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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화에 HER-2/neu 발현과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splicing variants)의 역할

현재까지 유방암의 발암기전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ERs)와 성장인자 수용체 (growth factor receptor)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알려져 있다. 에스트로겐 (E2)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ERs)에 결합하여 

전사조절에 관여하고, 성장인자 수용체에도 향을 미쳐 세포의 성장 뿐 아니

라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세포 내 농도

를 감소시키거나 그 효과를 억제하려는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사용 

되었지만, 다양한 약제를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방암 

치료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에스트로겐 요법에 대한 내성뿐 아

니라 항에스트로겐 제제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성장인자

들이 종양증식에 관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화에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 성장인자의 하나인 

HER-2/neu의 과발현이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에 의한 ERE, AP1 

매개활성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reporter constructs를 사

용하여 측정하 다. 또한, 최근 발암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

로 기대되는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의 세포 내 역할을 조사하기 위

해 MCF-7 ERα 양성 유방암 세포주에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인 ERβ

2/cx를 transient transfection하여 ERα 전사 활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 고,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통한 전사활성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coactivator (SRC-1, P/CAF, CBP, AIB1)와 corepressor (SMRT, 

N-coR)의 발현 변화를 multiple-PCR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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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CF-7 ERα 양성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 처

리에 따른 Ki-67, c-myc, p27, NF-kB, phospho-ERK 등과 같은 세포 

내 단백질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 에스트로겐이나 tamoxifen에 의한 반응은 에스트로

겐 수용체를 매개로 나타났으며, ERs와 단백질 상호작용으로 전사활

성을 나타나는 AP1 복합체와의 반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MCF-7 유방암 세포에서 HER-2 과발현으로 인한 리간드 독립적인 

활성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고농도의 ERβ2/cx 변형체의 발현이 ERα 

활성을 억제 하 고, cofactor는 시간에 따라 미약한 발현변화의 양상

을 보 다. 또한, 에스트로겐이나 tamoxifen 처리에 따른 세포 내 단

백질의 변화는 c-myc, Ki-67의 증가와 NF-kB, phospho-ERK의 핵

으로 이동이 증가했고, p27Kip1 과 같은 세포주기 억제 단백질이 감

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HER-2의 과발현은 MCF-7 세포에서 리간드 독립적으

로 AP1 매개 전사활성을 증가 시킬 수 있고, ERβ2/cx 스플라이싱 변

형체의 발현은 ERα의 전사활성을 억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핵심되는 말 : estrogen receptor, 성장인자, HER-2/neu, ERα 양성 유

방암 세포, coactivator, corepressor,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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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화에 HER-2/neu 발현과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splicing variants)의 역할

<지도교수 박 병 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허 민 규

Ⅰ. 서 론

에스트로겐 의존성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발암유전자의 발현

과 세포성장에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1
, 아직까지

도 유방암의 발암기전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에스트로겐은 유선

의 성장과 분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세포증식과 생존에 관련된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핵 수용체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ERs)에 결

합하여 유전자의 전사활성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리간드-수용체 

복합체의 형성은 수용체 단백질의 입체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후, 활성화된 수용체 단백질은 세포핵으로 이동하여 유전자 전사조

절 부위에 결합하고 유전자 발현 및 세포분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여 조직

의 분화 및 생장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또한 다른 DNA 결합 전사인자

와 상호 작용하여 간접적인 전사활성에도 향을 미친다. 

1986년 에스트로겐 수용체 (ERα)가 발견된 이후
2,3
 최근 ERβ의 발

견으로
4,5
 유방암 발암과정에서 ERβ의 역할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었고, ERs을 통한 전사활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cofactor의 유도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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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변화로 인한 조직 특이성 및 약제 내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6,7
.

유방암이 호르몬 의존성 암이라고 밝혀진 이래, 에스트로겐의 세포 

내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그 효과를 억제하려는 요법이 발전되어 왔

고, 많은 항 에스트로겐제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의 작

용은 ER을 통한 에스트로겐 작용의 억제 뿐 아니라, 여러 성장인자에 

의한 자극과 연관되므로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저항성이 문제로 제시 

되었다
8,9,10
. 성장인자는 유방암 세포의 에스트로겐에 대한 감수성에 

중대하게 향을 나타낼 뿐 만 아니라, 성장인자 및 성장인자 수용체

가 항 호르몬제에 대한　세포 내 반응기작에도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AP-1 복합체의　활성이 정상유방조직과　비교

하여　유방암　세포에서 더 증가되어 있다는 것과
11
, 증가된 AP-1 복

합체의 DNA 결합 활성이 tamoxifen 저항성 ERs 양성 유방암 세포에

서 관찰되었다는 사실로 뒷받침 된다
12
. 세포의 분화 및 증식에 접

한 연관성 있는 EGF 수용체의 하나인, HER-2는 유방암 세포에서 

25%-30% 이상 과발현 되어있고, HER-2의 과발현과 PLC-γ1
13
, MAP 

kinase
14
, PI3-k

15
, Akt

16,17
 등의 다양한 신호전달 분자와의 관련성이 

보고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화에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성장인자의 하나인 

