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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트 측뇌실핵에서 섭식 관련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1/2 활성화의 조절 기전
랫트의
regulated

측뇌실핵에서

금식

동안

kinase1/2(ERK1/2)

관찰되는

활성화의

extracellular

조절

기전을

signal-

조사하였다.

코르티코스테론이 투여된 랫트와 금식 동안 RU486 이 투여된 랫트의
측뇌실핵에서

mitogen-activated

1(MAPKP-1)

및

pERK1/2

의

protein
수준을

kinase

phosphatase-

면역조직화학법과

western

blot 으로 조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뇌실에
NPY

를

주사한

결과,

섭식량이

뚜렷하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측뇌실핵에서 ERK1/2 인산화 수준은 대조군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금식
동안 뇌실에 leptin 을 주사한 결과, 궁상핵의 NPY mRNA 수준 및
측뇌실핵의 NPY 면역염색상 뿐만 아니라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
염색상도 자유 급식 대조군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금식 동안 혈장 당질코르티코이드 및 뇌시상하부의
NPY 증가는 측뇌실핵에서의 ERK1/2 인산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금식 동안 혈장 leptin 수준 변화가 측뇌실핵에서의 ERK1/2 인산화 조절
기전에 관여될 것이라 사료되었다.
⋯⋯⋯⋯⋯⋯⋯⋯⋯⋯⋯⋯⋯⋯⋯⋯⋯⋯⋯⋯⋯⋯⋯⋯⋯⋯⋯⋯⋯⋯⋯⋯⋯⋯
핵심되는

말:

phospho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1/2(pERK1/2),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hosphatase1(MAPKP-1), Neuropeptide Y(NPY), Leptin, 당질코르티코이드, 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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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트 측뇌실핵에서 섭식 관련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1/2 활성화의 조절 기전

<지도교수 장 정 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차 미 주
Ⅰ. 서 론
금식은 보상성 과식증상과 같은 섭식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혈압 및 맥박
감소, 인슐린 및 렙틴 혈중 농도 감소 등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수반한
다고 보고 되었다. 1-7 뇌의 시상하부 중 특히 측뇌실핵은 금식 동안 체내에
서 형성된 대사 및 감각 신호들이 일산화질소합성효소(NOS) 발현의 감소
와 같은 신경 화학적 변화로 전환되어 금식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뇌 부위인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8,9 랫트의 경우, 금
식 동안 관찰되는 측뇌실핵에서의 NOS 발현의 감소는 혈중 코르티코스테
론 증가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고 되었다. 10-13 또한, 금식 동안 혈중 코르티
코스테론 증가는 측뇌실핵에서 cAMP 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CREB)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 NOS 발현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
로 보고 되었다. 14-16 그러나 금식 시 코르티코스테론에 의한 CREB인산화
감소의 분자 조절 기전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에
의해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hosphatase-1(MAPKP-1)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됨으로써 세포내의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1/2(ERK1/2) 인산화 수준이 감소
되며, 17-23 이어서 MAP kinase 신호경로에서 ERK1/2 하위 조절분자인
CREB의 인산화 수준 역시 감소될 것이라 보고된 바 있다. 24-28 그러나 금
식 동안 랫트의 측뇌실핵에서는 CREB 인산화는 감소되나 그 상위 조절분
자인 ERK1/2 인산화는 증가된다는 사실이 보고 되었고 예비 실험의 결과
를 통해 확인 하였다. 29 이러한 결과는 랫트 측뇌실핵에서 금식에 의한
MAPK 신호계 변화에는 코르티코스테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절물질이
관여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였다.
금식 동안 측뇌실핵에서의 유전자 발현은 혈중 당질코르티코이드 및
leptin 수준의 변화, 측뇌실핵으로의 neuropeptide Y(NPY) 분비 증가 등
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금식 동안 시상하부의 궁상핵에
서는 섭식촉진 펩타이드인 NPY와 agouti-related polypeptide(AgRP)의
발현이 증가되며 섭식억제 펩타이드인 pro-opiomelanocortin(POMC) 발
현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32 NPY는 이제껏 밝혀진 신경 펩타이
드 중 가장 강력한 섭식촉진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식
２

동안 뇌 시상하부 궁상핵에서 그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고, 상당량의 NPY가
측뇌실핵으로 분비된다.33-37 측뇌실핵에서 NPY 분비량 증가는 보상성 과
식증상을 유도하여,38,39 금식으로 인한 체내 에너지 수준 감소를 회복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NPY가 세포내의
ERK1/2 인산화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40-43 금식 동안 측뇌실핵으로
분비된 과량의 NPY가 측뇌실핵의 시냅스 후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과
정에서 ERK1/2 인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하게 하였다. 한편,
금식 동안 혈액중에 증가된 당질코르티코이드는 궁상핵에서 섭식 유전자들
의 발현 조절에 관여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44 지방조직에서 합성, 분비되
는 섭식억제 호르몬인 leptin 역시 섭식 상황에 따라 그 혈중 수준이 변화
되고 궁상핵에서 NPY를 비롯한 섭식조절 분자들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53 또한, leptin 역시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ERK1/2 인산화에 관여할 것이라고 보고되었고, 54-58 측뇌실핵에는 당질코
르티코이드 수용체 및 leptin 수용체가 풍부하게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54-62 이상의 사실들은 금식 동안 관찰되는 측뇌실핵에서의 ERK1/2
인산화가, NPY, 당질코르티코이드 및 leptin 등에 의해 측뇌실핵 신경세포
에서 유도되는 신호전달계 활성화의 일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랫트의 뇌실에 NPY 및 leptin을 주입한 후 측뇌
실핵에서 ERK1/2 인산화 수준을 검색하였고, 또한 당질코르티코이드 수용
체 억제제 처리가 금식에 의한 ERK1/2 인산화 수준 증가를 억제하는지 조
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약물처치

