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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lpha-아드레날린 자극에 의한 신생 백서 심근세포의 

비대 기전 

 

 

심근세포는 α1-아드레날린 수용체(α1-adrenergic receptor, α1-AR)

의 자극에 의해 비대 반응을 나타낸다. Gh는 새롭게 밝혀진 G 단백질 

의 일종으로 조직형 글루타민전이효소(transglutaminase)와 α1-AR의 

신호전달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아직 Gh를 통해 비대반응을 일으키

는 세포내 신호 전달 경로는 규명되어 있지않다. RGS (Regulator of G 

protein signaling)는 Gαi와 Gαq를 통한 신호 전달을 완전히 차단하는 

단백질로서, 백서의 심근세포에서는 RGS4의 형태로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RGS4를 과발현시킨 신생백서의 심근세포를 이용하여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해 비대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에서 Gh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대반응의 지표로는 총단백질 합성량을 이용하였다. α1-AR/Gh를 

통한 심근세포의 비대반응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생 백서 심근

세포에 RGS4와 Gh를 과발현시킨 다음, norepinephrine으로 자극하여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MAPKs)와 그의 상위 조절인자인 

protein kinase C(PKC), Ras, mitogen activated ERK activating 

kinase (MEK) 1,2의 활성과 원종양 유전자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ERKs)의 활성화는 α1-AR blocker에 의해 차단되었으나, β

-AR blocker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Gh의 과발현은 norepin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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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ERKs의 활성화를 촉진시켰으며, α1-AR blocker에 의해 이러

한 효과는 차단되었다. Gh와 RSG4를 모두 과발현시킬 경우, 

norepinephrine에 의한 비대반응은 PKC/MEK1,2/ERKs의 활성화를 

통한 c-myc의 발현의 증가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norepinephrine은 신생 백서의 심근세

포에서 α1-AR를 통해 비대반응을 일으키고, Gh가 norepinephrine에 

의한 PKC/MEK1,2/ERKs 의 활성화에 부분적으로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Gh에 의한 PKC/MEK1,2/ERKs의 활성화는 원종양유

전자인 c-myc의 발현을 증가시켜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켰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말 : 신생백서 심근세포, 심근비대, 신호전달, Gh, RS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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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아드레날린 자극에 의한 신생 백서 심근세포의 비대 기전 

< 지도교수  김 성 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변 영 섭 

 

I. 서  론 

 

  생후 심근세포의 비대는 혈역학적 스트레스, 심근의 손상,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분비되는 체액성 인자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1-3  심

근세포의 비대에는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유

전자의 발현과 단백질의 합성이 수반된다. 즉, 심근세포의 비대 반응

에는 atrial natriuretic factor(ANF), alpha-actin4과 같은 태아 유전자

의 재발현, 초기 원종양유전자인 c-fos,5 myosin light chain- 

2(MLC-2)6와 같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과 이로 인한 단백질 합성의 

증가 및 수축성 단백질의 조직화가 수반된다. 

 광범위한 신경체액성 인자(neurohormonal factor)와 심실벽의 긴장

도(wall tension)에 의한 적응 과정으로 심장이 비대되지만, 지속적인 

심장비대는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7 이에 심장비대를 일으키는 세

포내 신호전달 체계를 규명하기위해 많은 노력들이 집중되어 왔다.  

성인의 심근세포는 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세포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나 면역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많은 세포내 신호전달 체계들이 심근세포의 비대적 성장을 조절하게 

된다.8 

  심근세포의 비대는 세포막 수용체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내분비성 

인자(endocrine factor)나 주변세포 또는 세포자신에서 분비되는 인자



 

4 

(paracrine, autocrine factor)에 의해 시작된다.9 이들 수용체의 활성

화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핵인자(nuclear factor)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가지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이 시작되도록 한다. 심근비대 

반응을 매개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에는 G protein isoforms,10 

low-molecular-weight GTPase(Ras, RhoA, Rac),11-13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MAPK) cascade,14 protein kinase C(PKC),15 

calcineurin,16 gp 130-signal transducer,17 insulin-like growth factor 

I receptor,18 fibroblast growth factor,19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receptor20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각각의 세

포 내 신호전달 과정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신호전달 과정의 활성화가 전체 비대 반응을 시

작 시킬 수도 있지만, G 단백질과 같은 중심적인 특정 신호전달 과정

의 차단에 의해 전체 비대 반응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심장에 제한된 특정한 주요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의 봉쇄는 비

대 반응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주어 효과적으로 심장비대를 줄일 수 

있다. 