HER-2 과발현이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reporter constructs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한편, ERβ 스플라이싱 변이형
5
의 발현정도와 역

할이 유방암 발암과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의 세포 내 역할을 조사하기 위

해 MCF-7 ERα 양성 유방암 세포주에 transient transfection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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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α 전사 활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고, 전사활성에 직ㆍ간접적

으로 관여하는 coactivator (SRC-1, P/CAF, CBP, AIB1)와 

corepressor (SMRT, N-coR)의 발현 변화를 multiple-PCR 방법으로 

확인하 다. E2나 tamoxifen에 의한 단백질의 변화는 Western blot으

로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HER-2 과발현과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의 

ERs의 활성화에 미치는 향과 그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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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

가. 실험에 사용된 세포 주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한 NIH3T3 

세포주 및 T6-17 (NIH3T3에서 HER-2를 안정하게 발현하는 세포 

주), ERα 양성 유방암 세포주 MCF-7를 10% fetal bovine serum 

(FBS, Life Technologies, Rockville, MD, USA), １００ unit/㎖ 

penicillin G-sodium, 100 ul/ml streptomycin sulfate와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Sigma Chemicals Co., st Louis, MO, 

USA)에서　배양하 다. 호르몬　처리를　위해　dextran-charcoal 처

리된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Gaithersburg, 

MD, USA)에　위와　동일한　항생제를　포함한　 phenol red free　

DMEM (Sigma Chemicals Co.)을　사용하 다.

나. Dextran-charcoal stripped FBS 제조

FBS에 activated charcoal 0.5% (w/v)와 dextran 0.005% (w/v)이 

되도록 첨가한 후 55℃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15분마다 15분씩 

진탕과 55℃ 배양을 반복한 후 3,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만을 따로 분주하 다. 다시 0.5% (w/v)의 activated charcoal과 

0.005% (w/v) dextran을  첨가하고 1시간 동안 55℃에서 방치하면서 

15분마다 15분씩 진탕하여 반응 한 후 원심 분리하 다. 이러한 과정

을 2회 반복하여 여분의 에스트로겐을 제거한 FBS를 0.2 ㎛ filter 

(Nalgene, Rochester, NY, USA)로 여과하여 사용시까지 -70℃에 분

주하여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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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핵세포 내에서의 활성 측정 

가. 발현 벡터

사용한　reporter constructs는 에스트로겐　반응부위 (ERE)를　포

함하는　 pERE-luc와 luciferase gene upstream에　위치한　TATA　

box에　연결된　AP-1 enhancer ６ copy 5'-(TGACTAA)-3'를　포

함하는　pAP-luc (Clontech，Palo Alto, CA, USA)를　사용하 다
11
.

발현벡터 hERα는　pcDNA3 (Invitrogen, Carlsbad, CA, USA)　벡

터에　NotⅠ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클로닝 하 고,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인 ERβ2/cx (GenBank accession no. AF051428)를 발현하는 

pcDNA3․ERβ2/cx 벡터를 이용하 다. Co-activator로 CBP (gift 

from Dr. Kim K.S Yonsei university, Korea)를 사용하 고, 

transfection control로  pCMV․beta․Gal 발현 벡터를 이용하 다.

 

나. Transient transfection

NIH3T3 세포를　 2.5 x 10
５
/6-well (Nalgene)의　 density로　

plating　 하고, 24 시간 배양 한 후 Lipofectamin PLUS reagent 

(Gibco BRL)를 이용하여 total 1.2 ㎍의 DNA 농도로 transfection을　

실시하 다. 24 시간이 지난 후  배양한　세포에　에스트로겐 및　항

에스트로겐제 (tamoxifen)를　농도별로 처리 하 다．호르몬 처리 후 

24 시간 후에 cell lysis buffer (Promega, Madison, WI, USA) 100 

㎕를 이용하여 세포를 lysis 시킨 후, lysate 10 ㎕를 가지고 

luciferase 활성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 Promega)을 

Micro-beta scintillation counter (Amersham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로 측정하 다. 측정된 값은 pCMV․beta․Gal 값

과 단백질 정량으로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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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ultiple PCR

가.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

MCF-7 유방암 세포주에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을 시간별로 처리

한 후, Trizol Reagent (Gibco BRL, Gaithersburg, MD, USA)을 이용

하여 total RNA를 추출하 다. First-strand cDNA 합성에는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 (Gibco BRL)를 사용하 다. 1 ㎍의 

정제된 RNA를 oligo dT primer (Gibco BRL)를 이용하여 역전사를 시

켰다. 전기 동된 사진은 TINA 2.10 (Raytest, German)으로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발현 변화를 조사하 다.

