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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FMRFamideG-protein-coupledreceptor에

의한 성장과 지질 사 조

재경

동과정 뇌과학 공

서울 학교 학원

리에서 발 되는 FMRFamideReceptor(FR)는 신경내분비 세포로부

터 분비되는 펩티드인 FMRFamides에 반응하여 세포내 신호 달을 유도하는 G

protein-coupledreceptor(GPCR)계통의 수용체로 알려져 있다.기존의 연구를 통

하여 fr유 자의 사체가 배아,유충과 성체의 다양한 조직에서 범 하게 발

되는 것으로 밝 졌으나,FR단백질의 생리학 기능은 매우 제한 으로 알려져 있

다.본 학 논문의 연구목 은 리의 지방 조직인 fatbody에서 일어나는 FR신

호 달이 개체의 성장과 지질 사의 조 에 매우 요함을 규명하는데 있다.

FR단백질의 생리 기능을 연구하기 하여,fr유 자에 P인자를 갖고

있는 돌연변이의 형질을 분석하 다.이를 통하여 fr돌연변이의 몸통 날개의 크

기와 무게가 야생형에 비하여 하게 증가함이 찰되었다. 한,fr돌연변이 유

충과 성체의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lipiddroplet(LD)의 크기와 triacylglycerides

(TAGs)양이 정상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이러한 표 형질들은 RNAi기

술을 이용하여 fatbody특이 으로 fr의 기능을 하시켰을 때에도 동일하게 재

되었다.FR 항체를 이용한 형 면역염색을 통하여,FR이 fatbody세포의 표면에

매우 높게 발 되는 막 단백질임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지방세포

에서 발 되는 FR에 의하여 리의 세포성장과 지질 사가 조 됨을 제시한다.

지방세포에서 FR 신호 달을 매개하는 Gα 단백질을 동정하기 하여 지방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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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Gαi,Gαq,Gαo에 비하여 Gαs가 높게 발 됨을 규명하 다. 한,지방

세포 특이 RNAi기법으로 Gαs의 기능을 하시켰을 때,fr돌연변이와 유사하게

날개의 크기,개체의 무게가 증가하고 지방세포에 존재하는 LD크기가 감소하는

상을 찰하 다.흥미롭게도 fr돌연변이에 의해 인슐린 신호 달 경로에 있는 단

백질들인 인슐린 신호 달의 주요 인자인 Akt와 S6K의 활성이 증가되었다.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FR은 fatbody세포에서 Gαs를 경유하는 신호를 매개함

으로서 개체의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며,이러한 FR신호 달의 기능은 인슐린

신호경로와 상호 연 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한다.

주요어 :FR,FMRFamide,GPCR,성장,지질 사

학 번 :201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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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동물들이 하게 양소를 얻고 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개체의 성장과 발

달에 아주 필수 이다.음식으로부터 최 의 양소를 섭취하여 장하고 에 지원

으로 사용하는 사 활동이 효율 으로 일어날 때,개체가 정상 으로 발달하여 보

통의 성체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만약 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체내에서 비정상

인 사 활동이 일어난다면,동물의 생존 유지에 요한 에 지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달장애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따라서

동물의 성장은 양 상태에 따른 효율 인 에 지 소모와 그에 합한 세포와 조직

의 성장 속도 조율과 맞물려 체계 으로 조 되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성장은

지질 사와 한 련이 있으며,이들은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펩티드의 향을

받아 조 된다.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펩티드는 개체의 성장,탄수화물 사,섭식 행동,수

명,생식과 같은 다양한 생리학 과정을 조 한다고 알려져 있다.포유류에서 인슐

린은 루카곤과 함께 체내 당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체내 당의 수 에 따라 각각 췌장의 β 세포와 α 세포로부터 분비된다.이러

한 필수 인 사 조 경로는 포유류에서 리까지 진화 으로 잘 보존되어 있

는데,포유류 췌장의 β 세포와 리 뇌에 치한 인슐린 생성세포 (insulin

producing cells,IPCs)는 기능 으로 상동기 이다. 리의 IPC는 8가지의

Drosophilainsulin-likepeptide(Dilp) 에서 Dilp1,2,3,5를 분비한다.분비된

Dilp는 peripheral조직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호를 달한다.

Dilp를 분비하는 IPC를 ablation시키면 리의 몸이 작아지고 hemolymph내 당

수치가 높아지며 triacylglycerides(TAGs)양이 증가하는 비정상 인 표 형질을

보인다.dilp6의 돌연변이 리는 몸 크기가 작아지는 성장 결함을 보이며,dilp8

은 imaginaldisc의 성장과 개체의 정상 인 크기를 유지하는데 요함이 이미 보고

된 바 있다 (GarelliA etal.,2012;OkamotoN etal.;2009,RulifsonEJetal.,

2002). 한 인슐린은 phosphatidylinositol3-kinase(PI3K)/Akt신호 달 경로를

통하여 성장을 조 한다고 알려져 있다.인슐린과 인슐린 성장인자들은 양 상태

에 따라 지방 세포 표면의 receptortyrosinekinases(RTKs)와 결합하여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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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달 경로를 활성화 시킨다.인슐린 수용체의 활성은 PI3K를 인산화 시키고

Akt를 활성화 시켜 targetofrapamycin(TOR)경로를 거쳐서 세포의 크기와 개체

의 성장을 조 하게 된다 (HietakangasV etal.,2009).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

합하여 볼 때,인슐린 이외에도 포유류의 인슐린 성장인자와 리의 인슐린 유사

펩티드는 에 지 사 뿐만 아니라 성장 조 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슐린 신호 달 경로뿐만 아니라 신경 펩티드에 의한 신호 달 경로도 동

물의 성장과 사 활동을 조 하는데 여한다.신경 펩티드는 세포 외 신호 달

물질로써 특정 신호 달 막 수용체를 통하여 세포 간의 소통을 매개한다.신경 펩

티드의 신호 달이 정교하게 조 될 때 다양한 생리 과정이 정상 으로 조 되

며 그 지 않으면 발달지연,성장장애,비만,당뇨와 같은 질병이 동반될 수 있다.

