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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cyclic AMP (cAMP) 신호전달계는 2차 전령인 c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며, cAMP는 adenylate cyclase에 의해서 합성되고 cyclic 

nucleotide phosphodieaterasse에 의해서 분해된다. cAMP는  

PKA와 Epac 등과 결합하여 이들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세포의 대사, 

사멸, 증식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조절한다.  

최근 들어 유전자 발현은 DNA 서열의 변화뿐만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 변형과 관련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 

변형에는 ADP-ribosylation, degradation, acetylation, 

deacetylation, methylation, demethylation 등이 있으며, 

acetylation의 경우 Histone deacetylation (HDACs)와 Histone 

acetyltrasferase (HATs)가 관여한다. p300은 HATs의 

CBP/p300 family에 속하며 세포 증식, 분화, 노화, 손상된 DNA 

복구에 많은 관련이 있다. 많은 논문들에서 HATs인 p300과 

GPCRs의 관계를 밝혀왔으나, p300 자체 regulation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cAMP 

신호전달계가 사람 폐암 세포주에서 p300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절하는 기전을 구명하고자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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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촉진성 G 단백질의 항시활성형 돌연변이 GsQL를 사람 

폐암 H1299 세포에 일시적으로 과발현하여  cAMP 신호전달계를 

활성화하면p300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되었으나 mRNA는 증가되었

다. 또한 -adrenergic receptor의 작용제인 isoproterenol로 세포 

H1299 폐암세포와 A549 폐암세포를 처리하면 두 세포에서 모두 

p300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이 감소되었다. 

 두 번째로,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cycloheximide로 세포를 전처리한 

후 proteasome 억제제인 MG132를 처리하면 cAMP 신호전달계 의해 

유발되던 p300 단백질의 감소가 억제되었다. 이는 활성화된 cAMP 

신호계는 p300의 단백질합성과 관계없이 p300 단백질을 

ubiquitin/proteasome에 의존하여 분해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끝으로, cAMP 신호계의 효과기인 Epac을 활성화시키는 8-pCPT를 

처리하면 p300 발현이 억제되었고, p38 억제제인 SB203580을 처리하

였을 때도 p300 발현이 억제되었다. 반대로 p38의 상위 효소인 

MKK3와 MKK6의 항시활성형 돌연변이를 발현시키면 cAMP 신호전

달계 의한 p300 발현의 감소가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Gs-cAMP 신호전달계는 사람 세포주에서 

p300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며, 이는 Epac, p38 활성을 조절해 

ubiquitin/proteasome 의존성 분해를 통하여 일어난다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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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포 외 신호 전달물질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함할 

때 Heterotrimeric G단백질은 활성화되며, 이들은 3'-5'-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와 같은 이차 전령(second 

messenger)의 세포 내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cAMP는 

대표적으로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와 exchange 

protein directly activated by cAMP (Epac) 을 활성화시켜 세포 

내 움직임, 면역 반응, 호르몬 조절 등과 같은 세포 내 전반적인 

반응에 관여한다(1). p300 단백질은 histone 단백질 뿐만 아니라 

비histone 단백질들을 아세틸화 시키는 acetyltransferase의 

역할과 전사 조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 발현, 세포 주기, 

세포 사멸, 분화 등을 조절한다고 잘 알려져있다. G protein-

coupled receptors (GPCRs)와 히스톤 변형은 최근에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져 왔으나, 이들 자체의 조절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G 단백질 신호전달계가 p300 

단백질을 조절하는 분자적 기전을 밝히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따라서 서론에서는 G 단백질 신호전달계 종류, 특성 및 히스톤 

단백질 변형과 전사 조인자인 p300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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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단백질 

 

1.1 G 단백질 정의 

  

세포는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 같은 신호전달물질에 의해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내부로 신호를 전달하여 

세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현상을 유발한다. 신호전달 

Heterotrimeric G 단백질 (signal transducing heterotrimeric G 

protein)은 이러한 세포의 신호전달에 있어 중요한 분자이며 세포 

외부신호를 세포내부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이다. G 단백질은 GTPase 회로를 따라 활성-비활성 주기를 

통해 조절되는 단백질로 크게 , ,  3개의 소단위로 구성된다. 