３

연세의대 실험 동물부에서 Sprague-Dawley 종 수컷 랫트(무게 320 ±
50 g)를 구입 및 사육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고, 실험기간 동안
SPF(Specific pathogen free) 환경에서 동물을 유지시켰다. 랫트를 구입하
고 실험에 들어가기 전 1 주일 동안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공급하면서 실
험실 환경에 적응시켰다.
가. 금식 및 코르티코스테론 투여 효과(n=6):
랫트를 대조군(Free fed control: FC/Veh), 코르티코스테론 투여군
(FC/CORT) 및 48 시간 금식군(Food Deprived: FD)으로 구분하였다. 코
르티코스테론 투여군에게는 vehicle(polyethyleneglycol, Sigma, St. Louis,
MO, USA: saline = 7:3)에 부유시킨 corticosterone(Sigma, St. Louis,
MO, USA)을 매회 40 mg/kg의 용량으로 48 시간 동안 12 시간 간격으로
4 회에 걸쳐 피하 주사하였다. 대조군에는 vehicle을 코르티코스테론 투여
군과 동일 시간대에 피하 주사하였다.
나. 금식 동안 RU486 투여 효과(n=6):
랫트를 자유급식 대조군(FC), 48 시간 금식 대조군(FD/Veh) 및 금식
동안 RU486 투여군(FD/RU486)으로 구분하였다. RU486(mifepristone,
Sigma, St. Louis, MO, USA)은 polyethyleneglycol과 saline을 7:3으로
혼합한 vehicle에 부유시켜 매회 20 mg/kg의 용량으로 48 시간 금식 동안
12 시간 간격으로 4 회에 걸쳐 피하 주사하였다. 금식 대조군에는 vehicle
을 RU486 투여군과 동일 시간대에 피하 주사하였다.
다. NPY 뇌실 주사 효과(n=7):
랫트를 대조군(FC/Veh)과 NPY 투여군(FC/NPY)으로 구분하였다.
NPY 투여군에는 생리염수에 녹인 NPY(Peninsula Laboratories, Belmont,
CA, USA)를 미리 설치된 뇌실 도관을 통해 5 ㎍/5 ㎕ 용량으로 micro
injection하였다. 대조군에는 NPY를 녹이지 않은 생리염수 5 ㎕를 동일한
방법으로 뇌실에 주사하였다. NPY 뇌실 주사는 오전 9 시에 실시하였으며,
주사 후 2 시간 동안 사료 섭취량을 기록하였다.
라. 금식 동안 leptin 뇌실 주사 효과(n=6):
랫트를 자유급식 대조군(FC/Veh), 48 시간 금식 대조군(FD/Veh), 금식
동안 leptin 투여군(FD/leptin)으로 구분하였다. Leptin(Peprotech, Rocky
Hill, NJ, USA)은 생리염수에 녹여 미리 설치된 뇌실 도관을 통해 3.5 ㎍/5
㎕ 용량으로 micro injection하였다. 자유급식 대조군과 금식 대조군에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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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염수 5 ㎕를 동일한 방법으로 뇌실 주사하였다. 뇌실 주사는 48 시간에
걸쳐 오전 9 시 및 오후 5 시에 각각 실시하였다.

2. 뇌실 도관 설치 시술
랫트 복강에 pentobarbital과 chloralhydrate 혼합액을 주사하여 마취시
킨 후, 랫트의 양쪽 귀를 ear bar로 고정하고 동물의 앞니를 stereotaxic
head holder 고정걸이 전방의 전구에 걸고, 측두골 고정용 전구를 좌우 균
등하게 조였다. 고정 후 수술을 위해 머리 쪽의 수술부위를 소독 후
scalpels(No.3), blade(No.10)로 두중부를 절개하고 bregma point를 찾은
뒤, target point(lateral ventricle)를 찾아서 1 mm drill로 뚫은 후 지지대
를 위한 구멍을 뚫었다. 나사를 지지용으로 구멍에 세운 후 dental cement
가 흘러내리지 않게 지름 1 cm의 관을 수술부위에 두르고 target point에
probe를 좌표만큼(가로: ±1.2, 세로: -1.5, 깊이: -4 (mm)) 삽입하고
dental cement powder mix를 지지대와 probe 주위를 감싸게 잘 발라주었
다. 수술 후 일주일의 회복기를 가진 다음, probe의 끝이 뇌실에 위치되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실 도관을 통해 angiotensinⅡ(Sigma, St. Louis,
MO, USA)을 10 ng/㎕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약물 투여 후 2 분 이내에
상당량의 물을 마신 랫트만을 실험에 포함시켰으며, 실험 후 probe의 위치
는 뇌조직 검색 시 다시 확인하였다.