포유류 뇌의 시상하부에서 발 하는 신경 펩티드 Y(neuropeptideY,NPY)는 동물

의 섭식 행동과 성장을 조 한다.NPY와 orthologue인 리의 신경 펩티드 F

(neuropeptideF,NPF)는 수용체인 neuropeptideFreceptor(NPFR)와 작용하며 포

유류와 마찬가지로 양소 섭취와 개체의 성장을 조 한다.이러한 NPF신호가 강

해지면 IPC로부터 ILP의 생성이 진되어 몸 크기가 증가하며,반 로 NPF의 신호

가 감소하면 Akt의 활성이 어들어 몸 크기가 어드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Lee

KSetal.,2008).

FMRFamide는 Phe-Met-Arg-Phe-NH2의 서열을 가지는 신경 펩티드로 포

유류에서 근육 수축, antinociception, 섭식 행동, 학습과 기억을 조 하며

G-protein-coupledreceptor(GPCR)을 통하여 신경조 물질과 호르몬으로써 작용한

다고 알려져 있다 (Greenberg MJetal.,1992). 리의 FMRFamide는 뇌의

Thoracicventral(Tv)neuron에서 발 되어지며,neurohemalorgan (NHO)으로

innervation되어 있는 시냅스를 통하여 hemolymph로 분비되어 타깃 조직으로 이동

하여 신경 내분비계에 의한 다양한 기능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neiderLEetal.,1991).FMRFamide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양한 GPCR들을

분석한 결과,FMRFamide는 invitro상에서 리 FMRFamidereceptor(FR)와

특이 인 결합 친화도를 보임이 발견되었다 (CazzamaliG etal.,2002). 한

리 유충의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FMRFamide는 시냅스 달을 강화시켜 근 수축을

조 하며 이 때 FR의 활성을 필요로 함이 기 생리학 연구를 통하여 밝 졌다

(KloseMK etal., 2010).이와 같은 결과들은 FMRFamide와 FR이 리간드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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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그러나 invivo상에서 FR의 생

리학 기능에 하여 자세하게 연구된 바가 없으며,FR과 하 분자를 통한 신호

달 기 이 아직까지 밝 지지 않았다.

GPCR신호는 다양한 펩티드 호르몬과 신경 펩티드를 리간드로 삼아 활성

화 된다.세포 외 리간드의 결합으로 활성화되는 GPCR은 세포 내 Galpha단백질

을 활성화시켜 신호를 달하며,이 신호는 다양한 Gα 소단 체에 따라 생체 내에

서 요한 생물학 기능을 수행한다.그 ,지질 사와 련하여 Gαs를 경유하는

proteinkinaseA (PKA)경로가 지질 분해 과정에서 요함이 밝 져 있다.그 밖

에도 지방 조직에서 Gαs가 결핍된 돌연변이 쥐에서 몸 체의 지방 조직이 심하게

어드는 마른 표 형이 찰되었고,Gαs가 지질 생성과정 (adipogenesis)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ChenM etal.,2010). GPCRs 하나인

GPR82가 결핍된 쥐에서 먹이 섭취와 몸무게가 어든다는 연구결과는 GPCR이 에

지 균형과 성장을 직 조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EngelKM etal.,

2011).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GPCR신호 달 경로는 앞서 언 되었던 인슐린

신호 달 경로와 함께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며,이 두 가지 경로가 상호 연

성을 가질 것으로 상된다.본 연구자는 FR의 조직 특이 항체 염색방법을 통하

여 리 지방 조직에서 FR이 강하게 발 하는 것을 확인하 고,fr유 자의 돌

연변이 개체의 몸 크기가 큰 것에 착안하여 FR이 성장과 지질 사의 조 에 여

할 것이라 상하 다.

리는 성장과 지질 사에 한 기 연구를 한 모델동물로서 많은 장

을 보유하고 있다.첫째로 포유류의 지방 조직과 기능 으로 유사한 리 fat

body는 에 지 장 구조물로서 양 상태에 따라 사를 조 하는 요한 기 이

다. 리의 몸 체에 분포하고 있는 fatbody는 lipiddroplet(LD)내에 주로

TAG형태의 지질을 장하고 있으며, 양소 결핍 환경에서 하게 에 지를 제

공한다. 뿐만 아니라 fat body는 다른 조직들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hemolymph와 직 맞닿아 있어 다양한 양 상태에 따라 다른 조직들로 신호를

달해 양소 항상성 (nutrienthomeostasis)을 조 하는 내분비 기 으로도 기능

을 가진다 (RomaGCetal.,2010).둘째,fatbody는 조직염색방법을 통한 형태학

분석이 용이하다.Fatbody내 장되어 있는 성 지질인 LD는 protein-coated

phospholipidmembrane의 monolayer와 lipidcore를 가지는 구형의 세포 내 기 이

다.이 LD는 지질 친화성 염료에 의해 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 는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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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찰이 가능하다.LD의 크기와 수는 fatbody에서 일어나는 지질 사의 생리

,유 변화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 를 들어 기아상태에서 지질 분해 자극에

의하여 LD의 크기가 작아진다.이와 비슷하게 지질 합성 련 효소의 유 자 활성

이 감소하게 되면 LD의 크기가 작아진다.따라서 LD의 구조는 fatbody세포의 지

질 항상성 조 과 세포분화 기능을 연구하는데 주요 독 표 형질이 될 수 있다

(KühnleinRP.,2011).셋째, 사능력과 생존은 하게 연 되어 있으므로 사활

동의 결함이 심각할 경우 리의 사망을 래한다.LD는 음식공 이 제한 이거

나 에 지 소비가 격할 때 하게 에 지로 호환이 된다.이러한 지질 사가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의 생존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마

지막으로,성장과 에 지 사를 조 하는 유 자와 이에 해당하는 신호 달 과정

이 포유류와 리에서 진화 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을 들 수 있다.따라서

성장과 에 지 사에 한 리를 이용한 연구는 고등동물의 사 조 기 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단 를 제공한다.본 연구자는 리의 fatbody를 이용하

여 성장과 지질 사에 련된 신경 펩티드의 표 수용체 하나인 FR의 기능을

밝히고자 하 다.