  심장에서 G 단백질의 종류는 연동되는 수용체에 따라 Gαs, Gαi, 및 

Gαq로 분류되는데,21 Gαs는 β-adrenergic receptor(β-AR)와 연동되어 

epinephrine이나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심장박동

수와 심근 수축력 증가를 일으킨다.22  Gαi는 cholinergic receptor와 

연동되고 acetylcholine에 의해 활성화된다.23 Gαq는 angiotensin II, 

endothelin, α-adrenergic receptor(α-AR)와 연동된다.24 G 단백질은 

Gα 와 Gβγ subuni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막 수용체가 활성화 되

면서 Gα subunit의 GDP가 GTP로 바뀌면서 Gα 와 Gβγ subunit은 분

리된다.24 이후 각 subunit은 하위 신호 전달 체계 effector의 활성을 

조절하게 되는데, Gαs와 Gαi는 adenylyl cyclase(AC)의 활성26을, Gα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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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hospholipase C(PLC)의 활성27을 조절하게 된다. Gβγ는 MAPK와 

phosphatidylinositol 3-kinase(PI3K), 그리고 Ras의 활성을 증가시킨

다28(Fig. 1). 

정상 심장에서 catecholamine의 효과는 주로 β-AR를 통해 매개되

지만, 심근 허혈과 같은 병적 환경에서는 α1-AR가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는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 수용체일 가능

성이 있다. 배양된 신생 백서 심근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Gαq와 

PLC가 심근비대를 일으키는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함이 밝혀졌고,29  

Gαq를 과발현시킨 형질변환 쥐에서 편심성 심실 확장, 동성 서맥, 좌

심실 수축 저하가 관찰됨에 따라 Gαq가 “부적응적(maladaptive)”인 

심장비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0 

최근 심장에서 G 단백질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인자로서 

RGS(Regulator of G protein signaling) 단백질이 20여종 발견되었으

며, 이들은 GTPase activating proteins(GAPs) 처럼 G 단백질의 기

능을 저해한다.31 이들 대부분은 Gi/Go 및 Gq에 특이하게 작용하며, 

쥐의 심장에 존재하는 RGS의 아형(subtype)으로는 RGS1, 3, 4, 5 와 

6이 발견되었다.32 이들 중 RSG4가 매우 특이적으로 Gq가 매개하는 

세포내 신호전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 

일반적인 이형삼량체(heterotrimeric) G 단백질과 명확하게 구분되

는 Gh는 글루타민전이효소(transglutaminase)와 GTPase의 기능을 

지닌 다기능성 단백질로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며, GTPase 기능을 

통해 PLC-δ1에게 α1B-AR의 신호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보고 되었

다.34,35,36 이러한 기능은 α1-AR의 자극이 Gq를 통해 PLC-β를 활성

화시키는 것과37 비교되는 것인데, Gh를 통한 세포내 신호 전달의 중

간 과정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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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α1-adrenergic receptors(AR) signaling pathways in cardiomyocytes.28  
α1-AR signaling pathways are activated in cardiomyocytes through G proteins. 
Abbreviations: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JNK, c-Jun 
N-terminal kinase; MAPK,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K, MAPK 
kinase; MAPKKK, MAPKK kinase; MEK, mitogen activated ERK activating 
kinase; PIP2, phosphatidylinositol-4,5-bisphosphate; PKC, protein kinase C; 
PLC, phospholipase C; Ras, a monomeric  GTPase; Rho, Ras homologous; 
STAT,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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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α-AR 경로 중 Gq와 다른 경로, 즉 Gh를 통해 심근 

비대가 일어나는 중간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Gq의 작용을 완전히 차

단하는 RGS4를 발현시킨 신생 백서 심근세포 모델을 사용하여 α-AR 

자극에 의한 각종 단백질의 인산전이효소(protein kinases)와 원종양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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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신생 백서 심근세포의 분리와 배양 