나. Multiple PCR
18

만들어진 cDNA를 주형으로 하여, coactivator (SRC-1, CBP, 

AIB1, P/CAF) 및 corepressor (SMRT, N-CoR)에 특이적인 각각의 

primer (표 1.)를 사용하여 95 °C 3분, 28 cycles (95 °C 30초, 55 °C 

30초, 72 °C 30초), 72 °C에서 5 분간 반응시켰다. PCR internal 

control은 GAPDH를 사용하 다.

          표 1. Multiple PCR에 사용된 primer

Sequence Size
GAPDH:Cofactor 

ratio

Coactivator

  SRC-1
sense 5‘-CTCTAGTGATGGCAAACCTC-3’

282bp 0.7 : 0.5
antisense 5‘-TGTAAGAGCCGGTGTAGAAT-3’

  P/CAF
sense 5‘-ACAAGAAGATCCTGATGTGG-3’

300bp 0.7 : 0.5
antisense 5‘-ATGTGAGGAAGTTCAGGATG-3’

  CBP
sense 5‘-AAGCTCTGTTTGCTTTTGAG-3’

281bp 0.7 : 0.5
antisense 5‘-GTGGCAATGGAAGATGTAAT-3’

  AIB1
sense 5‘-CAGAAGGCAGGATTATATGG-3’

216bp 0.7 : 0.5
antisense 5‘-GCTGAAGCTGCATTCTAAGT-3’

Corepressor

  SMRT
sense 5‘-GACGGTATTGAACCTGTGTC-3’

216bp 1 : 0.6
antisense 5‘-GTTGATCTCTTGCTTCTTGG-3’

  N-CoR
sense 5‘-AGTTGAGGATCATGGAGTTG-3’

256bp 1 : 0.6
antisense 5‘-ATGGTAATCCCCTTCTGA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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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단백질 및 핵 단백질의 분리

가. 총 단백질 분리

총 단백질은 다음과 같이 분리하 다. 4주간 tamoxifen을 처리한 

ERα 양성 유방암 세포주 MCF-7을 배양 접시에서 10 ml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8 g sodium acetate, 0.2 g 

potassium chloride, 0.2 g potassium dihydrogenphosphate 및 2 g 

disodium hydrogenphosphate, pH 7.4)로 세척한 후 0.02% (w/v) 

trypsin 1 ㎖를 첨가하고 37℃에서 5분간 처리하여 세포를 떼어낸 후 

원심 분리하여 수확하 다. 상층액을 버린 세포 침전물에 0.2 mM  

PMSF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00 mM  sodium 

orthovanadate, 5 ㎍/㎖ proteinase inhibitors cocktail (pepstatin, 

leupeptin, chymostatin, antipain)이 함유된 면역 침전 완충용액 [70 

mM  β-glycerophosphate (pH 7.2), 2 mM  magnesium chloride, 1 mM  

EGTA｛ethylene glycol-bis(β-aminoethyl ether)-N,N,N',N'-tetraacetic 

acid｝, 1 mM  DTT (dithiothreitol), 0.5% Triton X-100] 1 ㎖를 첨가

하고 세포를 다시 부유시킨 다음 얼음에서 30분 동안 방치하여 10 초

간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여 세포를 깨뜨린 후 10,000 rpm으로 10분

간 원심 분리하고 그 상층액을 취하여 총 단백질 분획으로 사용하

다.

나. 핵 단백질 분리

세포의 핵단백질은 다음과 같이 분리하 다.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을 처리한 세포 배양 접시를 10 ㎖의 PBS로 2회 세척한 후 

0.02% (w/v) trypsin 1 ㎖를 첨가하고 37℃에서 5분간 처리하여 세포

를 떼어낸 후 수확하여 15초간 원심 분리를 시행하고 상층액을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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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00 ㎕의 완충용액 A (10 mM  HEPES (pH 7.9), 10 mM  KCl, 0.1 

mM  EDTA, 0.1 mM  EGTA, 1 mM  DTT, 1 mM  PMSF, 0.1 mM  

sodium orthovanadate, 5 ㎍/㎖ proteinase inhibitors cocktail)를 첨가

하여 얼음에 15분간 방치하여 세포를 불린 다음 25 ㎕의 10% NP-40

을 첨가하고 20 초간 진탕한 후 원심 분리를 시행하여 핵 침전물을 

얻었다. 이 핵 침전물에 완충용액 C (20 mM  HEPES, pH 7.9, 0.4 M 

NaCl, 0.1 mM  EDTA, 0.1 mM  EGTA, 1 mM  DTT, 1 mM  PMSF, 

0.1 mM  sodium orthovanadate, 5 ㎍/㎖ proteinase inhibitors 

cocktail) 50 ㎕를 첨가한 후 4℃에서 15분간 진탕한 뒤 4℃에서 

10,000 rpm으로 5 분간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70℃에 보관

하 다가 핵 단백질 분획으로 사용하 다. 

다. 단백질의 정량은 Bradford 방법
19
을 이용하 다.