FR은 리의 fatbody에 존재하는 GPCR이며 fr유 자의 돌연변이에 의

해 리의 몸 크기와 날개 크기,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 한 fr돌연

변이의 fatbody내에 존재하는 LD크기가 야생형에 비해 작고 TAG양이 상 으

로 감소하여 fr돌연변이 리가 일 사망하는 표 형질을 찰하 다.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FR은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며 정상 인 생존을 유지하기

하여 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하 다. 한 fr돌연변이로 인하여 인슐

린 신호 달 경로에 치하는 주요 단백질인 Akt와 S6K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FR매개 신호의 변화가 인슐린 신호 달 경로의 활성에도 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본 학 논문에서는 리 GPCR인 FR이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데 요한 기능을 하며,이러한 과정은 인슐린 신호 달 경로와

하게 상호 연 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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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재료 방법

Drosophilastrains

모든 실험에 사용된 리는 Bloomington stock center와 Vienna Drosophila

RNAicenter,DrosophilaGeneticResourceCenter로부터 구입하 다.야생형

리인 w1118을 조군 (WT,control)으로 사용하 고, 리의 fr유 자에 이성

유 인자인 P인자가 삽입된 minos라인의 frMB04659(CG2114)를 돌연변이 개체로

사용하 다. 한 FR 단백질의 발 을 조직 특이 으로 조 하기 하여

UAS-frRNAi-BL,UAS-frRNAi-GD를 사용하 으며 Gal4 driver로는 FB (fatbody)

-Gal4 (R.Kuhnelin et al.,2003)를 사용하 다.이 밖에도 UAS-GαsRNAi-BL,

UAS-GαsRNAi-GD를 사용하 다. 리들은 실험 직 까지 25℃에서 freshflyfood

가 제공되는 표 조건에서 길러졌다.

RT-PCR분석

fr돌연변이 리에서 fr,rp49(control)mRNA의 발 양을 측정하기 해

TRIzol(Invitrogen)을 사용해 리 3령 유충의 지방 조직 추출물로부터 체

RNA를 분리하 고,1 ㎍ RNA, oligo-dT primer,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ion kit(Invitrogen)로 RT-PCR을 통해 cDNA를 합성하 다.합성된

cDNA를 주형으로 PCR을 수행하여 각 유 자들과 rp49의 mRNA 발 양을 비교

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primer들은 다음과 같은 서열로 제작되었다.

fr 5'-CCCGAACCGGGCAAGGATGT-3'

5'-ACGCACAGCAGCATTGTGGC-3'

Gαs 5'-CTTCCTGGACCGAGTGAGCAC-3'

5'-GCTAGCGGTAGATATACGC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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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αi 5'-GATAGGATCGCGCAACCGAAC-3'

5'-GTTCGTATCCGTGGCGCAGGTG-3'

Gαq 5'-GATGCTGGCATCCAGGAGTGC-3'

5'-CGGGCCGTTATTGCATCTCGC-3'

Gαo 5'-GCCTCTGGCAGGACGCCGGTG-3'

5'-GCAGCCGCCTCGCCGTACTCC-3'

rp49 5'-CACCAGTCGGATCGATATGC-3'

5'-CACGTTGTGCACCAGGAACT-3'

FR단백질의 항체 제작

FR의 다클론 항체를 만들기 하여 아미노산 서열 에서 첫 번째 막 통 역을

일부 포함한 세포외 역의 N-말단 (아미노산 1~124)단편을 pGEX6P-1벡터에

클로닝 하 다.pGEX6P-1에 클로닝 된 FR N말단을 Escherichia coliBL21

(Stratagene)에서 발 시키고 detergent인 2% sarkosyl을 처리하여 항원 단백질을

solubilization시켰다.정제된 항원은 SDS-PAGE에 걸어 항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용리한 후,이것을 쥐 (Wistarrats)에 주입하여 항체를 제작하 다.

리 무게와 날개 분석

리 무게를 측정하기 하여 성체가 된 지 이틀이 넘지 않은 리 100마리를

선별하 다. 체 무게를 측정하여 n(100)으로 나 값을 사용하 으며 3번의 독립

인 실험을 반복하 다. 리 성체의 날개 분석을 하여 각 개체로부터 왼쪽과

오른쪽 날개를 모두 해부하여 샘 을 비하 다. 리 날개 이미지는 Olympus

DP2-BSW를 이용하여 얻었으며,날개의 면 (wing area), 비 (width),길이

(length)는 ImageJ로 측정하 다.날개의 면 은 체 날개의 둘 를 말하며, 비

는 L2와 L5를 연결한 직선거리이며,길이는 anteriorcrossvein(ACV)를 지나 L4로

뻗어 나온 vein의 총 길이로 정의하 다 (GarelliA etal.,2012).한 개체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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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쪽 날개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하나의 n으로 계산하 고 (n>10), 조군의 측정

값을 100%로 지정하여 나머지 값을 비교 환산하 다.

리의 지방 조직의 형 염색

리 3령 유충을 차가운 phosphate-buffersaline(PBS)에서 해부한 뒤,4%

paraformaldehyde로 30분 동안 고정시켰다.유리재질의 9welldish로 리 유충

의 지방 조직인 fatbody를 옮겨 PBS로 3번 반복하여 세척하 다.LD를 염색하는

지질 친화성 염색시료인 BODIPY 493/503(MolecularProbes,1:1000)와 지방 세포

막을 염색하는 Rhodamin-conjugatedphalloidin(MolecularProbes,1:200)은 3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하 고,nuclei를 염색하는 DAPI(1:1000)는 상온에서 5분 동안

반응하 다.형 염색 시료를 사용한 뒤에는 PBS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는 것이

요하다.슬라이드 라스 에 50% glycerol을 소량 떨어뜨린 뒤 fatbody를 올리

고 커버슬립을 덮어 마운 하 다.번데기에서 깨어난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은 어

린 성체들의 지방 세포를 염색하기 해서는 50% glycerol에 형 염색 시료들을 희

석시켜 그 용액 에서 바로 성체의 복부를 해부하여 마운 하 다. 리 유충

의 fatbody와 성체의 fatcell형 이미지는 LSM 700laser-scanningconfocal

microscope(CarlZeiss)를 이용하여 얻었다.