 

신생 백서 심근세포를 분리하기 위하여, 효소법을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38  출생 3일 된 Sprague-Dawley rat의 심장에서 좌심실

을 분리하여 Dulbecco’s phosphate-buffered saline solution(pH 7.4, 

Gibco BRL, Carlsbad, CA, USA)로 세척했다.  미세절단 가위

(microdissecting scissor)를 사용해 조직 크기가 1 mm 정도로 될 때

까지 잘라준 다음, 10 ml의 collagenase I (0.8 mg/ml, 262 units/mg, 

Gibco BRL, Carlsbad, CA, USA)으로 37℃ 에서 15분간 처리 했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은 조직을 15 ml의 신선한 collagenase I 으로 

15분간 처리 했다.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세포 배양 배지(α

-MEM containing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 

Carlsbad, CA, USA)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옮긴 후, 상온에서 1200 

rpm으로 4분간 원심분리하고 세포 pellet을 5 ml의 배지에 재부유

(resuspension) 시켰다.  상기 과정을 조직이 거의 남지 않을 때까지 

7-9회 반복했다. 각각의 세포로 분리된 세포 부유액을 모아 100 mm 

조직배양판(tissue culture plate)에서 1~3시간 동안 배양하여 섬유모

세포(fibroblast)만 배양판에 부착되게 하였다.  배양판에 붙지 않은 

세포들을 모아 5 x 105 cells/ml의 농도로 세포를 접종(seeding)하여 

4~6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신선한 배지로 갈아주고 0.1 mM 의 BrdU

를 첨가하여 섬유모세포의 성장을 억제했다.  그 후 37℃로 CO2 배

양기에서 배양했다.  Norepinephrine(10-6M) 자극을 시행하기 전에 

10% 대신 0.5%의 FBS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를 휴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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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GS4와 Gh 유전자의 transfection 

 

진핵세포(eukaryotic) 발현 벡터(vecter)인 pcDNA3.1(Invitrogen, 

Groningen, Nehterlands)에 클로닝(cloning)된 RGS4와 Gh 유전자를 

LIPOFECTAMINE PLUSTM reagent(Gibco BRL, Carlsbad, CA, USA)

을 사용하여 신생 백서 심근세포에 발현시켰다.38  간단히 기술하면, 

60 mm culture plate에 배양된 심근세포(5 x 105 cells/plate)를 무혈청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DMEM, Gibco BRL, Carlsbad, CA, 

USA)로 두 번 세척한 후, plate당 5 μg의 DNA를 함유하는 무혈청 

DMEM으로 희석한 LIPOFECTAMINE PLUSTM reagent를 넣었다. 

37℃로 CO2 배양기에서 12시간 배양한 후에, 10% FBS-DMEM으로 

배지를 바꿔주고 37℃에서 48시간동안 더 배양하였다. 

Norepinephrine(10-6M) 자극을 시행하기 전에 10% 대신 0.5%의 

FBS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를 휴지시켰다. 

 

 

3. 총 단백질과 DNA량의 정량 

 

  총 단백질과 DNA의 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심근세포를 1 N NaOH

로 60℃에서 30분간 처리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세포의 총 단백질

양은 BCA protein assay reagent(Pierce Chemicals, Rockford, IL, 

USA)로 표준물질로 소 알부민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DNA를 정량

하기 위해 SDS와 proteinase K을 첨가해 세포를 용해시키고, DNA를 

phenol로 처리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의 흡광도는 260 nm에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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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stern blotting 

 

0.5% FBS-DMEM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휴지된 신생 백서 

심근세포에 norepinephrine을 처리한 후, 세포들을 모은 다음 lysis 

완충용액(2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mM EDTA; pH 

8.0, 1 mM EGTA; pH 8.0, 1% Triton, 1 mM Na3VO4, 1 mM 

glycerphosphate, 2.5 mM sodium pyrophosphate, 1 μg/ml leupeptin)

으로 세포를 용해시켰다. 16,000 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은 BCA protein assay reagent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동량의 