3. 조직검색
가. MAPKP-1, pERK1/2 및 NPY 면역조직화학법
랫트의 뇌를 적출하여 MAPKP-1, pERK1/2 또는 NPY 의
면역조직화학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랫트의 복강에 pentobarbital 과
chloralhydrate 혼합액을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심장 관류법을 이용하여
헤파린이 첨가된 0.9% saline 용액으로 혈액을 제거하고, 냉각시킨 4%
paraformaldehyde 를 주입하여 조직을 고정시킨 후 뇌를 적출하여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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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액으로 2-3 시간 동안 4℃에서 후고정을 하였다. 뇌조직의 냉동절편
제작시 조직의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30% sucrose 용액에 24 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sliding microtome(Microm,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조직을 40 ㎛ 냉동 박절한 후 0.1 M PBS 에 넣었다. Triton 용액에 30
분간 처리 후, polyclonal anti-rabbit MAPKP-1(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elaware Avenue, CA, USA 1:1000)항체, polyclonal
anti-rabbit pERK1/2(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1:300) 항체,
polyclonal
anti-rabbit
NPY(Diasorin,
Stillwater,
MN,
USA
1:20000)항체로 상온에서 16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BSA 로
조직을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rabbit IgG(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1:200)로 1 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다시 PBSBSA로 조직을 세척한 다음 avidin-biotin complex(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1:50)에 1 시간 반응시키고 0.1 M
PB로 조직 세척을 한 후 DAB(0.05%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H2O2(0.0036%)를 이용하여 5 분 동안 발색 시켰다.
0.1 M PB로 조직을 세척을 한 후, 0.05 M PB에서 젤라틴으로 입힌 슬라이
드(gelatin-subbed slide glass)에 얹어 공기 중에서 건조 시켰다. 슬라이
드에 부착된 염색된 뇌조직은 일반적인 탈수(dehydration)와 청명
(cleaning)과정을 거친 후 Permount(Fisher, Fairlawn, NJ, USA)를 이용
하여 덮개유리(cover glass)를 씌웠다.
나. Western Blot
랫트의 뇌를 적출하여 MAPKP-1, pERK1/2 의 western blot 을
실시하였다. 신속하게 뇌를 적출, 얼음 위에서 시상하부 부위를 적출하여
sucrose, NaHCO3, MgCl2, CaCl2 등이 들어있는 lysis buffer 에서
분쇄하여 4℃에서 1,4000 rpm 로 20 분간 원심분리 후 침전물을 Tris
buffer(10 mM Tris, 0.1 M NaCl, 5% TritonX-100, 100 u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2 ㎍/㎕ leuoeotin, 1 mM EDTA)에 녹인
후 Protein Assay(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로
정량한다. SDS polyacrylamide(12%) 젤에서 전기영동 후, transfer
system 을 이용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s (Hybond-C, Amersham,
Bucks, UK)에 옮겨 PBS-T blocking buffer (5% nonfat dry milk in
1×phosphate buffered saline-Tween)로 membrane 을 반응시킨 후,
polyclonal anti-rabbit pERK1/2(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1:1000), polyclonal anti-rabbit MAPKP-1(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elaware Avenue, CA, USA 1:1000)을 넣어 4℃에서 16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 buffer 로 씻은 후, HRP anti-rabbit(Zymed
Laboratories Inc, San Francisco, CA, USA 1:10000)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다시 씻은 후 The Western Lightning™ Chemi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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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Perkin Elmer, Wellesley, MA, USA)의 A, B 용액 1:1 혼합액에
실온에서 5 분간 반응시켰다. Membrane 을 3 M paper 에 얹어 말린 후,
암실에서 X-ray film 에 노출하였다. 다시 membrane 을 PBS-T buffer 로
씻은 후 55℃, Stripping buffer(0.5 M Tris-HCl, 10% SDS,