TAG 측정

체 bodyTAG 측정을 하여 3령 유충의 수컷 5마리 선별해 70% 에탄올로 3번

세척하고 PBS로 세척한 뒤,물기를 완 히 제거하 다.0.05% Tween20inPBS

용액을 넣고 멸균된 pestle로 각 유 자형마다 동일한 횟수로 조직을 갈아주었다.

4℃에서 12,000X g으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상층액을 필터에 걸러 순수

lipidsample만 추출하 다.TriglycerideReagent(Sigma)를 사용하여 37℃에서 10

분 동안 반응시키고,protein정량을 해서는 Bio-radproteinassaydyereagent

(BIORAD)와 반응시켰다.ELISA 분석계로 O.D 540nm 값과 O.D 595nm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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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정량용)을 구해 standardcurve를 그렸다.

Starvationassay

성체가 된지 3일째 된 25마리의 리를 선별하여 라스틱 vial에 넣어 멸균된 물

만 공 해 주었다. 리가 물에 젖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해 티슈에 소량의 물

만 셔 공 하 다. 리는 25℃에서 키워졌으며,12시간을 주기로 더 이상 움직

임이 없거나 말라 죽은 리의 수를 세어 mortalityrate를 기록하 다.총 3세트

의 독립 인 실험을 진행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최종 생존율에 반 하 다

(Kohyama-KoganeyaAetal.,2008).

Westernblot분석

리의 3령 유충 5마리를 선별하여 PBS용액으로 3번 세척하고 물기를 완 히

제거하 다.차가운 PBS용액을 넣고 멸균된 pestle로 갈아 4℃에서 12,000X g으

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 다.상층액을 필터에 거른 뒤 5X SDSloadingdye를

넣고 95℃에서 끓 다. 비된 시료를 10% acrylamideSDSgel에 걸어 단백질을

분리하고 nitrocellulosemembrane(WhatmanPharmacia)으로 electrotransfer하

다.단백질이 이 된 mambrane을 5% BSA inTBST 용액으로 상온에서 1시간 동

안 blocking시킨 뒤,1차 항체를 4℃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1차 항체로는

anti-phospho-DrosophilaAtk(Ser505),anti-totalAkt,anti-phospho-Drosophila

p70S6Kinase(Thr398)(세 가지 모두 CellSignaling,1:1000),anti-actin(Sigma,

1:5000)을 사용하 다.TBST로 15분간 3번의 세척을 한 뒤 HRP가 결합된 2차 항

체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1:4000)와 rabbitanti-actin (Sigma,

1:4000)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ECL detection reagent

(Pierce)를 처리하여 X-rayfilm에 감 시켜 확인하 다.이 실험은 세 번 반복하여

ImageJ를 사용하여 정량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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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 과

1.fr유 자의 돌연변이 리 동정

FMRFamide의 수용체로 알려진 FMRFamidereceptor(FR)는 7개의 막

통 역인 GPCRmotif를 가지고 있음이 밝 져 있다 (그림 1A)(CazzamaliG et

al.,2002;MeeusenT etal.,2002).FR의 생리학 기능을 이해하기 하여 개체

수 에서 fr유 자의 기능 손실에 의한 형질을 분석하 다.본 연구에 앞서 우선 fr

유 자의 exon에 이성 P인자가 삽입된 돌연변이 리 MB04659라인을 확보

하 으며 (그림 1B),fr돌연변이 (frMB04659) 리에서 fr의 mRNA 발 양을 확인

하기 한 RT-PCR을 수행하 다 (그림 1C).fr돌연변이 리의 fatbody에서 fr

의 mRNA 발 양이 야생형에 비해 상당히 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fr의 mRNA

는 리의 배아,유충,번데기,성체와 같이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발 하며,유충

의 기 들 (trachea,뇌,장,fatbody,malpighiantubule)과 성체의 머리와 몸통에서

골고루 발 한다고 알려져 있다 (CazzamaliG etal.,2002;MeeusenT etal.,

2002).특히나 유충의 fatbody에서 fr의 mRNA가 강하게 발 하고 있음이 보고되

어 있기 때문에,FR항체를 이용하여 fatbody에서 FR단백질의 발 양상을 확인

해 보았다.FR단백질 서열 첫 번째 막 통 역을 일부 포함하는 세포 외

역의 N-말단 (아미노산 1-124)단편을 항원으로 삼았고,이것을 사용하여 직 제

작한 FR 항체를 이용하여 fatbody조직을 면역염색 하 다.야생형 유충의 fat

body에서 FR 단백질은 지방 세포의 막 표면에서 항체 특이성을 보 으며

FB-Gal4를 사용하여 fatbody에 특이 으로 fr유 자를 과 발 시킨 리 유

충에서 FR항체 특이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이러한 발 양상은 tagging된 HA

를 표지하는 HA 항체를 사용하여 FR항체와 함께 면역염색 하 을 때 같은 치

에서 나타나는 것을 찰하 다.반면 fr돌연변이 유충의 fatbody에서는 세포막

주변의 FR항체 특이 인 발 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찰하 다 (그림 1D).이를 통하여 FR은 실제로 리의 지방 조직인 fatbody표

면의 세포막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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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fr유 자 돌연변이의 규명

FR단백질은 7개의 막 통 역 (7transmembraneregion,7TM)을 가지며 이를

GPCRmotif라고 한다 (A). 리 FR단백질의 첫 번째 exon에 이성 유 인자

인 P-인자가 삽입된 frMB04652(B)를 돌연변이로 사용하기 하여 실험에 앞서 fr의

mRNA 발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fr돌연변이 유충의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fr의

mRNA 발 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 다 (C).FR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방법을 통