상층액으로 10~12% polyacrylamide gel 상에서 SDS- PAGE를 시행 

후, 분리된 단백질을 polyvinylidene difluoride(PVDF) membrane으

로 tranfer 완충액(20 μM Tris, 190 mM glycine, 20% methanol) 안에

서 전기이동시켰다. 전기이동된 membrane은 5%의 탈지유(skim 

milk)를 포함한 PBS 완충액(8.0 g NaCl, 0.2 g KCl, 1.5 g NaH2PO4, 

0.2 g K2HPO4 per liter)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한 후 RGS4, 

phospho-ERK, phospho-PKC, phospho-JNK, phospho-p38, 

MEK1,2, phospho-MEK1,2, Ras에 대한 항체를 각각 반응시켰다. 그 

다음 horse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goat anti-rabbit 항체와 실온

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Blot 들은 enhanced chemilumine- 

scence kit(ECL,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5. RT-PCR 분석 

 

원종양유전자인 c-fos, c-myc, elk-1의 발현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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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실시하였다. 0.5% FBS-DMEM에서 휴지된 신

생 백서 심근세포에 norepinephrine을 처리 하였다. 전체 RNA는 

Ultraspec-IITM RNA system(Biotex Laboratories Inc., Houston, TX, 

USA)를 이용하여 분리 하였으며, Avian Myeloblastosis virus (AMV) 

역전사효소를 사용하여 분리된 전체 RNA로부터 단일가닥의 cDNA를 

합성하였다. 1 μg의 전체 RNA에 역전사 완충용액(10 mM Tris-HCl; 

pH 9.0, 50 Mm KCl, 0.1% Triton X-100), 1 mM deoxynucleoside 

triphosphates (dNTPs), 0.5 units의 RNase 억제제, 0.5mg의 

oligo(dT), 15 units의 Avian Myeloblastosis virus (AMV) 역전사효소

를 모두 첨가하여 42℃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그 다음 99℃에서 5

분간, 0~5℃에서 5분간 방치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은 각각의 

primer를 사용하여 35 cycle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각각의 primer

는 다음과 같다. c-fos; 5'-ACCATGATGTTCTCGGGTTTCAA-3', 

5'-CTCTGTAATGCACCAGCTCAGTCA-3', c-myc; 5'-GAAGTGAC 

CGACTGTTCTATGACT-3', 5'-CGCAACCAGTCAAGTTCTCAAG 

TT-3', elk-1; 5'-TA CATCGTAGCGAATCAATCAATCCGTG-3', 

5'-TGGTGGTGGTAGTATA GTCATGGCTT-3'. 

 

 

6. 통계 분석 

   

각 측정값에 대한 통계적 검정에는 t-test를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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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단백질 합성 증가에 있어 adrenoceptor

의 특이성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신생 백서 심근세포의 비대에 있어 

adrenoceptor의 선택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α-AR와 β-AR의 저해제

인 prazosin과 propranolol을 처리한 후 심근세포 비대의 한 현상인 

단백질 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해서 합성

된 단백질 양은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Fig. 2). 단백질 양의 증가

는 α-AR의 길항제인 prazosin(100 nM)에 의해 완전히 억제되었으나, 

β-AR의 길항제인 propranolol(2 μM)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심근세포의 비대가 α-AR의 경로

를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2.  RGS4의 과발현후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단백질 합성의 저해 

효과 

 

  신생 백서 심근세포에는 α-AR의 자극을 매개하는 G protein으로 

Gq 와 Gh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Gq에 의해 유도되는 

심근세포의 비대증에 관한 세포내 신호전달 과정은 잘 알려져 있으나, 

Gh에 의해 유도되는 비대증에 관한 세포내 신호전달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RGS4를 심근세포에 과발현시켜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Gq의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심근세포 비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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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ivity of adrenoceptors on protein synthesis in 
norepinephrine-induced neonatal cardiomyocytes. Quiescent 
neonatal cardiomyocytes were treated with norepinephrine(NE, 10-6 

M), prazosin(PRA, 100 nM) and/or propranolol(PRO, 2 μM) for 48 
hour. Total protein contents were measured with BCA protein assay 
reagent and corrected by DNA contents. Each column represent the 
mean + SE (n=6). *p < 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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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단백질 합성 증가량은 

RSG4에 의해 부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norepinephrine 자극

에 의해 유도된 단백질의 증가가 확인되었다(Fig. 3). 이는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심근세포 비대 반응에 Gq 이외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가 관여함을 의미한다. 