Merchaptoethanol)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polyclonal anti-rabbit
ERK1/2(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1:1000), monoclonal antimouse β-actin(Oncogene, Boston, MA, USA 1:20000)를 넣어 4℃에서
16 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PBS-T buffer 로 씻은 후, HRP antirabbit(1:10000), HRP anti-mouse(Zymed Laboratories Inc, San
Francisco, CA, USA 1:4000)반응 과정을 거쳐 X –ray film에 노출하였다.
다. pERK1/2 및 pCREB 이중면역조직화학염색법
정상의 일반 랫트의 뇌를 적출하여 pERK1/2와 pCREB의 이중 면역조
직화학법을 실시하였다. 적출한 뇌는 4℃에서 2-3 시간 후고정 하여
30% sucrose 용액에 24 시간 처리를 거쳐, 조직을 40 ㎛로 냉동 박절한
후 0.1 M PBS에 넣었다. Triton용액에 30 분간 처리 후, PBS-BSA
buffer에 polyclonal anti-rabbit pCREB(Upstate biotechnology Inc,
Waltham, MA, USA 1:1000) 항체로 상온에서 16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BSA로 조직을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rabbit IgG(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1: 200)로 1 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다시 PBS-BSA로 조직을 세척한 다음 avidin-biotin complex(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1:50)에 1 시간 반응시키
고 TB( 0.05 M Tris-HCl, p H 7.8)로 조직 세척을 한 후 Nick el
ammonium sulfate(0.06%), DAB(0.025%,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H2O2(0.0027%)를 이용하여 4 분 동안 발색 시켰다.
0.05 M TB(pH 7.6)로 조직을 세척을 한 후, TBS-BSA(0.05 M TrisHCl+0.9%NaCl+0.5%BSA, pH7.8)에 polyclonal anti-rabbit pERK1/2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1:300) 항체로 상온에서 16 시간 동
안 반응시킨 후 TBS-BSA로 조직을 세척하고 biotinylated anti-rabbit
IgG(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1:200)로 1 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다시 TBS-BSA로 조직을 세척한 다음 avidin-biotin
complex(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1:50)에 1 시간 반응 시켰다. 0.05 M TB(pH 7.8)로 조직 세척을 한 후
DAB(0.025%,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H 2 O 2
(0.0036%)를 이용하여 5 분 동안 발색 시켰다. 0.05 M TB(pH 7.6)로 조
직을 세척 한 후 0.05 M TB에서 젤라틴으로 입힌 슬라이드(gelatinsubbed slide glass)에 얹어 공기 중에서 건조 시켰다. 슬라이드에 부착된
염색된 뇌 조직은 일반적인 탈수(dehydration)와 청명(cleaning)과정을 거
친 후 Permount(Fisher, Fairlawn, NJ, USA)를 이용하여 덮개유리(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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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를 씌웠다.
라. NPY in situ hybridization
랫트의 뇌를 적출하여 NPY in situ hybridization을 실시하였다. 적출
한 뇌는 4℃에서 2-3 시간 후고정 하여 30% Sucrose (0.1% DEPC) 용
액에 24 시간 처리를 거쳐, 조직을 40 ㎛ 냉동 박절한 후 차가운 2 X
SSC(0.1% DEPC) 가 담긴 vial에 그룹별 조직을 12 장 씩 총 36 장을 넣
었다. Pre-hybridization buffer는 뇌를 냉동 박절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48℃ water bath 에 넣어 slowly shaking해 놓고 냉동 박절이 끝나면 조직
이 담긴 vial에서 2 X SSC buffer를 제거한 후 pre-hybridizaion buffer를
vial당 1 ml씩 천천히 분주한 후 48℃ water bath에서 2 시간 이상 slowly
shaking incubation 한다. Vial당 35S-α-dATP labeled NPY(511 bp
SmaI restriction fragment) cDNA probe (1 X 107 cpm)를 조직에 직접
닿지 않도록 넣고 16 시간 동안 48℃ water bath에서 slowly shaking
incubation 하였다. Washing은 48℃ 에서 15 분 간격으로 7 번 시행하였
다(Sections을 담고 있는 vials을 2 X SSC로 가득 채워 48℃에서 15 분간
incubation 하였다: SSC 2 X Æ SSC 2 X Æ SSC 1 X Æ SSC 0.5 X Æ SSC
0.25 X Æ SSC 0.125 X Æ 0.1 M PB (ice-cold) Æ 종료). Washing이 끝
나면 tissue sections은 젤라틴으로 입힌 슬라이드(gelatin-subbed slide
glass)에 얹어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후 슬라이드를 실온에서
autoradiographic film(Kodak)에 최초 12 시간 동안 노출 시킨 후 현상하
여 관찰하였다.