하여 FR 단백질이 유충의 지방 조직인 fatbody에서 강하게 발 되며 주로 지방

조직 세포막 주변을 둘러싸며 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D).이러한 FR항체의

특이 인 발 양상은 fr돌연변이에서 거의 사라졌고,FB-Gal4를 이용하여 fat

body에서 특이 으로 fr을 과 발 시킨 리에서 FR항체의 발 이 강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 다.scale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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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r돌연변이 리의 비정상 인 성장

신경 펩티드는 동물의 성장을 조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리의 신경 펩

티드 하나인 NPF는 수용체인 NPFR을 통하여 동물의 성장과 섭식 행동을 조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LeeKSetal.,2008).신경 펩티드의 수용체인 FR 한 성

장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fr돌연변이 리의 성장 표 형질을 비교하 다.

fr돌연변이 리는 동일한 조건에서 자라는 야생형 리에 비해 몸집이 큰 것

이 에 띄게 찰 되었다 (그림 2A).성체 100마리를 선별하여 무게를 측정하 을

때 fr돌연변이 리에서 야생형에 비해 무게가 증가하 다 (그림 2B).동물의

체 몸 크기는 발달단계 다양한 수 에서 조 을 받는 각 기 의 성장과 한

연 이 있다 (SternDLetal.,1999).이러한 이유로 성장 표 형질을 쉽게 정량화

할 수 있는 조직 하나인 날개를 분석하 다.야생형과 fr돌연변이 리의 날개

를 해부하여 면 , 비,길이를 측정하는 형태학 분석을 수행한 결과 fr돌연변이

의 날개에서 외형상의 발달 결함은 찰되지 않았으나,야생형의 날개보다 fr돌연

변이의 날개에서 반 으로 크기가 증가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림 2C,D).

즉 fr돌연변이 날개의 면 과 비,길이가 모두 증가하는 표 형을 보 다 (그림

2E-G).

3.fr돌연변이에 의한 지질 사 이상

살아있는 개체의 성장 조 은 유 인 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섭취

하는 양소와 체내의 사능력에 상당히 의존 이다. 리는 당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며 자라는데 섭취된 양소는 에 지원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여

분의 양소는 한 사과정을 거쳐서 지방 조직에 장된다.이러한 이유로

리 유충의 fatbody는 필수 으로 에 지를 장하며 지질 사가 올바르게 일어

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형태 인 결함을 쉽게 찰할 수 있는 기 이다 (Colombani

Jetal.,2003).fr돌연변이 리의 성장이 비정상 인 것과 동시에 지질 사 능

력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야생형과 fr돌연변이 유충의 fatbody와 성체

의 복부 지방 세포의 형태를 찰하 다 (그림 3A).야생형 유충의 lipiddro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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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야생형과 fr돌연변이 리의 성장 표 형 분석

fr돌연변이 리 (오른쪽)는 야생형 리 (왼쪽)에 비하여 몸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이다 (A). 한 fr돌연변이의 무게가 야생형보다 증가하 다 (B).야생형 (C)

과 fr돌연변이 (D)성체의 날개를 해부해 날개의 면 (노란 선), 비 (빨간

선),길이 (녹색 선)를 측정하 다 (E-G).fr돌연변이 리의 날개 크기가 야생

형에 비해 반 으로 큰 것을 찰할 수 있었다.통계 유의성은 각 막 그래

의 상단에 표시하 다 (*p<0.01).ACV,anterior crossvein,PCV,posterior

cross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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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과 비교했을 때 fr돌연변이의 LD 크기가 작았으며,성체의 지방 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fr돌연변이의 LD 크기가 작았다. 한 하나의 지방 세포 당 LD의 수

가 더 많은 것이 특징 이었다 (그림 3B,C).흥미롭게도 fr돌연변이의 fatbody

는 2% sucrose용액에서 뜨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는 반면,야생형의 fatbody는

용액의 표면 로 떠올랐다.이러한 상은 fr돌연변이의 fatbody내에 존재하는

지질의 양이 야생형보다 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3D).다음으로 fr이 에 지

사의 조 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유충의 체 TAG 양을 측

정하 다 (그림 3E).fr돌연변이에서 야생형에 비해 TAG양이 에 띄게 어들었

으며,fatbody에서 특이 으로 fr을 과다 발 시켰을 때에는 반 로 TAG양이 늘어

나는 것을 확인하 다.지방 조직에 장되는 TAG는 기아 상태에서 생존을 하여

사용되는 요한 에 지원이다.에 지 사의 이상을 살펴보기 하여 기아 상태

에서 야생형과 fr돌연변이 리의 생존율을 알아보았다 (그림 3F).오직 물만 제

공되는 기아 상태에서 48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야생형 리는 여 히 살아있는

반면,fr돌연변이 리의 경우는 60~70% 밖에 살아남지 못하 다.다시 말해 fr

돌연변이 리의 fatbody에 장되어 있는 지질의 양이 어 에 지 공 이 제

한 이고 기아 상태에서 리의 생존이 어려워진 것을 의미한다.이 결과들은 fr

이 정상 인 지질 사를 조 하는데 필요하며,특히 리의 생존에 요구되는 에

지 사활동에 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4.Fatbody특이 fr에 의한 성장과 지질 사 조

fr돌연변이 리에서 앞서 보 던 비정상 인 성장과 지질 사의 이상

이 fatbody에 존재하는 fr의 결함에 의하여 나타난 표 형질인지를 구체화하기

하여 지방 조직에서만 특이 으로 fr의 기능을 하시키는 RNAi 리를 사용하

여 확인하 다.frRNAi(BL25858,GD9594)를 사용하여 fatbody에서 특이 으로

fr의 기능을 하시킨 리 형질을 분석하 다.우선 RT-PCR을 통하여 fatbody

에서 특이 으로 fr의 mRNA 발 이 knockdown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A).