 

 

3. RGS4와 Gh의 과발현후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ERKs 활성 변화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심근세포의 비대증에 있어, Gh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RGS4와 Gh를 함

께 과발현시켜 ERKs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Gh의 발현에 의해 심근세포 비대증의 한 현상인 ERKs의 활성은 약 

30% 가량 증가되었다. Gh에 의해 증가된 ERKs의 활성은 RGS4에 의

해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심근세포의 비대증의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 중에서 Gh가 매개하는 경

로가 Gq와는 다른 특이적 경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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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tial inhibitory effects of α-adrenoceptors-stimulated 
protein synthesis by the overexpression of RGS4. Neonatal rat 
cardiomyocytes were transfected with plasmid DNA encoding RGS4 
(5 mg/well) and were treated with norepinephrine (10-6 M) for 48 h. 
Total protein contents were measured with BCA protein assay 
reagent and corrected by DNA contents Each column represent the 
mean + SE (n=6). *p < 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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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RGS4 and Gh on α-adrenoceptors-stimulated 
ERKs activation in neonatal cardiomyocytes. Neonatal rat 
cardiomyocytes were transfected with plasmid DNA encoding RGS4 
and/or Gh (5 mg/well) and were treated with norepinephrine (10-6 M) 
for 10 min. Each signal was quantified by scanning densitometry 
and the figure showed the levels of each activity as relative value of 
the maximal level of ERKs activity. Results are indicated as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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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GS4와 Gh의 과발현후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PKC 활성 변화 

 

Gh 과발현에 의한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ERK의 활성 증가

에 대한 상위 조절인자로 PKC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RGS4의 과발현

으로 인해 Gq에 의한 심근세포 비대증의 유발이 차단된 상태에서 Gh

의 과발현으로 PKC의 활성화가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5. RGS4와 Gh의 과발현후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MAPK 활성 변화  

 

Gh의 과발현으로 유발된 심근세포의 비대증이 ERK, JNK 및 P38 

중 어떤 MAPK의 활성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조사하였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norepinephrine의 자극에 의해 Gh가 매개하는 심근세

포의 비대 반응에는 주로 ERK가 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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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RGS4 and Gh on α-adrenoceptors-stimulated 
PKCs activation in neonatal cardiomyocytes. Neonatal rat 
cardiomyocytes were transfected with plasmid DNA encoding RGS4 
and/or Gh (5 mg/well) and were treated with norepinephrine (10-6 M) 
for 10 min. Each signal was quantified by scanning densitometry 
and the figure showed the levels of each activity as relative value of 
the maximal level of PKCs activity. Results are indicated as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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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RGS4 and Gh on α-adrenoceptors-stimulated MAP 
kinases activation in neonatal cardiomyocytes. Neonatal rat 
cardiomyocytes were transfected with plasmid DNA encoding RGS4 
and/or Gh (5mg/well) and were treated with norepinephrine (10-6M) 
for 10 min. Each signal was quantified by scanning densitometry 
and the figure showed the levels of each activity as relative value of 
the maximal level of ERKs activity. Results are indicated as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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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GS4와 Gh의 과발현후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ERKs 상위 조절

인자들의 활성 변화 

 

ERKs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경로는 크게 Ras, PKC 및 MEK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h의 발현으로 유발된 ERKs 

활성화를 통한 심근세포의 비대증이 어떤 상위 조절 인자들에 의해 

유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Ras의 발현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MEK1,2의 활성화는 ERKs의 활성 변화와 거

의 동일한 경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norepinephrine

의 자극으로 인한 심근세포의 비대증이 α-AR/Gh를 통해 PKC/ 

MEK1,2/ERKs의 경로로 이루어짐을 암시한다.  