5. Western blot 면역 염색

가. 사용한 항체

ERα (Novocastra Laboratories Ltd., UK), Ki-67 (Dako Co., 

Carpinteria, CA, USA), c-Myc (Santa Cruz Technology Co., CA, 

USA), p27 (Santa Cruz Technology Co.), Anti-phospho-p44/42 MAP 

Kinase [(Thr202/Tyr204);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MA, USA], 

Anti-phospho-Akt (Ser 473, Cell Signaling Technology Co.), 

Anti-phospho-p38 (Cell Signaling Technology Co.), α-tubulin 

(Oncogene Science Inc., Cambridge, USA; 1:500)에 대한 항체를 일

차 항체로, 이차 항체는 horse-radish peroxidase (HRP) conjugated 

goat anti-mouse IgG (Bio-Rad Laboratories., Richmond,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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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또는 HRP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Bio-Rad 

Laboratories.; 1:3,000)을 일차 항체에 맞게 각각 사용하여 단백질의 

양적 변화를 확인하 다. 

나. Western blot

세포추출액을 6%-10% SDS-PAGE (acrylamide:bis-acrylamide=39:1)

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리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 하 다. 단백질이 transfer된 membrane은 5% nonfat dried 

milk가 포함된 TBST (20 mM Tris-Cl, pH7.5, 150 mM NaCl, 0.05% 

Tween 20)용액에 30분 동안 흔들면서 담가두어 blocking 시킨 후, 15

분간 3번씩 TBST 용액으로 수세하 다. 다시 membrane을 적절한 

양의 일차항체와 5%의 nonfat dried milk가 포함된 TBST 용액에 상

온에서 흔들면서 2시간 동안 담가둔 후 15분간 3회 TBST 용액으로 

씻어 주었다. 이렇게 씻은 membrane을 HRP가 결합되어 있는 적절한 

양의 2차 항체와 5% nonfat dried milk가 포함된 TBST 용액을 상온

에서 흔들며 1시간동안 담가둔 후 다시 15분간 3번씩 TBST 용액으로 

씻어주었다. Membrane은 ECL (enhanced chemiluminescence; 

Amersham Bioscience Co., Berkinghamshair, UK)을 이용하여 현상

하고 결과를 판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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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에 의한 ERE 매개 활성의 변화

pERE-luc reporter construct를 사용한 transient transfection 실험

에서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에 의한 ERE 매개활성 변화는 에스트

로겐 수용체가 매개한다 (그림1). 호르몬 반응성 세포주 NIH3T3와 

T6-17에 ERα 및 pERE-luc 벡터를 total DNA 1.2 ㎍의 농도로 

transient transfection을 수행하 다.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에스트

로겐 및 tamoxifen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다시 24 시간 동안 배양하

다. NIH3T3에서는 E2에 대해 ERE 매개 활성이 23배 정도 증가하

고, T6-17에서 ERE 매개 활성은 최고 7배의 활성 변화를 보 다. 

동일한 농도의 MCF-7 유방암 세포주에서는 E2에 대해 약 11배의 

반응 활성을 나타냈고, tamoxifen에 대해서 내인성 ERα의 ERE 매개 

활성은 미약한 증가를 보 다. NIH3T3, T6-17, MCF-7에서의 실험 

결과 동일한 ERE 매개 활성 경향을 보 지만, HER-2가 과발현 되

어있는 T6-17 보다는 NIH3T3 세포에서 E2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

활성 변화를 보 다.

2.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에 의한 AP1 매개 활성의 변화

NIH3T3와 T6-17에서는 AP1 복합체와 ERs과의 상호작용으로 인

한 AP1 매개 활성의 변화는 E2에 의해 1.6 배의 증가를 보 고, 

tamoxifen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2A). 동일한 실

험을 MCF-7 세포에서 수행한 결과 AP-1 매개 활성이 HER-2 과발

현으로 인하여 리간드와는 상관없이 3배의 반응활성 증가를 보 고, 

E2를 처리한 경우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고농도의 tamoxifen 

(1 μM) 처리에 따라 반응 활성의 감소를 보 다 (그림2B).



13

그림 1.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이 NIH3T3, T6-17 및 MCF-7 세

포에 ERE 매개 활성에 미치는 향. 발현 벡터 pcDNA3ㆍERα (0.01 

㎍) 존재하에서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을 농도별로 (10
-11
~10

-7
M)로 24

시간동안 처리하여 ERE 매개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 다. (A) NIH3T3와 

T6-17에 ERα (0.01 ㎍)와 reporter construct pERE-luc (0.4 ㎍)를 

cotransfection 하고 에스트로겐과 tamoxifen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24 시

간 동안 배양하 다. (B) MCF-7 세포에 내인성 ERα의 활성을 변화를 조

사하기위해 대조군과 HER-2 과발현군으로 나누어 reporter construct 

pERE-luc (0.4 ㎍)를 cotransfection 하고, 에스트로겐과 tamoxifen을 농

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각각의 실험은 독립적인 3 번

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bar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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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이 NIH3T3, T6-17 및 MCF-7 세