G 단백질의 소단위가 GDP (guanidine nucleotide 

diphosphate)와 결합하게 되면 비활성상태로 존재하다가 세포막 

수용체가 G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GDP가 떨어져 나오고 

그 자리에 GTP가 결합하여 활성형으로 변한다.  

활성형의 G 단백질은 

소단위와소단위가나뉘고분리된소단위는세포내에여러가지

이온채널이나효소등의효과기들의활성을각각조절한다활성화된

G 단백질은 내재된 GTPase 기능에 의해서 GTP를 GDP로 

가수분해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활성 상태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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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성 G 단백질 

(stimulatory G protein)이 처음 발견 된 후에 GTPase 회로를 

따라 wrkdydgk는 단백질들이 여러 종류 발견되었으며, 이들이  

GTP 결합 단백질군으로 명명되어있다. 이 단백질 군에는 분자량이 

40 kDa 넘는 large molecular weight G 단백질과 21 KDa 정도인 

small molecular weight G 단백질로 분류된다. large molecular 

weight G 단백질은 세포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initiation 

factor와 elongation factor 일부와 신호전달 G 단백질이 속하며 

small molecular weight G 단백질에는 Ras와 이와 연관되어 있는 

Rho, Rab, ARF, Ran 등이 알려져 있다. 

 G 단백질과 결합한 GDP의 해리속도를 증가시키는 분자에는 

GDS (GTP dissociation situmlulator), GEF (guanine nucleotide 

exchange factor) 또는 GNBP (guanine nucleotide releasing 

factor) 등이 있다. 한편 G 단백질을 비활성화하는 GAP (GTPase 

activating protein)과 이와 반대 역할을 ngodgk는 GIP (GTP 

inhibiting protein)도 G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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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 protein cyc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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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 단백질의 구조와 종류 

 

 신호전달 G 단백질은 , ,  3개의 소단위로 구성되어 

heterotrimeric G protein이라고 불린다. G 단백질의 

소단위는GTP와 GDP 등 guanidine nucleotide가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며 G 단백질에 결합된 GTP를 GDP로 가수분해하는 

내재성 GTPase 활성을 가진다.  

 G 단백질의  소단위는 세포 내에서 단단히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체로서 작용한다. 비활성 상태의 G 단백질에서는 소단위와  

소단위가 함께 수용체에 결합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비활성 

소단위의 분자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등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소단위 복합체도 

소단위처럼 여러 가지 효과기의 활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1.2.1. G 단백질의  소단위 

 

 G 단백질의  소단위는 390~395 아미노산 잔기를 가지며 이 

단백질들을 code하는 DNA 서열의 유사성에 따라서 크게 4종류로 

분류한다. G 단백질의  소단위는 G 단백질과 결합하는 수용체에 

특이성을 부여하며 효과기의 활성조절에도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 



6 

 

 G 단백질  소단위 중 adenylate cyclase 활성을 증가시키는 Gs, 

Gs의 반대 기능을 수행하는 Gi, phospholipase C-를 활성화 

시키는 Gq,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G12, 망막에서 시각 

전달에 관여하는 Gt1과 Gt2가 그 기능이 알려져 있으나 다른 a 

소단위의 기능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분자량이 

약 70 kDa에 달하며 transglutaminase의 활성을 가진 Gh라는 

소단위가 발겨되어 그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1.2.1.1. Gs family 

Gs family에는 Gs와 Golf로 구성되어 있다. Gs 단백질은 

분자량 44~45 kDa이며 adenylate cyclase 활성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심장근과 골격근에서 voltage-gated calcium 

chnnel을 활성화 시킨다고도 알려져 있다. 

Gs 단백질은 cholera 독소에 의해 ADP-ribosylate 되며, 

3번째 아미노산인 cysteine은 palmitate에 의한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받는다(5, 6). 또한 NIH3T3 세포에서 

Gs는 Ras 단백질이 transform 되는 것을 억제하여 성장인자의 

신호전달계에 작용한다 (7). 