 

 

7. RGS4와 Gh의 과발현후 norepinephrine 자극에 따른 원종양 유전자들

의 발현 변화  

 

Norepinephrine의 자극으로 인한 심근세포의 비대증에 있어,  α

-AR/Gh를 통한  PKC/MEK1,2/ERKs의 경로가 어떤 원종양 유전자

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지를 RT-PCR로 조사하였다. α-AR/Gh를 통

한  PKC/MEK1,2/ERKs의 경로가 세 종류의 원종양 유전자인 c-fos, 

c-myc 및 elk-1 중 특이적으로 c-myc의 발현을 유도하였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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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upstream regulators of ERKs activation in α
-adrenoceptors/Gh-stimulated neonatal cardiomyocytes. Neonatal rat 
cardiomyocytes were transfected with plasmid DNA encoding RGS4 
and/or Gh (5 mg/well) and were treated with norepinephrine (10-6 M) 
for 10 min. Equivalent amount of protein lysate from 
cardiomyocytes were subjected SDS-PAGE, transferred to a PVDF 
membrane, and incubated with antibody. The immunoreactive 
protein was visualized by use of an alkaline phosphatase detection 
system. 



 

22 

 

 

 

 

 

 

Fig. 8. Effects of protooncogenes expression in α-adrenoceptors/ 
Gh-stimulated neonatal cardiomyocytes. Neonatal rat 
cardiomyocytes were transfected with plasmid DNA encoding RGS4 
and/or Gh (5 mg/well) and were treated with norepinephrine (10-6 M) 
for 24h. The expressions of protooncogenes were separated by 
agarose gel electrophoresis and visualized by ethidium bromid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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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Norepinephrine은 부하(preload or afterload) 영향과 관계없이 심

근세포의 비대를 일으키는 인자 중 하나이다.39,40  Norepinephrine에 

의해 유발되는 심근세포 비대 기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Norepinephrine-매개형 수용체의 두 가지 주요 아형은 α-AR과 β- 

AR이다. 이들 수용체들에 의해 매개되는 특이한 작용 기전은 아직 확

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심근세포에는 α-AR중에서 α2-AR가 아닌 

α1-AR만이 존재하며, 심장비대의 병인, 심근 허혈에 의한 부정맥, 허

혈에 대한 전조건화(preconditioning)에서 그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41 

Norepinephrine, epinephrine과 같은 catecholamine은 G 단백질 연

관 수용체(G-protein coupled receptor)군의 일종인 α1-AR를 활성화

시킨다. 각기 다른 G 단백질에 대한 다양한 α1-AR 아형의 선택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있지 않다. 

최근 Gq/11를 통한 PLC의 활성에 더하여 α1B-AR가 pertussis 

toxin-insensitive G 단백질과 구별되는 새로운 G 단백질인 Gh와 

coupling 되어 PLC-δ1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42 이전에 조

직형 글루타민전이효소 II(tissue type transglutaminase II, TGII)로 알

려져왔던 Gh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지니는데, GTPase 기능으로 

GTP와 ATP를 가수분해하며, 글루타민전이효소 기능으로 polyamine

의 글루타민 잔기의 아미노전이반응(transamination)을 촉매하거나 

N-lysine bridge를 통과하는 단백질의 가교를 촉진시킨다(Fig. 9).43 

Gh 의 이러한 기능들은 GTP와 Ca2+에 의해 조절된다. GTP는 Gh와 

결합해서 Gh의 TGII 활성을 제한하고, TGII의 활성화에 필요한 Ca2+

의 결합은 GTP결합을 방해한다. 최근에는 calreticulin(CRT)이 GTP

결합과 TGII의 활성을 감소(down regulation)시킨다고 알려져 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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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TPase cycle of Gh and the α1-adrenoceptor(AR)-mediated 
transmembrane signaling. Norepinephrine-activated AR directly couple to Gh  
protein resulting in GDP-GTP exchange. GTP-bound Gh interacts with 
phospholipase C(PLC) causing its activation, which in turn leads to the 
production of inositol-1,4,5-triphosphate(IP3) and 1,2-diacylglycerol(DAG) 
from phosphatidylinositol-4,5- bisphosphate (PIP2). These products activate the 
numerous signaling pathways including Ca2+ signaling. 