Fatbody에서 fr의 기능을 하시키면 조군에 비해 무게가 증가하고 (그림 4B),

날개의 크기가 증가하 다 (그림 4C).이 결과들은 fatbody에서의 fr로 인하여

리의 몸 성장과 무게,날개의 크기가 조 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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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fr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지질 사 이상

야생형과 fr돌연변이의 지방 조직 형태를 분석하기 하여 BODIPY염색을 수행하

다 (A).scalebar,50㎛.fr돌연변이의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LD(녹색)의 크기

가 야생형의 LD에 비해 작았다.성체 지방 세포의 경우도 fr돌연변이에서 야생형

보다 작은 크기의 LD가 많은 수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C).야생형 유

충의 fatbody는 2% sucrose용액에 띄웠을 때 용액 표면 로 떠오르는 반면 (회색

화살표),fr돌연변이 유충의 fatbody는 아래쪽으로 가라앉았다 (흰색 화살표)(D).

(n=10)3령 유충의 TAG양은 fr돌연변이에서 낮았으며 fatbody특이 으로 fr을

과다 발 시에는 반 로 TAG양이 늘어났다 (E).오직 물만 주어지는 기아 상태에

서 fr돌연변이는 야생형보다 일 죽는 hypersensitivity를 보 다 (F).통계 유의

성은 각 막 그래 의 상단에 표시하 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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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지방 조직의 fr기능 하에 따른 성장 표 형 분석

리 유충의 fatbody에서 fr의 mRNA 발 양을 확인하기 한 RT-PCR을 수행

하 다 (A).FB-Gal4가 한 copy 있는 조군과 frRNAi두 라인 (BL25858,

GD9594)을 사용한 실험군의 mRNA 양을 비교함으로써 fatbody에서 특이 으로 fr

이 knockdown되었음을 확인하 다.frRNAi를 fatbody로 발 시킨 리에서 무

게가 조군 보다 증가하고 (B),날개의 성장이 증가하 다 (C).이러한 표 형질은

fr돌연변이 리와 같은 경향성을 보 다.통계 유의성은 각 막 그래 의 상

단에 표시하 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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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은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데 요한 기능을 하며,이는 fatbody에

서 특이 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앞서 언 되었던 fr돌연변이의 지

질 사 이상이 fatbody에서의 FR기능에 인한 직 인 표 형질인지 정확하게

밝히고자 frRNAi를 fatbody조직에 특이 으로 발 시킨 뒤,유충의 fatbody와

어린 성체의 복부 지방 세포를 형 염색하여 형태를 찰하 다 (그림 5A).fr돌

연변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frRNAi라인들의 유충의 LD크기가 조군에 비해

작아졌다. 한 성체의 지방 세포에서 작은 크기의 LD가 많은 수로 존재하 다.이

는 fr돌연변이에서 보이는 표 형과 유사한 표 형질이다 (그림 5B,C).즉,fat

body에서의 fr이 지질 사를 정상 으로 조 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다.

frRNAi를 fatbody조직에서 특이 으로 발 시키면,fatcell크기가

조군에 비해 커지는 것을 찰하 다 (그림 5D).이는 fatbody에서의 fr기능 하

로 인하여 리의 몸 크기와 날개와 같은 기 의 크기뿐만 아니라 세포의 크기도

비정상 으로 커진 것을 나타낸다.이와 같은 결과는 fatbody의 fr이 정상 인 성

장을 유지하고 동시에 지질 사를 조 하는데 있어서 요함을 보여 다.

5.FR의 하 신호 달 단백질로서 Gαs의 작용

GPCRs은 α,β,γ 소단 체로 이루어진 heterotrimericG단백질들을 통하

여 활성화되는 신호를 달한다.여기서 Gα 소단 체는 Gs,Gi,Gq,Go의 네 종류

로 분류된다.리간드가 결합한 GPCR은 GDP가 결합되어 있는 비활성 상태의 Gα를

GTP결합 형태로 교환함으로써 Gα를 활성화 시킨다.이 때 Gα의 종류에 따라 자

극하는 effector분자들이 다르며 다양한 신호 달 과정을 활성화시킨다.FR 한

GPCR이기 때문에 신호 달을 해서는 반드시 G 단백질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FR과 상호작용하는 특정 하 Gα 단백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 다.우

선 fatbody에 존재하는 다양한 Gα의 분포양을 확인하기 한 RT-PCR을 수행하

다 (그림 6A).Gαs,Gαi,Gαq,Gαo의 mRNA양을 비교해 본 결과, 리 유충의

fatbody에서 Gαs가 다른 소단 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FR의 하 신호 달 분자로서 Gαs가 작용하여 실제로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지방 조직에서 특이 으로 Gs의 기능을 하시킨

RNAi라인 (BL29576,GD24958)을 선별하 고 (그림 6B),이들 GαsRNAi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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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지방 조직의 fr기능 하로 인한 지질 장 감소

frRNAi를 지방 조직으로 발 시켰을 때 유충의 fatbody와 성체 지방 세포의 형

태를 찰하 다 (A).UAS-Gal4system을 사용하여 조직 특이 인 발 을 조 하

다.fr이 지방 조직에서 knockdown되면 조군에 비해 LD 크기가 작아진다.

scalebar,50㎛.지방 조직에서 특이 으로 fr의 기능이 해된 성체 지방 세포를

분석 해보면 (B,C) 조군보다 작은 크기의 LD가 많은 수로 찰되었다. 한 fr

RNAi유충의 지방 세포 크기가 조군 보다 증가하 다 (E).(n>100)통계 유의

성은 각 막 그래 의 상단에 표시하 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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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게가 조군에 비하여 증가함을 찰하 고 (그림6C),날개의 크기도 증가하

다 (그림 6D-I).다음으로 fatbody에서 특이 으로 Gαs의 기능을 하시켰을 때

유충의 fatbody와 성체 지방 세포의 형태학 분석을 수행하 다.GαsRNAi라인

의 fatbody를 형 염색하여 찰한 결과,GαsRNAi에서 LD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찰하 고,TAG양이 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6J,K).이와 같은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Gαs가 fatbody에서 fr의 하 분자로 동일한 경로 상에 치하

여 FR과 함께 작용하여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 신호를 매개함을 상할 수

있었다.