Gs 소단위의 oncogenic form인 G 단백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R201C, R201H, Q227R 등 somatic poin mutation이 

일어난 Gs이다. Gs는 201번째 아미노산인 argini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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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amine으로 치환되거나 클로렐라 독소에 의해서 ADP-

ribosylation 되면 구조가 변환되어 GTPase 활성이 감소하므로 G 

단백질의 활성화된 상태가 정상보다 오래간다. 한편  226번째 

아미노산인 glycine은 , ,  소단위의 해리에 필요한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하며, 이 아미노산이 alanine으로 치환되면 

guanine nucleotide에 의해 유도되는 해리에 필요한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므로  와  해리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떄 

GTPase 활성은 정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알려져있다.  

Golf 단백질은 분자량이 45 kDa이며, olfactory 

neuroepithelium에 존재한다고 알려져있다. 그 외에도 olfactio에 

연관된 뇌 부위에서 존재함이 밝혀졌다. Golf 단백질은 adenylate 

cyclase type V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8) 

 

1.2.1.2. Gi family 

Gi family는 크게 7가지 군으로 나뉘며 Gi1, Gi2, Gi3, Gt, Gz가 

구성하고 있다. Gi 단백질은 adenlate cyclase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주되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밖에도 phospholipase C를 

활성화하여 phosphoinosiide를 가수분해하고, potassium chnnel을 

활성화하며, calcium channel 의 활성도 조절한다고 밝혀졌다 .  

Gi 단백질은 분자량이 40-41 kDa이고, 뇌조직에 풍부하게 

발현되며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현된다. 백일해 독소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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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ribosylate 되면 Gi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Gai는 adenylate cyclase의 subtype에 따라 달랒는 

subtype-specific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somatic 

mutation에 의해 oncogenic form인 Gip가 부신피질과 난소의 

종양에서 발견되었으며, 2번째 아미노산인 glycine은 myristic 

acid에 의해 post-translation modification을 받는다 (9).  

Gi 단백질은 adenylate cyclase를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세포내의 cAMP 농도를 감소시키며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의 활성을 증가시켜 결국 세포의 transformation을 

초래하는 역할을 한다.  

Go 단백질은 분자량이 39-40 kDa이며 유전자는 하나이나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해 2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중추신경계의 뇌 조직에서는 막 단백질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현되며 심장에서도 많은 발현이 된다. 또한 

calcium channel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t 단백질은 망막의 간상세포와 원주세포에 각각 Gt1, Gt2로 

발현이 되며 분자량은 39~40 kDa이다. 주로 시각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Gt1은 간상세포에 특이적인 cyclic GMP phospho-

diesterase를 활성화 하며 Gt2는 원주세포에 특이적인 cyclic GMP 

phosphodiesterase를 활성화 한다.Gt 던백질은 콜레라와 백일해 

독소에 의해서 ADP-rubosylate 변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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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단백질은 혀의 taste bud에 제한되어 발현된다. 따라서 

특이적으로 미각 신호전달계에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단백질은 백일해 독소와 콜레라 독소에 의해서 ADP-ribosylation 

변형을 받는다. 

Gz 단백질은 아직 기능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분자량이 

41 kDa이며 뇌와 혈소판에서 주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은 특이하게도 Gi family에 속하면서도 백일해 독소에 의해서 

ADP-ribosyltion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1.2.1.3 Gq family 

Gq family는 G1, G11, G14, G15, G16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PLC-를 활성화하여 막의 phosphoinosotide를 가수분해 

하여 DAG (diacylglycerol)와 IP3를 생산하게 한다. 또한 Gq 

단백질은 PLC isozyme 중 1, 2, 3를 활성화시키지만 PLC-와 

PLC-는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10). 

Gq 단백질은 분자량 42~43 kDa이며 거의 모든 조직과 세포주에 

널리 발현되나 T 세포주에는 결여되어있고 백일해 독소에 의해서 

ADP-ribosylation이 되지 않는다. 또한 Gq단백질은 palmitate에 

의해서 post-translation modification을 받는다. 