 

25 

비교적 크고 가용성인 Gh는 세포막과 세포질에 주로 분포하고, 핵

막에도 존재하는데 이는 핵공 결합체(pore complex)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45 Gh의 발현은 IL-6, interferon, retinoic acid, 방사선

(ionizing radiation) 같은 인자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46 Gh의 발현은 

분화과정 동안 증가하며 생리적, 병리학적인 조건하에서 Gh의 기능은 

명확하지 않은데, 심부전 환자의 심근 세포에서 Gh의 감소(down 

regulation)가 관찰되고,34 신생 백서 심근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Gh

가 심근 비대와 연관됨이 밝혀졌다.47 하지만, Gh를 통한 세포내 신호 

전달의 중간 과정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RGS4는 이형삼량체 G 단백질인 Gi와 Gq의 α subunit에 대해서 

GTPase 활성을 지녀 GTP를 GDP로 가수분해함으로써 GTP가 부착

되어 활성화되어있는 Gα subunit을 불활성화하여 Gq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RGS4는 인간 심장에서 Gq에 

의해 매개되는 endothelin-1 신호전달을 완전하게 저해하였다(Fig. 

10).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orepinephrine 자극 후 Gq의 신호 전

달에 의한 심근비대를 억제하는 실험적 조건을 RGS4의 과발현을 통

해 구현하고, Gh에 의해 심근비대가 일어나는 경로를 조사할 수 있었

다. 

많은 연구자들은 세포 표면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대해 반응해서 심

근비대를 조절하는 영향인자로써 MAPKs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48,49 MAPK는 크게 ERK, JNK 및 P38로 나눌 수 있는데, ERK는 

대개 성장 인자들에 의해 활성화가 되고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관여

한다. JNK와 P38는 감염성 반응, 세포 주기 정지, DNA 손상 회복, 세

포 사멸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비대의 조절에 있어 

MAPKs중에서 JNK와 p38의 역할이 최근 연구되고 있지만, ERKs가 

심근비대의 필수적인 조절자로써 주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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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Up-regulation of RGS4 desensitises Gq signaling in failing human 
myocardium.33 Positive inotropic effects and hypertrophic growth were 
activated through Gq-protein family members in the myocardium. Even though 
neither α-adrenoceptor(AR) nor Gq-proteins are down-regulated, the positive 
inotrophic effect of AR is decreased in the failing human myocardium. The 
up-regulation of RGS4 might explain this apparent discrepancy. RGS4, as a 
GTPase activating protein(GAP) for Gq,, catalyses GTP hydrolysis, 
reassociation, and, thereby, inactivation of it’s α- and βγ-subunits. Therefore, 
up-regulated RGS4 protein negatively modulates inotrophic and hypertrophic 
effects of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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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생 백서 심근세포에서 norepinephrine에 의해 유도되

는 비대반응이 α1-AR를 통해 일어나며,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ERK의 활성화에 Gq 경로와는 무관하게 Gh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Gi, Gs, Gq 와 결합된 수용체가 Ras-MAPK 신호전

달과 연결된 것처럼50,51 Gh 연관 수용체가 MAPK 신호전달과 연결된

다는 것은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Gh가 매개하는 ERK의 활성화는 

CRT에 의해 완전하게 차단된다. 비록 α1-AR가 주로 Gq와 연관되어 

PLC의 활성을 유도하지만, phosphoinositides의 가수분해, PKC의 활

성화와 세포내 Ca2+의 이동, 각기 다른 G 단백질에 대한 다양한 

α1-AR 아형들의 선택성은 최근에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Norepinephrine이 강력하게 심근비대를 유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

진 사실이다. 심근비대에 있어 α1-AR 자극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실

험의 대부분은 배양된 심근세포에서 이루어져 왔다. 배양된 신생 백

서의 심근세포에서 심근 비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척도는 증가된 세

포의 크기와 단백질 함량이다. 