4. 정량화 및 통계처리
항체로 면역 염색된 세포의 수와 film에 감광된 mRNA 수준은 Zeiss
Stemi-2000 stereoscope가 달린 Dage-MTI CCD 72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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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하여 MCID Image Analyze System(Imaging Research Inc,
Ontario, Canada)를 이용하여 화상분석 하였다.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을 위하여 Statview(version 5.01, The
SAS Institute,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Paxinos & Watson63
책을 참고하여 각 마리 당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4 section을
선택하여 section 당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 값들을 각 군 간 분류하여
unpaired-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군간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집단의 표본수에 의거하여 최소
유의차검정법(Fisher’s protectd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PLSD)으로
사후검정법(post-hoc text)을 수행하여 차이를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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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뇌 시상하부 측뇌실핵에서의 pERK1/2 및 pCREB colocalization.
랫트의 뇌 시상하부 측뇌실핵 조직에서 pERK1/2와 pCREB 이중면역조
직화학 염색을 실시하였다. 측뇌실핵의 세포들 중 일부가 pERK1/2와
pCREB 항체에 동시에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ERK1/2와
pCREB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세포들은 대개가 소핵세포부 (parvocellular
subdivision)에서 발견되었다(그림 1).

pM
mP

3V

X 200

►★
X 800

그림 1. 자유급식 랫트의 측뇌실핵에서 pERK1/2와 pCREB 이중면역조직
화학 염색상. 자유급식을 한 랫트에서 고정시켜 준비한 측뇌실핵 조직 절편
으로 pCREB 및 pERK1/2 항체를 사용하여 이중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
하였다. 측뇌실핵에서 pCREB과 pERK1/2을 모두 함유하는 세포들은 대개
가 소핵세포부 (mP)에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V; 3rd ventricle,
mP; medial parvocellular subdivision, pM; posterior magnocellular
subdivision.★: pCREB, ►: pERK1/2
2. ERK1/2 인산화에 대한 당질코르티코이드 효과.
가. MAPKP-1 면역조직화학상
랫트의 뇌 시상하부 측뇌실핵에서 ERK1/2 인산화 수준이 당질코르티
코이드에 의한 MAPKP-1 발현 변화에 의해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유급식 랫트의 측뇌실핵 조직 절편으로 MAPKP-1 면역조직화학법을 실
시하였다. MAPKP-1의 면역양성세포는, 당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존재
가 거의 보고된 바 없는 거대세포부(pM)에서만 확인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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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랫트 측뇌실핵에서 MAPKP-1 면역조직화학상. MAPKP-1의 면
역양성세포는, 당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존재가 거의 보고된 바 없는 거
대세포부(pM)에서만 관찰되었다.

나. pERK1/2, MAPKP-1 western blot
랫트의 뇌 시상하부 측뇌실핵에서 ERK1/2 인산화 수준이 금식 및 코
르티코스테론 투여에 의해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랫트를 흡입마취 시킨
후, 시상하부 조직을 dissection하여 pERK1/2와 MAPKP-1의 양적 변화
를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시상하부 조직에서 pERK1/2,
MAPKP-1의 단백발현은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A). 각 군의 시상하부에서 pERK1/2, MAPKP-1의 단백발현 강도
를 정량 분석한 결과 실험 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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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RK1/2 인산화에 대한 금식 및 코르티코스테론 투여 효과. 48 시
간 금식 및 코르티코스테론 투여 후 시상하부에서의 pERK1/2, MAPKP-1
단백발현을 검색하였다. A. 금식군, 코르티코스테론 투여군 및 대조군 시상
하부의 pERK1/2, MAPKP-1 단백발현. B. 각 실험군 시상하부에서
pERK1/2, MAPKP-1 단백발현 강도의 정량 분석. 금식 및 코르티코스테
론 투여는 시상하부의 pERK1/2, MAPKP-1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급식 대조군: Free fed control(FC/Veh), 코르티코스
테론 투여군: FC/CORT, 48 시간 금식군: Food Deprived(FD), n=6.
다. pERK1/2 면역조직화학상
48 시간 금식 동안 분비되는 당질코르티코이드가 ERK1/2 인산화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인 RU486을 피
하주사 후 심장 관류법으로 뇌조직을 고정시켰고, 측뇌실핵 조직 절편을 준
비하여 pERK1/2 면역조직화학법을 수행하였다. 금식군의 측뇌실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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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1/2 면역염색상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RU486 투여군 역시 대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그림 4A). 각 군의 측뇌실핵에서 pERK1/2 양성
세포 염색 강도를 정량 분석한 결과 금식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되었고(p < 0.01) RU486 투여군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됨으로
써(p < 0.001) 금식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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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FD / Veh FD / RU486