포에서 AP1 매개 활성에 미치는 향. pAP1-luc construct를 

transfection하여 AP1-element 매개활성 변화를 측정하 다. (A) NIH3T3

와 T6-17에 ERα (0.01 ㎍)와 reporter 벡터 pAP1-luc (0.3 ㎍)를 

cotransfection 하고 에스트로겐과 tamoxifen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24 시

간 동안 배양하 다. (B) MCF-7 세포에 내인성 ERα의 활성에 HER-2 

과발현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reporter 벡터 pAP1-luc (0.3 ㎍)

를 cotransfection 하고, 에스트로겐과 tamoxifen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하 다. 각각의 실험은 독립적인 3 번의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bar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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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β2/cx가 ERα 전사활성에 미치는 향

ERα의 ERE 매개활성에 ERβ2/cx가 미치는 향은 ERβ2/cx의 농

도가 높아 질수록 ERα의 반응 활성이 억제되어지는 결과를 보 다 

(그림3). 이것은 HER-2 과발현 세포주 T6-17에서 더욱 민감한 반응

활성의 감소를 보 다. 

그림 3.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 ERβ2/cx 발현에 따른 ERα 활성 변

화. ERα 대한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 (ERβ2/cx)의 발현이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위해 NIH3T3와 T6-17 세포주에 ERα 및 ERβ2/cx를 농도별

로 cotransfection하여 반응활성을 측정하 다. 각각의 실험은 독립적인 3 

번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bar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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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BP 농도에 따른 ERα 활성의 변화

Coactivator로 알려진 CBP의 발현 증가가 ERα 전사 활성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CBP를 농도별로 transient transfection 하

여 반응활성을 측정한 결과, 0.01 ㎍의 CBP construct를 transfection 

하 을 때 1.5배의 증가를 보 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4A). 또한, E2가 결합된 ERα의 ERE를 통한 전사 활

성도 0.01 ㎍의 CBP 농도에서 3배정도 증가하 다 (그림4B). 

그림 4. CBP 발현에 따른 ERE 매개 활성의 변화. MCF-7 유방암 세

포에 CBP를 농도별로 transfection 하여 coactivator인 CBP의 발현에 따

라 ERα의 ERE 매개활성의 변화를 측정하 다. reporter construct는 

pERE-luc (0.4 ug)을 넣어주었고, transfection은 pCMV․β․gal로 보정

하 다. (A) CBP를 농도별로 transfection하여 리간드가 없을때 ERE 매

개 활성을 측정하 다. (B) CBP를 농도별로 transfection하고 에스트로겐

을 처리하고 ERE 매개 활성을 측정하 다. 각각의 실험은 독립적인 3 번

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bar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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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factor 발현에 E2와 tamoxifen이 미치는 향 

E2 및 tamoxifen 처치시 시간에 따른 cofactor mRNA의 발현 변

화는 cDNA를 주형으로하여 각각의 특이적 primer를 사용하여 (표 

1.) multiple-PCR을 수행하 다. Coactivator (SRC-1, P/CAF, CBP, 

AIB1)와 corepressor (N-coR, SMRT)의 mRNA의 발현 변화는 리간

드 및 시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 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15 

min-30 min) 내에 급격한 발현감소를 보 다. SRC-1, P/CAF와 같

은 coactivator는 E2 처리에 따라 감소하 고, tamoxifen에 의해 시간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AIB1과 CBP의 경우 E2 

및 tamoxifen에 의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다만, 

SRC-1과 CBP는 E2 처치시 3시간 때에 mRNA의 양이 증가하 다

가 다시 감소하는 주기적인 발현 변화를 보 다 (그림5A). N-coR은 

E2에 의해 전체적으로 감소하 지만, 시간에 따라 발현 변화가 다르

게 나타났다. 하지만 tamoxifen에 의해서는 N-coR, SMRT 등의 

corepressor는 발현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5B). 전체

적인 cofactor의 발현변화는 E2 및 tamoxifen에 의해 단시간에 감소

하다가 처치 후 3 시간 때에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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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에 따른 cofactor mRNA 발현의 변화. (A) MCF-7 세포에서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을 처리 후, 2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coactivator (SRC-1, CBP, P/CAF, AIB1 mRNA의 발현의 변화를 multiple PCR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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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에 따른 cofactor mRNA 발현의 변화. (B) (A)

와 동일한 실험을 corepressor의 발현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SMRT와 N-coR 에 특이적인 primer를 사용하여 multiple 

PCR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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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CF-7 유방암 세포주에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 처리에 따른 

세포 내 단백질 발현의 변화

가. MCF-7 유방암 세포주에서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 처리에 

따른 ERα 및 세포주기 관련 단백의 변화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 처리에 따른 Ki-67, ERα, c-Myc, 

p27kip1 단백질 분자들의 발현양상 (그림6A)은 Western blot을 이용

하여 조사하 다. Tubulin은 internal loading control로 사용하 다. 

