71:237-245 

20. Jeffrey L. Mason, Kinuko Suzuki, David D. Chalin, and 

Glenn K. Matsushima Interleukin-1 beta promotes repair 

of the CNS. J. Neurosci. 2001; 21(18):7046-7052 

21. Yao DL, West NR. Bondy CA, Brenner M, Hudson LD, Zhou j, 

Collins GH, Webster HD Cryogenic spinal cord injury 



 40

induces astrocytic gene expression of IGF-1 and IGFBP-2 

during myelin generation. J Neurosci Res 1995;40:647-659 

22. Lesley AC Blair and John Marshall IGF-1 Modulates N and 

L calcium channels in a PI3K dependent manner. Neuron 

1997; 19:421-29 

23. Annemarie G, Patti A, Nicolas RD, CS Chen, and Alexander 

S. Phosphatidylinositol-3,4,5-trisphosphate is required 

for IGF-1 mediated survival of 3T3-L1 preadipocytes. 

Endocrinology 2001;142:205-212 



 41

Abstract  
 

IGF-1 affects demyelination/remyelination in 

oligodendrocyte through PI3K 

 

Cho Sun-You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Ho Ahn) 

 

Iusulinlike growth factor-1(IGF-1) is an growth factor that 

expressed mainly in liver and has anabolic effects on muscle 

cell, neuron, and astrocyte. It is also expressed in glial cell. 

Oligodendrocyte(OL) is a glial cell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OPC) and responsible for myelin 

sheath formation in central nerve system. These oligodendrocyte 

lineage cells lose their myelination capacity when exposed to 

several metabolic problems or toxic reagents. Abnormal 

demyelination, break of normal balance in 

demyelination/remyelination, and disease such as multiple 

sclerosis are originated in these defected OPC and OL. This 

report establishes the in vitro model of demyelination and 

remyelination condition with primary cultured rat 

oligodendrocyte. mRNA level of Myelin basic protein(MBP) and 

myelin proteolipid protein(PLP), two major myelin proteins, were 

tested by RT-PCR at each point of demyelination and 

remyelination, representative of  myelination rate. IGF-1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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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in demyelination or remyelination condition to examine its 

function. To explore the downstream signal molecule of IGF-1, 

PI3K blocker LY294002 or calcineurine blocker cyclosporine A was 

used. OPC was differentiated into OL, which became mature with 

in vitro myelination condition, then expressed MBP and PLP mRNA. 

This MBP and PLP mRNAs were disappeared with demyelination 

stress and recovered with remyelination condition. OPC was 

increased and OL was decreased in demyelinated state, and OPC 

was decreased and OL was increased in remyelinated state. This 

result means by that OL died after demyelination, and OPC was 

recruited and differentiated into OL. However, during 

remyelination, recruited OPC was continuously differentiated 

into OL. With IGF-1 supplementation, the less defects in both 

MBP and PLP mRNA was detected. Furthermore OPC recruitment was 

increased in demyelination, and recovery of MBP/PLP mRNA and OPC 

differentiation were enforced with remyelination. These effects 

of IGF-1 were blocked with LY294002 but not with cyclosporine A, 

that is, IGF-1 affects on oligodendrocyte via PI3K signal. In 

conclusion, IGF-1  delayed demyelination and accelerated 

remyelination in primary cultured oligodendrocyte via PI3K/Akt 

signal pathway. 

---------------------------------------------------------------- 

Key words : myelination, demyelination, remyelination, IGF-1,  

oligodendrocte,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 

myelin basic protein, myelin proteolipid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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