ERK1/2 인산화에 RU486 투여 효과. 48 시간 금식 및 금식 동안 RU486
투여군에서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조직화학상을 검색하였다. A. 금식군,
RU486 투여군 및 대조군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조직화학상. B. 각 실
험군 측뇌실핵에서 pERK1/2의 양성 세포 염색 강도의 정량 분석. 금식 동
안 RU486 투여가 측뇌실핵의 pERK1/2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FC: 자유급식 대조군, FD/Veh: 48 시간 금식 대조군,
FD/RU486: 48 시간 금식하는 동안 RU486 투여군. ** p < 0.01 vs. FC,
*** p < 0.001 vs. FC. n=6.
3. NPY 뇌실 주사 효과.
가. 2 시간 동안의 사료 섭취량.
뇌실에 주입된 NPY의 생리적 활성을 검증하기 위해, NPY(5 ㎍/5 ㎕)
또는 vehicle을 랫트의 뇌실에 주사한 후 2 시간 동안의 사료 섭취량을 조
사하였다. NPY 투여군의 사료 섭취량을 vehicle 투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정량 분석한 결과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1)(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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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
0.0
시간
동안
FC / Veh
FC / NPY
의 사
료 섭
취량. 생리염수에 녹인 NPY를 오전 9 시에 랫트의 뇌실에 미리 설치된 도
관을 통해 5 ㎍/5 ㎕ 용량으로 2 분 동안 micro injection한 후, 오전 11
시까지 2 시간 동안 섭취한 사료의 양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에는 5 ㎕의 생
리염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하였다. NPY 투여군의 사료 섭취량이 대조
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다. FC/Veh: Vehicle 투여 대조군, FC/NPY:
NPY 투여군. ** p < 0.01 vs. FC/Veh. n=7.
나. pERK1/2 면역조직 염색상.
NPY 뇌실 주사 2 시간 후 심장 관류법으로 뇌조직을 고정시켰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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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핵 조직 절편을 준비하여 pERK1/2 면역조직화학법을 수행하였다.
NPY 투여 군의 측뇌실핵에서 pERK1/2 면역 염색상은 대조 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6A). 각 군의 측뇌실핵에서
pERK1/2 양성 세포 염색 강도를 정량 분석한 결과 실험 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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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PY 뇌실 주사 후 측뇌실핵에서 pERK1/2의 면역조직화학상.
NPY 뇌실 주사 2 시간 후,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조직화학상을 검색하
였다. A. NPY 및 대조군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조직 염색상. B. 각 실
험 군 측뇌실핵에서 pERK1/2 면역조직염색 강도의 정량 분석. NPY 뇌실
주사는 측뇌실핵의 pERK1/2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C/Veh: Vehicle 투여 대조군, FC/NPY: NPY 투여군. n=7.
4. 금식 동안 leptin 뇌실 주사 효과
가. pERK1/2 면역조직염색상
48 시간 금식 동안 하루에 한 번씩 12시간 간격으로 총 4회 leptin 투
여 후 뇌실 주사 후 심장 관류법으로 뇌조직을 고정시켰고,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조직화학상을 관찰한 결과, 자유급식 대조군에 비해 48 시간
금식군에서 pERK1/2 면역염색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금식
동안 leptin 투여에 의해 억제된 것으로 보였다(그림 7A).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 양성 세포수를 정량 분석한 결과, 금식군에서 증가 하였고
(p < 0.01), leptin 투여군은 금식군에 비해 자유급식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
되었다(p < 0.01). 이는 금식에 의해 증가된 pERK1/2 면역염색 정도가
leptin에 의해 억제 된 것이라고 사료되었다(그림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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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1/2의 면역조직화학상. 48 시간 금식 및 leptin 뇌실 주사 후 측뇌실
핵에서 pERK1/2의 면역조직화학상을 검색하였다. A. 금식 대조군, leptin
투여군 및 대조군 측뇌실핵의 pERK1/2 면역조직 염색상. B. 각 실험 군 측
뇌실핵에서 pERK1/2 면역조직염색 강도의 정량 분석. FC/Veh: 자유급식
대조군, FD/Veh: 48 시간 금식 대조군, FD/leptin: 48 시간 금식하는 동안
leptin 투여군. ** p < 0.01 vs. FC/Veh, ## p < 0.01 vs. FD/Veh. n=6
나. NPY 발현
(1) 측뇌실핵에서 NPY 면역조직화학염색상
48 시간 금식 동안 하루에 한 번씩 12시간 간격으로 총 4회 leptin
뇌실 주사 후 심장 관류법으로 뇌조직을 고정시켰고, 측뇌실핵의 NPY 면역
조직화학상을 관찰한 결과, 자유급식 대조군에 비해 48 시간 금식군에서
NPY 면역염색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금식 동안 leptin 투여
에 의해 억제된 것으로 보였다(그림 8A). 측뇌실핵의 NPY 면역 양성 세포
수를 정량 분석한 결과, 금식군에서 증가 하였고(p < 0.05), leptin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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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식군에 비해 자유급식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되었다(p < 0.01). 이는
금식에 의해 증가된 NPY 발현 증가가 leptin에 의해 억제 된 것이라고 사
료되었다(그림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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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Y의 면역조직화학상. 48 시간 금식 및 leptin 뇌실 주사 후 측뇌실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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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NPY의 면역조직화학상을 검색하였다. A. 금식 대조군, leptin 투여군 및
대조군 측뇌실핵의 NPY 면역조직 염색상. B. 각 실험군 측뇌실핵에서 NPY
면역조직염색 강도의 정량 분석. FC/Veh: 자유급식 대조군, FD/Veh: 48 시
간 금식 대조군, FD/leptin: 48 시간 금식하는 동안 leptin 투여군. * p <
0.05 vs. FC/Veh, ## p < 0.01 vs. FD/Veh. n=6
(2) 궁상핵에서 NPY mRNA 발현
48 시간 금식 동안 하루에 한 번씩 leptin 뇌실 주사 후 심장 관류법
으로 뇌조직을 고정시켰고, 궁상핵의 NPY mRNA 수준을 관찰한 결과, 자
유급식 대조군에 비해 48 시간 금식군에서 NPY mRNA 발현이 증가되었으
며, 이러한 증가는 금식 동안 leptin 투여에 의해 억제된 것으로 보였다(그
림 9A). 궁상핵의 NPY의 autoradioactivity를 정량 분석한 결과, 금식군에
서 증가 하였고(p < 0.001), leptin 투여군은 금식군에 비해 자유급식 대조
군 수준으로 감소되었다(p < 0.001). 이는 금식에 의해 증가된 NPY
mRNA 발현 증가가 leptin에 의해 억제 된 것이라고 사료되었다(그림 9B).