에스트로겐에 의해 세포증식 marker인 Ki-67의 증가가 나타났고, 

ERα는 세포 내 전체 단백질의 양은 감소하 으나 단백질의 대부분이 

핵 내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E2에 의해 proteasome-dependent 

degradation이 일어나는 기존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34,35,47

. 또한, TGF

β1에 의한 ERα의 단백질 조절도 알려져 있으나
36,37,38

, E2에 의한 감

소가 뚜렷하여 TGFβ1에 의한 단백질의 감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6B). 또한, 에스트로겐 처리에 따라 c-myc과 같은 세포 증식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증가와 NF-kB의 한 subunit인 p65 단백질의 

핵으로의 이동이 증가 했으나, 세포주기 조절인자로서 p27kip1 단백질

의 경우 에스트로겐에 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tamoxifen에 

의해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나. 일정기간 지속적인 tamoxifen 처리가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향

MCF-7 유방암 세포에 tamoxifen을 4주간 처치하 을 때, ERK와 

p38과 같은 Map kinase 계열 단백질의 활성화가 감소되었고 

phospho-Akt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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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CF-7 유방암 세포주에서 E2 및 tamoxifen 처리에 따른 Ki-67, ERα,  c-myc, p27kip1, 

NF-kB (p65), P-ERK 단백질의 변화. (A) 에스트로겐 (10 nM)과 tamoxifen (1 uM)을 24 시간 처리한 

MCF-7 유방암 세포주의 단백질을 cytosol 과 nuclear fraction으로 분리하여 추출한 후, 각각에 특이적인 항

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 다. (B) 에스트로겐 및 TGFβ1에 의한 ERα 단백질의 감소는 총 단백

질을 추출한 후 western blot으로 확인 하 다. 



그림 7. MCF-7 유방암 세포의 지속된 tamoxifen 노출에 

의한 ERα 단백질 발현과 MAP kinase와 Akt 단백질의 활

성변화. MCF-7 세포주에 tamoxifen을 1 uM의 농도로 4주

간 처리하고, 전체 단백질을 추출한 후 세포 내 단백질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22



23

Ⅳ. 고  찰

암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이상과 비정상적

인 유전자 발현에 의하여 발생하며, 각 조직의 특이성 때문에 암의 종류에 따

라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도 다양하다. 유방암의 발암기전에 대해

서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및 여러 신호기작의 관련성이 보고 되었다
12
. 그 중에

서 유방암 발암 및 증식에 중요한 역할이 추정되는 HER-2는 주로 인체 선암

에서 보고 되었고
20,21
, 특히 유방암에서 많은 과발현이 보고 되었다. 또한, 에

스트로겐 수용체는 주로 호르몬 의존형 암종인 유방암, 전립선암, 자

궁내막암, 난소암 등에서 과발현이 보고 되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HER-2의 발현과 역위적인 관계뿐 아니라 가지고 있으며, 

세포증식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어 왔다
1
.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에스트로겐을 통한 ERE 매개활성

22
과 AP1 매개 활성

23
에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성장인자의 하나인 HER-2 과발현이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호르몬 의존성 성장을 보이는 MCF-7 유방암 세포에

서 HER-2 과발현으로 인한 ERE 매개 활성변화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고, AP1 매개 활성 변화는 리간드 (E2, tamoxifen) 존재와 상관없는 독립

적인 반응 활성을 2.8배 증가 시켰다. 또한, NIH3T3 세포주에서 E2에 대해 

ERE 매개활성 변화는 대조군에 비해 23 배의 높은 매개활성 변화를 보 으

나, tamoxifen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응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조군과 

비교하여 1.2 배의 활성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tamoxifen에 의한 부분적인 

반응활성 변화로 생각되어진다. 반면에 성장인자 의존적 성장을 보이는 

T6-17 세포주에서는 ERs을 통한 ERE 매개 활성변화는 E2가 최고 6.5 배의 

매개활성 변화를 보 고, AP1 매개활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

은 사실은 주위환경이나 세포에 의해 채택된 성장 의존도가 ERs을 통한 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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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 의존성이냐 HER-2에 의한 성장인자 의존성이냐에 따라 반응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1986년 에스트로겐 수용체 (ERα)의 발견과 더불어
2,3
 1996년에 또 

다른 수용체, ERβ의 발견은 유방암의 발암과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4
. ERα 및 ERβ는 구조적으로 8-9개의 exon에 의해 암호화 되어

있는 6개의 domain 구조를 가지고 있다
3,24
. DBD (DNA binding 

domain)은 96% 이상의 높은 homology를 가지고 있는 반면 LBD 

(ligand binding domain)은 58%의 homology를 보여준다
25
. 이런 LBD

의 낮은 homology는 다양한 리간드에 대한 ERs의 친화도 차이를 설

명할 수 있다
26
. 하지만, 수용체의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ERα

와 ERβ는 유전자 위치의 차이와, 전사활성도 차이, cofactor 

recruitment의 차이로 유선의 발생과 유방암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다

른 역할이 보고 되고 있다
23,24,27,29,30,31

. 실제적으로 ERα와 ERβ는 발현

조직의 상이성과 일부 유전자에 있어 상이한 활성을 보이며, 이것은 

리간드에 대한 친화도 뿐 아니라 조직, 세포 특이적으로 활성화 되는 

cofactor의 차이도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져 있음이 보고 되었다
6,7,28,31

. 