신생 백서 심근세포에서 비대 반응은 β-ARs가 아닌 α1-ARs에 의

해 매개됨을 Fig. 2에서 알 수 있었다. α1-ARs의 활성은 전사

(transcription)와 해독(translation) 과정을 촉진시켜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α1-AR이 주로 Gq/11 과 결합하지만 α1B-AR

는 Gh를 활성화시킨다. Fig. 3에서는 신생 백서 심근세포의 비대가 

RGS4의 과발현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감소하여, norepinephrine에 의

해 유도된 비대증이 또다른 신호전달체인 Gh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심근세포에서 MAPK의 활성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한 비대 반

응의 매개에서 중요하다. Fig. 4에서 Gh의 과발현에 의해 ERK의 활성

이 유의하게 증가함으로써, norepinephrine에 의한 ERK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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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장에서 α1-AR와 β-AR에 대한 작용물질(agonist)은 다른 신호전

달 경로에 의해 MEK/MAPK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Fig. 5과 6에서 

Gh를 통해 norepinephrine이 PKC-의존적 신호전달경로를 이용해서 

ERKs를 활성화 시킴을 알 수 있었다. Endothelin이 PKC-의존적 요

소와 PKC-독립적 요소를 함께 이용하여 MAPK 활성을 유도한다는 

것과52 비교할 때 여기에는 어느 정도 다른 기전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RGS4의 과발현을 통해 Gq의 신호전달을 차단한 조건

에서 Gh를 매개한 norepinephrine에 자극에 의해 심근 비대가 일어

나는 경로가 PKC/MEK1,2/ERK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활성화된 

ERK는 원종양유전자인 c-myc의 전사를 증가시킴을 관찰하였다.  

다양한 심장 병리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심근세포내의 다양한 신호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향후 실제 사람 심근세포의 비대에서 Gh의 역할 및 신호전달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Gh의 과발현이 RGS4가 증

가(up-regulation) 된 심부전 상태의33 심근 세포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29 

V. 결  론 

 

Norepinephrine 자극에 의한 신생 백서 심근세포의 비대는 α1-AR

를 통해 일어나며,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Gh에 의한 PKC/MEK1,2/ 

ERKs의 활성화가 관여한다. 그리고 Gh에 의한 PKC/MEK1,2/ERKs

의 활성화는 원종양유전자인 c-myc의 전사를 조절하여 단백질의 합

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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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sm of hypertrophy by α-adrenergic stimulation in rat 

neonatal cardiomyocytes 

 

Young Sup 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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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ung Soon Kim) 

 

Background−In cardiac myocytes, stimulation of α1-adrenoceptor (α1-AR) leads 

to hypertrophic phenomenon. The Gh protein (Transglutaminase II, TGII) is 

tissue type transglutaminase and transmits the α1B-AR signal with GTPase 

activity. Little is known about Gh-mediated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s to 

develop the hypertroph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how Gh 

mediates norepinephrine-stimulated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s leading to 

the hypertrophic responses in RGS4-transfected neonatal rat cardiomyocytes. 

Methods and Results−To elucidate the molecular mechanisms of an α1- 

adrenoceptor/Gh-mediated hypertrophic responses, we examined the effects of 

norephinephrine on the activation of MAP kinases and their up-stream 

regulators, protein kinase C, Ras, and MEK1,2 in RGS4-transfected neonatal rat 

cardiomyocytes. The protooncogenes expression and the protein synthesis were 

also examined to address the hypertrophic responses. Norepinephrine-induced 

ERKs activation was inhibited by an α1-AR blocker (prazosin), but not by a 

β-AR blocker (propranolol). Overexpression of the Gh protein stimulated 

norepinephrine-induced ERKs activation, which was inhibited by α1-AR 

blocker (prazosin). Co-overexpression of Gh and RSG4, the regulatory protein 

of Gq, leaded to the partial decrease of norepinephrine- induced hypertro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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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and activated PKC/MEK1,2/ERKs, leading up-regulation of c-myc. 

Conclusion−Norepinephrine induces hypertrophy in neonatal rat cardiomyocytes 

through α1-AR stimulation. Gh is partly involved in norepinephrine-induced 

PKC/MEK1,2/ERKs activation. Activation of Gh-mediated PKC/MEK1,2/ 

ERKs lead to up-regulation of c-my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Neonatal rat cardiomyocyte; hypertrophy; signal transduction; Gh; 

RSG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