A.

FC / Veh

R.O.D ( % of FC / Veh )

B.

FD / Veh

150

FD / leptin

***
１９

###

100

50

0
FC / Veh

FD / Veh

FD / leptin

그림 9. 금식 및 leptin 뇌실 주사 후 궁상핵에서 NPY mRNA 발현. 48 시
간 금식 및 leptin 뇌실 주사 후 궁상핵에서 NPY mRNA의 발현을 검색하
였다 A. 금식 대조군, leptin 투여군 및 대조군 궁상핵의 NPY mRNA 발현.
B. 각 실험 군 궁상핵에서 NPY mRNA 발현 강도의 정량 분석. FC/Veh:
자유급식 대조군, FD/Veh: 48 시간 금식 대조군, FD/leptin: 48 시간 금식
하는 동안 leptin 투여군. *** p < 0.001 vs. FC/Veh, ### p < 0.001 vs.
FD/Veh. n=6

Ⅶ. 고 찰
스트레스 대응축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PA axis) 활성화의 최
종산물인 당질코르티코이드(랫트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론)는 부신피질에서
합성되어 혈중으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혈중 코르티코스테
론 수준은 스트레스 반응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44 코르티코스테론은 중추
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신체의 에너지 균형 및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61,62 랫트의 경우 금식 동안 혈중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은
현저히 증가하며, 재 급식 후 단 시간 내에 급격히 감소 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4-6,44 이전의 연구에서, 금식 및 재 급식과 같은 섭식 상황 변화에
따른 측뇌실핵에서의 nNOS 발현 조절 기전에는 CREB 인산화가 수반될
것이며, 이 조절 경로에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이 억제 인자로서 관련될 것
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나 코르티코스테론에 의한 CREB 인산화 억제 기전
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3-25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MAP
Kinase 신호 전달계의 조절분자인 ERK1/2의 인산화가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 의해 억제 됨으로써 그 하위 조절분자인 CREB의 인산화가 억제 될 것
이라 보고된 바 있다.26 본 실험에서, 랫트 뇌의 측뇌실핵에서 pCREB과
pERK1/2의 co-localization을 조사한 결과, 측뇌실핵의 세포들 중 일부가
pERK1/2 와 pCREB 항체에 동시에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ERK1/2와 pCREB를 모두 함유하고 있는 세포들은 대개가 소핵세포부
(parvocellular subdivision)에서 발견되었다. 측뇌실핵의 소핵세포부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므
로, 9,44,61,62,68-70 이러한 결과는 섭식 상황 변화에 따른 측뇌실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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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B 인산화 수준 변화가 혈장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한 ERK1/2 인산
화 수준 조절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세포주를 이용
한 실험에서 합성 당질 코르티코이드인 dexamethasone을 처리 시 세포내
의 ERK1/2 인산화 수준이 감소되며 이 때 MAP Kinase Phosphatase1(MAPKP-1)의 발현은 증가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16-22,28 이상의 보고
들을 종합하여 볼 때, 랫트의 경우 금식 동안 증가된 혈장 당질 코르티코이
드가 측뇌실핵에서 MAPKP-1 유전자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ERK1/2 인산
화 수준을 감소시키고 이어서 CREB 인산화 수준의 감소가 수반될 것이라
짐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MAPKP-1 항체에 반응하는 측뇌실
핵의 세포들은 거대 세포부에서만 발견 되었다. 측뇌실핵의 거대세포부에는
소핵세포부와는 달리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44,61,62 더욱이, 금식 동안 랫트의 측뇌실핵에서 ERK1/2 인
산화 수준은 생쥐의 경우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29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금식 동안 랫트의 측뇌실핵에서 혈장 당질 코르
티코이드에 의한 CREB 인산화 감소 조절 기전에는 MAPKP-1 유전자 발
현의 증가 및 ERK1/2 인산화 수준 변화는 관여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게
하였다.
측뇌실핵 조직의 western blot 분석에서, pERK1/2 및 MAPKP-1 수준
은 코르티코스테론 투여에 의해 증가하지 않았으며,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
용체의 길항제인 RU486은 금식에 의한 pERK1/2 수준 증가를 봉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랫트의 측뇌실핵에서 금식 동안 관찰
되는 pERK1/2 수준 증가에 혈장 코르티코스테론이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NPY 및 leptin은 섭식, 몸무게 및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
로 잘 알려져 있다.45-47,61,62,64 NPY는 중추신경계에서 강력한 섭식 촉진 작
용을 나타내는 펩타이드로 HPA axis를 자극하며,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
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30,64 NPY는 궁상핵에서 합성 및 분비되며, 측뇌실핵,
배측뇌측핵(DMN), 복내측핵(VMN)으로 그 신경 말단이 뻗어 있으며 특히,
측뇌실핵으로 분비된 NPY는 섭식 행동조절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8,39,64-66,76 금식 동안 궁상핵에서 NPY의 유전자 발현은 현저히 증
가되며, 측뇌실핵으로 NPY의 분비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32,33,37,48-50 Leptin은 지방조직에서 합성 및 분비되는 섭식억제 호르몬으
로서, 시상하부에서 섭식 조절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30,46-49,71 Leptin은 궁상핵에서 NPY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며, 금식 동
안 혈중 leptin 농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1,59,60,72,73 Leptin의
작용은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분포하고 있는 leptin 수용체를 통하여 일어나