최근 이 ERβ 및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의 유방암 발암에 대한 역

할과 항에스트로겐 제제 내성 발현에 대한 역할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예후 인자로서의 중요성이 보고 되고 있다
32,33,34

. 이러한 사실

에 근거하여 ERβ 스플라싱 변형체의 ERα 활성 억제 가능성을 조사

한 결과, ERβ2/cx의 ERα의 ERE를 통한 전사활성 억제는 HER-2 과발현 

세포주인 T6-17에서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세포의 성

장의존도가 HER-2 신호전달에 의존할 경우 ERβ2/cx를 통한 ERα의 활성 저

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Rβ의 ERα 억제자로서의 가

능성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고농도의 ERβ2/cx에서 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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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활성 변화가 in vivo 에서 동일한 결과를 반 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E2 및 tamoxifen에 의한 cofactor의 mRNA의 발현 변화는 

단시간에 뚜렷한 감소를 보이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특이적으

로 3 시간이 지나서 다시 증가하다 또 다시 감소하는 주기적인 현상

을 보 다. 이것은 세포가 외부자극에 의해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cofactors의 빠른 발현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E2에 의한 coactivator의 발현변화 보다는 흥미롭게 

tamoxifen에 의해 SRC-1과 P/CAF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tamoxifen에 의해 E2 처리 때와는 다른 유전자 발현에 

SRC-1과 P/CAF와 같은 coactivator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N-coR, SMRT와 같은 corepressor는 tamoxifen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cofactor의 미약한 변화가 미치는 세

포 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에 따라 상이한 

발현변화를 보 으며, 앞으로 세포 또는 조직 특이적인 발현 양상과 

장기간 tamoxifen 노출에 따른 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에 의한 세포 내 단백질 발현의 변화는 호

르몬 의존성 MCF-7 세포에서 E2에 의해 Ki-67 및 c-myc과 같은 세

포증식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반면, 세포주기 억제제인 p27kip1이 

감소와 ERα 단백질의 뚜렷한 감소가 나타났다. ERα 단백질의 감소는 

에스트로겐 반응 조직에서 생리학적인 반응을 조절하여, 궁극적으로 

에스트로겐 반응 유전자의 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4,35,47

. 또

한, TGFβ1에 의한 MCF-7 세포증식 억제와 ERα 단백질의 감소는 이

미 보고 되어 있으나
36,37,38

, 본 실험에서는 E2에 의한 ERα 단백질의 

뚜렷한 감소로 TGFβ1에 의한 효과는 크게 관찰 할 수 없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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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oxifen에 의한 ERα 단백질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마, 

ERs을 통한 매개 활성에 대한 향은 E2 매개 활성과는 다른 

cofactor를 유도함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27kip1 단백질의 활성은 subcellular localization 및 단백질 농도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주기 음성 조절인자이며, 많은 암에서 발현저하가 

보고 되었다
39,40,41

. MCF-7 세포주에서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p27kip1 

총 단백질 및 핵에서의 양적 감소가 나타났다. NF-kB (p65)의 경우 

E2에 의해 핵으로의 이동이 증가했으나, tamoxifen에 의해서는 대조

군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세포질 내에서 

phospho-ERK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활성화가 유도되었고, 마찬가지로 

핵에서도 활성화된 phospho-ERK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 하 다. 이상

의 결과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세포증식 marker인 Ki-67와 NF-kB의 

핵으로 이동, p27kip1의 감소, Map kinase의 활성화, c-myc의 증가 

등의 세포증식에 유리한 반응으로 나타난 반면, tamoxifen에 의해서

는 24 시간내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tamoxifen을 

일정기간 처치하 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MCF-7 세

포주에 dextran-charcoal 처리된 10% FBS를 사용한 phenol red 

DMEM에 tamoxifen이 1 uM의 농도로 첨가하고, 계대 배양하면서 단

백질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 다. 4주간 처리한 경우에 

phospho-Akt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ERK 및 p38 등과 

같은 Map kinase 단백질의 활성화가 감소된 결과를 보 으나
42
, 이러

한 효과가 tamoxifen에 의한 것인지 에스트로겐을 배제시킨 결과인지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실험에서 ERE, AP1을 통한 전사활성 측정과 그에 따른 신호전

달 체계의 변화는 ERs 신호전달과 성장인자 수용체에 의한 신호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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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관계를 유추할 수 있고, 유방암에 대한 호르몬치료에서 ERβ 

수용체의 역할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된다. 