6.fr돌연변이에 의한 인슐린/PI3kinase신호 달 활성의 변화

리의 ILP를 과 발 시키면 체내 당 수 이 감소하고 개체의 무게가

늘어나는 반면,ILP를 분비하는 IPC을 제거하면 체내 당 수 이 증가하고 성장이

지연됨이 알려져 있다 (BroughtonSJetal.,2005;RulifsonEJ etal.,2002).이와

같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인슐린과 PI3kinase신호경로는 양 상태와 성장, 사

를 연결하는 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인슐린 수용체의 자극은 PI3K와 Akt를 활

성화 시키며 TOR 경로를 따라 성장과 사를 조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하

effector분자들을 가지고 있다.그 에서 Akt는 PI3K 의존 인 인산화 과정을 통

하여 TOR의 활성을 진 시키며,S6K는 TOR의존 인산화 과정을 통하여 세포

크기를 조 하여 개체의 성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etakangas

V etal.,2009).FR신호 달 경로와 인슐린 경로와의 상호 연 성을 알아보기

하여 인슐린 신호가 활성화 되었을 때 변화가 유도되는 주요 표지 단백질인 Akt와

S6K를 사용하여 westernblot을 수행하 다 (그림 7A,C).fr돌연변이 유충에서

phosphorylatedAkt와 phosphorylatedS6K의 단백질 양이 야생형에 비하여 상

으로 증가하여 인슐린/PI3K 신호가 비정상 으로 과다 활성화됨을 확인하 다.즉,

FR이 인슐린/PI3K 신호의 활성 변화에 향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이러한 결

과는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 FR신호 달 경로와 인슐린 신호 달 경로 사이

에 한 상호 연 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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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지방 조직에서 FR의 하 G 단백질 분자로 작용하는 Gαs소단 체

RT-PCR을 수행하여 3령 유충의 fatbody에서 Gαs가 다른 Gα 소단 체들 (Gαi,G

αq,Gαo)보다도 많이 발 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A),fatbody에서 Gαs가 효과

으로 knockdown된 두 개의 GαsRNAi라인 (BL29576,GD24958)을 선별하 다

(B). 조군에 비하여 지방 조직에서 Gαs기능을 하시킨 RNAi 리에서 무게

가 증가하 다 (C). 조군 (D)과 GαsRNAi(E,F) 리의 날개를 해부하여 날

개의 면 , 비,길이를 측정한 결과, 조군에 비해 GαsRNAi라인 리의 날

개가 반 으로 큰 것을 찰하 다 (G-I).(n>10)GαsRNAi유충의 fatbody에

존재하는 LD의 크기가 조군에 비하여 작게 찰되었다 (J).scalebar,50㎛.

한 GαsRNAi에서 TAG 양이 감소하 다 (K).통계 유의성은 각 막 그래 의

상단에 표시하 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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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fr돌연변이에서 인슐린/PI3kinase신호 달 활성의 변화

야생형과 fr돌연변이 유충에서 인산화 된 Akt(pAkt)와 인산화 된 S6K (pS6K)의

양을 측정하 다 (A,C).fr돌연변이에서 인슐린 경로의 하 단백질 분자인 pAkt

의 양이 늘어나는 반면, 체 Akt의 양과 actin(control)은 변화가 없었다 (B).

TOR경로의 하 단백질 분자인 S6K의 양 한 fr돌연변이에서 상당히 증가하

다 (D).Actin은 control.(각 단백질의 분자량은 다음과 같다.:pAkt는 65kDa,

체 Akt는 60kDa,pS6K는 70kDa)통계 유의성은 각 막 그래 의 상단에 표시

하 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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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 찰

동물의 성장은 발달과정 동안 양 상태에 따라 peripheral조직에서 인슐린

과 양분에 의해 자극받는 다양한 신호 달 경로에 의해 조 된다. 리의 양

상태는 fatbody를 통하여 인지되어 성장과 사가 체계 으로 조 된다.이러한 성

장과 지질 사는 다양한 기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 되는데 양분을 섭

취함으로써 뇌의 IPC에서부터 분비된 ILP가 fatbody에서 사를 조 하거나

peripheral조직에서 성장을 조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 직 으로 양분이

fatbody와 peripheral조직에서 작용함이 보고되어져 있다 (MirthCK etal.,2007).

이 외에도 다양한 신경 펩티드와 호르몬에 의해 동물의 섭식행동,성장, 사활동이

조 됨이 알려져 있지만, 양소의 섭취와 장, 사의 균형이 어떻게 동물의 성

장,발달과 연결 되는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한 동물의 정

상 인 생리학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슐린 수용체와 GPCR사이의 상

계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그동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그 분자 기 에

하여 자세하게 밝 진 바가 없었다.본 연구자는 fatbody에 존재하는 GPCR인 FR

의 신호 달 경로가 세포 성장을 조 할 뿐만 아니라 지질 사 조 에도 여함을

증명하 다.fr유 자의 돌연변이 리는 야생형 리에 비해 몸이 크고 무게

가 증가하며 날개의 크기가 커지는 비정상 인 성장 표 형질을 보 다. 한

리의 지방 조직인 fatbody에서 LD의 크기가 작아지며 TAG가 었고 기아상태에

서 생존율도 낮았다.G단백질 분자 하나인 Gαs의 기능을 fatbody에서 특이

으로 하시킨 리의 성장,지질 사의 표 형질이 fr돌연변이와 동일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FR의 하 분자가 Gαs임을 알 수 있었다. fr돌연변이에

서 인슐린 신호 달 경로의 주요 단백질인 Akt와 S6K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fatbody에서 Gαs를 경유하는 FR신호

달 경로가 인슐린 신호 달 경로를 조 하여 최종 으로 성장과 지질 사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fatbody에서의 FR 매개 신호가 어느 조직에

존재하는 인슐린 신호 달 경로를 경유하여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지 구체

으로 밝힘으로써 FR신호 달 경로와 인슐린 신호 달 경로 사이의 상 계를 직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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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 FR의 하 분자로서 Gs를 상하고 있는 가운

데,좀 더 구체 으로 밝 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동물의 다양한 조직에는 다양한

Gprotein들이 상호간 향을 주는 복잡한 신호 달 체계를 가지며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FR의 하 분자를 밝히기 하여 Gα 소단 체들의 RNAi를 사용하여

성장과 지질 사 표 형을 screening 하 는데, 이때 fat body에서 Gαs를

knockdown시킴으로써 복합 으로 얽 있던 다른 GPCR 신호경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그 기 때문에 성장과 지질 사 표 형 분석만으로 FR의 하

분자를 정확히 별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를 구체 으로 밝히기 한 세포 수

에서의 생화학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다.