며, 활성이 큰 수용체들은 주로 시상하부의 궁상핵, 배내측핵, 복내측핵 그
리고 측뇌실핵에 분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8,67,74,75,77-85 세포주를 이용
한 실험에서, NPY 및 leptin이 세포내의 ERK1/2 인산화 수준을 조절한다
고 보고된 바 있다. 40-43,54-57,74,75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랫트의 측뇌실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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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식 동안 관찰되는 ERK1/2 인산화 수준 증가에 NPY 및 leptin이
관여하는지 조사하였다. NPY를 랫트의 뇌실에 주사하고 2 시간 후 측뇌실
핵에서 pERK1/2 수준을 면역조직화학법으로 검색한 결과, 측뇌실핵에서
pERK1/2 수준은 NPY 투여에 의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PY
투여 군에서 섭식량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본 연구
에서 뇌실에 투여된 NPY가 측뇌실핵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켰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NPY에 의한 측뇌실핵 세포들의 활
성화에는 ERK1/2의 인산화가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한편, 금
식 동안 뇌실에 주사된 leptin은 궁상핵 및 측뇌실핵에서 금식에 의한 NPY
증가뿐만 아니라 측뇌실핵에서 pERK1/2 수준 증가도 효과적으로 봉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금식 동안 혈중 leptin 농도의 감소와 측뇌실
핵에서 ERK1/2의 인산화 수준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금
식 동안 leptin 뇌실 주사가 pERK1/2 수준뿐만 아니라 궁상핵에서 NPY
유전자 발현 증가까지도 봉쇄하였으므로, 측뇌실핵에서 ERK1/2 인산화 억
제가 leptin에 의한 NPY유전자 발현 억제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
할 수도 있다. 그러나, NPY 뇌실 주사가 측뇌실핵에서 ERK1/2 인산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희석시킨다. 즉, leptin에 의한
측뇌실핵에서의 ERK1/2 인산화 조절 기전에 NPY가 개입될 가능성은 낮으
며, 측뇌실핵 신경세포들에 분포된 leptin 수용체를 통한 조절 기전의 가능
성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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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랫트의 측뇌실핵에서 MAPKP-1 면역양성세포는 거대세포부에서만 관
찰되었다.
2. 랫트의 시상하부에서 MAPKP-1 및 pERK1/2 수준은 코르티코스테론
투여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으며, 당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인
RU486은 금식에 의한 측뇌실핵 ERK1/2 인산화 증가를 봉쇄하는데 실패
하였다.
3. NPY 뇌실 투여는 섭식량을 현저히 증가 시켰으나, 측뇌실핵에서
ERK1/2 인산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 금식 동안 leptin을 뇌실에 투여한 결과, 금식에 의한 궁상핵 및 측뇌실
핵에서 NPY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ERK1/2 인산화 증가도 효과적으
로 봉쇄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랫트의 측뇌실핵에서 ERK1/2 인산화 수준 조절에는
혈장 leptin 수준 변화가 관련될 것이며, 혈장 당질 코르티코이드 및 시상하
부의 NPY는 그 조절 기전에 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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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eding relate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1/2
phosphorylation in the rat paraventricular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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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reactivity of the activated form of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s1/2(pERK1/2) is markedly increased in the
hypothalamic paraventricular nucleus(PVN) during food deprivation.
NPY release to the PVN and plasma glucocorticoid level is increased,
but plasma leptin level decreased, during food deprivation. In vitro
studies have shown that NPY or leptin modulates cellular level of
pERK1/2, and suggested that glucocorticoids may regulate pERK1/2
levels, via increasing gene expression of mitogen activated
phosphatase kinase phosphatase-1(MAPKP-1). We examined if
pERK1/2 levels in the rat PVN is modulated by corticosterone, NPY or
leptin treatment. MAPKP-1 immuno-positive neurons were detected
only in the magnocellular PVN, where existence of glucocorticoids
receptors has been hardly reported. Corticosterone did not increase
pERK1/2 in the PVN, and RU486 failed to inhibit fasting-induced
increase of the PVN-pERK1/2. Intracerebroventricular NPY increased
food intake, but not the PVN-pERK1/2 level. Fasting-induced increase
of the PVN-pERK1/2 was blocked by leptin administ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crease in pERK1/2 in the PVN during food
deprivation may not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NPY or plasma
glucocorticoids. However, decrease in plasma leptin level appears to be
required for fasting-induced increase of the PVN-pER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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