내분비 치료시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tamoxifen의 경우 장기간 

처리에 따라 내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내성 기전은 확

실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타목시펜의 국소적 대사물의 활성이 떨어지

거나, 수용체의 탈락 또는 변이, 신호전달계의 이상 또는 TGF-β1의 

과발현, 스테로이드-비의존적 성장인자 신호전달, 불균일한 ER발현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ERβ가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

하고 있다
43,44,45,46

. 또한, tamoxifen에 장기간 노출된 세포에서의 일시

적인 단백질 수준의 변화보다는 지속된 단백질 수준의 변화가 약제 

내성 기작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HER-2에 의한 신호

전달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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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NIH3T3와 T6-17 세포주를 비교한 결과 ERE, AP1 매개 

활성 변화에 HER-2 과발현이 직접적인 활성변화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MCF-7 유방암 세포에서 AP1 매개 활성 변화에 HER-2 과발현이 리간드 독

립적으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2.8배 이상의 활성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ERβ 

스플라이싱 변형체 (ERβ2/cx)의 ERα의 전사활성 억제는 HER-2 과발현 세

포주인 T6-17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 고,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에 의한 

cofactor의 mRNA 발현은 짧은 시간 이내에 급격한 감소를 보 고, 

tamoxifen 특이적으로 SRC-1과 P/CAF의 2배 이상의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N-coR, SMRT와 같은 corepressor가 tamoxifen에 의해 시간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 다. 한편, 에스트로겐 및 tamoxifen에 의한 세포 내 단백질의 

변화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Ki-67의 증가 및 NF-kB의 핵으로 이동, c-myc

의 증가, p27kip1의 감소 등과 같이 세포증식과 관련된 유전자의 증가가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에스트로겐에 의해 세포증식에 관련된 단백질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tamoxifen에 의해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4주)의 tamoxifen 처리에 따라서 Map kinase 

단백질의 활성화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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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HER2/neu expression and ERβ splicing 

variants on the activation of estrogen receptors

Min Kyu Heo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eong-Woo Park)

Carcinogenesis of breast cancer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until recently, but it is known that the roles of estrogen receptor 

(ERs) and  growth factor receptors are important. Estrogen works 

as a transcriptional unit after combining to estrogen receptor 

(ERs), and demonstrates various biologic effects including cellular 

growth through its influence a growth factor receptors. Endocrine 

therapy to reduce intracellular concentration of estrogen or to 

suppress the estrogen action using various drugs had been 

developed. However, in spite of various efforts, the cure rate of 

breast cancer is seldom high yet. The low cure rate by 

antiestrogen therapy suggests that other kind of growth factors 

that is not blocked by antiestrogen as well as resistance to 

estrogen treatment are involved in tumor propagation indirectly.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effect of HER-2 

over-expression, one of representative growth factors that has 

been proven to be involved in the activation of estrogen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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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umorigenesis of breast cancer, in change of ERE and 

AP1-mediated transcriptional activity by estrogen and tamoxifen 

using reporter constructs. Also, to investigate the roles of ER β 

splicing variant that may have a important role in the 

carcinogenesis process as reported recently, ERα transcriptional 

activity was mesured after transient transfection of ERβ splicing 

variant to MCF-7.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coactivator 

(SRC-1, P/CAF, CBP, AIB1) and corepressor (SMRT, N-coR) that 

is involved directly in the transcriptional activity of ERα was 

analyzed using multiple-PCR method.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changes of intracellular proteins, such as Ki-67, c-myc, 

p27kip1, NF-kB, phospho-ERK using western blot when MCF-7 

cell lines were treated with estrogen and tamoxifen.

The results showed that estrogen receptor mediated estrogen 

and tamoxifen's transcriptional activity. Although transcriptional 

activity by interaction with AP1 complex did not show dramatic 

changes, ligand independent transcriptional activity took place in 

MCF-7 breast cancer cell by HER-2 overexpression. ERβ2/cx 

splicing variant of high concentration suppressed ERα's 

transcriptional activity and it induced time-dependent minor 

changes of cofactor's expression. Estrogen and tamoxifen treatment 

on MCF-7 cell line induced increased intracellular concentration of 

c-myc, Ki-67 and nuclear translocation of NF-kB and 

phospho-ERK and decreased intracellular cell cycle suppresser 

protein such as p27k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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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above listed results suggest that expression of 

ERβ2/cx splicing variant suppresses ERα transcriptional activity, 

and over-expressed HER-2 can increase ligand-independent 

AP1-mediated transcriptional activity in MCF-7 cells.

Key Words : estrogen receptor, growth factor, HER-2/neu, ERα 

positive breast cancer, coactivator, corepressor, ERβ splicing 

vari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