GPCR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G 단백질 에서,Gαs소단 체는 effector분

자인 adenylylcyclase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내 cyclicAMP(cAMP)의 수 을 증

가시켜 PKA 활성을 자극한다.지방 조직에서 PKA는 perilipin1,hormone-sensitive

lipase(HSL)과 같은 지질 분해 단백질을 인산화 시켜 adiposetriglyceridelipase

(ATGL)과 함께 TAG를 분해하는 지질 분해 과정에서의 기능이 잘 알려져 있다

(LondosCetal.,2007).그러나 몇몇 연구를 통하여 Gαs와 cAMP경로가 지질 생

성 과정의 잠재 인 진제로 여겨지고 있다 (FarmerSR.,2006).최근 지방 조직에

서 Gαs유 자가 결핍된 돌연변이 쥐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Gαs가 지질 생성 과

정에 요한 기능을 한다고 밝 졌다 (ChenM etal.,2010).Gαs가 지질 생성 과정

에 여하는데 있어서 PKA는 transcription factor cAMP response

element-bindingprotein(CREB)을 인산화 시켜 다양한 adipogenic유 자들의

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rsoyKetal.,2008).본 연구에서 보인 fr돌

연변이 리의 지질 감소 표 형질은 지질 분해가 증가되었거나 혹은 지질 생성

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따라서 FR과 Gαs를 통하여 자극되는 PKA가 지질 생성

과정과 지질 분해 과정 어느 경로를 선택 으로 활성화 시켜 지질 사를 조 하

는지 밝 내는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경 펩티드 수용체는 일반 으로 특정한 신경 펩티드 리간드와의 결합에

의하여 활성화되기 때문에 성장과 지질 사 조 에서 FR의 기능은 리간드에 의존

일 것이다.FMRFamide가 invitro실험을 통하여 리 FR과 반응함이 보고되

었으며 (JohnsonECetal.,2003) 리 유충의 신경근육 이음부에 존재하는 FR

을 활성화 시켜 근 수축을 조 함이 알려졌다 (KloseMK etal., 2010).그러나 이

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신경 펩티드를 고농도로 (0.5~1µM)처리하 기 때문에 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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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수용체의 결합력이 아주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그러므로 FMRFamide가 실제

로 FR에 한 리간드로서 작용을 하는지,어느 조직에서 어떠한 신호경로를 통하여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FR을 통하여 조 되는

세포의 기능이 매우 다양할 것이라 상되고 있지만 재까지 FR의 자세한 신호

달 기 과 다른 조직체계에서의 기능에 하여 알려진 것이 없었다.본 연구자는

FR이 성장과 지질 사를 조 하는데 요한 신호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검증하면서

FMRFamide가 실제로 FR의 리간드로서 작용하는지 개체수 에서 표 형질을 확인

해 보았다.그 결과 FMRFamide돌연변이 개체와 FR의 돌연변이 개체의 성장과

지질 표 형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질 사의 경우 FMRFamide돌연변

이에서 LD의 크기가 약간 커지며 TAG 양도 약간 늘어남),일치하는 부분이 없음

을 확인하 다 (FMRFamide돌연변이 개체에서 특이 인 성장 표 형을 찰하지

못함).이러한 사실은 FR과 작용하는 실제 리간드에 하여 두 가지 추측을 가능하

게 하 다.첫째,성장과 지질 사 조 을 해서는 FMRFamide가 아닌 다른 종류

의 리간드가 FR과 결합하여 작용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FR과

작용하는 서로 다른 신경 펩티드가 존재하는데,하나는 FR과 함께 positive

regulation을 수행하며,다른 하나는 negativeregulation을 수행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여기에서 FMRFamide는 FR에 의한 성장과 지질 사 조 에 하여 negative

regulation을 수행하기 때문에 FR과 반 표 형질을 보인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FR이 매개하는 성장과 지질 사 조 경로가

활성화되기 하여 필요한 리간드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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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on of cellular growth and 

lipid metabolism by the FMRFamide 

G protein-coupled receptor

Jaegyeong Hye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rosophila FMRFamide receptor (FR) is a G protein-coupled receptor that initiate 

intracellular signaling in response to FMRFamide-related peptides secreted by a subset of 

neurosecretory cells. Despite broad expression of the fr gene in embryos, larvae, and 

adult flies, little is known about its physiological functions. 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a potential role for FR signaling in the regulation of cellular 

growth and lipid metabolism. 

In this study, I have first analyzed phenotypes of mutants carrying a P element 

within the fr gene. The bodies and wings of fr mutants are bigger than those of 

wild-type controls. In addition, the size of lipid droplet and levels of total 

triacylglyceride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fr mutants compared with control flies. 

These phenotypes are phenocopied by fat body-specific, RNAi-mediated knockdown of 

FR. FR protein is highly expressed on the surface of fat body cells, supporting a role 

for fat body FR in regulating cellular growth and lipid metabolism. My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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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based on RNAi-mediated knockdown of G alpha subunits in the fat body identify 

Gαs as a downstream effector of FR in the regulation of cellular growth and lipid 

metabolism. Finally, fr mutants have elevated levels of phospho-Akt and phospho-S6K, 

two key components of the insulin signaling pathway. Based on theses findings, I 

propose that fat body FR regulates cellular growth and lipid metabolism through Gαs,  

which cross-talks with insulin signaling pathway. 

Keywords: FR, FMRFamide, GPCR, cellular growth,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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