G11 단백질은 뇌에서 많은 발현이 발견되나 혈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단백질은 PLC isozyme 중 1, 2, 3를 활성화시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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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와 PLC-는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 

G14 단백질은 비장, 신장, 폐, 정소, 자궁, 위세포, 골수, early 

myeloid cell과 progenitor B cell에서 제하적으로 발현하는 것이 

관찰된다. 다른 세포에서 발현 시켰을 때 PLC- phosphoinositide 

가수분해를 활성화한다.  

G15 단백질은 hematopoietic lineage (비장, 폐, 간, 골수 등)에 

제한적으로 발현한다. Myeloid와 B cell lineage에 높게 발현되며, 

위세포나 T 세포주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다른 세포에 

발현시켰을 때 PLB- phosphoinositide 분해를 활성화시킨다. 

G16 단백질은 조혈세포, 특히 myelomonocytic이나 T 세포주에 

제한적으로 발현하며 B 세포주에는 발현되지 않고 PLC-1, 2, 

3를 활성화 시킨다.  

 

1.2.1.4. G12 family 

G12 family는 기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현재에 이 단백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12가 하위결합 

단백질인 p115RhoGEF와 결합함으로써 Rho 활성을 조절하며, 

cadherin과 -catenin의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세포의 invasion, 

migration, proliferation과 metastasis 등의 기능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종류로는, G13 단백질이 알려져 있으며, 각각 

분자량이 45 kDa, 43 kDa이며 눈, 신장, 간, 폐 등의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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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어있다 (11).  

 

1.2.2. G 단백질의  소단위 

G단백질의 와  소단위는 각각 340, 70개의 아미노산 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위는 세포 내에서 단단히 겨합하여 하나의 

복합체로서 작용한다. B 소단위는 분자량 35~36 kDa이며 g 

소단위는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이 커서 (50~90%),  소단위 

복합체의 반응 특이성은 주로  소단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단위 복합체도 adenylate cyclase나 calcium channel, 

phospholipase A2, phospholipase C 등의 효과기 활성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정과 분화를 조절하는 MAP kinase 

신호전달계를 활성화 한다고 알려져 있다 (12).  

 

 

1.2.3. Gh  

호는 분자량이 74 kDa으로 알려져 있으며 heterotrimeric G 

단백질이 아니지만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G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콜레라 독소나 백일해 독소에 의해 변형이 되진 않지만 

GTPase의 활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포 내의 신호전달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tissue transglutaminase type2로도 작용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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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 단백질 활성 조절 

 

G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약 2,000여가지가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100여 가지의 군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수용체로는 peptide 

hormone 수용체,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프로스타글란딘 수용체, 

시각 등 감각계에 관여하는 수용체 등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수용체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수용체들은 세포막을 

일곱번 관통하는 곹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seven 

transmembrane (STM) receptor라고 부른다. 세포막에 위치한 

수용체는 작용제 (agonist)에 의해 활성화된 후 heterotrimeric G 

단백질과 결합해 친화력이 큰 agonist-receptor-G 단백질 

복합체를 생성한다. 이 복합체는 G 단백질의  소단위의 GDP를 

해리시켜 GTP가 결합하게 한 뒤, G 단백질의  소단위와  

소단위로 분리시킨다. 분리된  소단위도 여러가지 효과기들의 

활성을 조절하여 세포 반응을 유발한다.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작용제로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수용체의 반응이 점차 감소하는 receptor desentidization 현상을 

보인다. 이 현상은 전사 ( transcription), 번역 (translation), 

단백질 수준에서 여러 기전이 관여하고 있으며, 단백질 수준에서의 

조절에는 수용체의 분해조절, 수용체와 다른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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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의 공유결합성 변형, 세포 내의 분포조절 등이 관여한다. 

수용체 기능을 수 초 또는 수 분 안에 조절하는 과정을 protein 

kinase C나 protein kinase A와 같은 이차 전령 (second 

messenger)에 의해 조절을 받는 인산화 효소와 rhodopsine 

kinase 등의 G 단백질 연결 수용체 인산화 효소, arrestin 등이 

관여한다. 이러한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desensitization 은 

단순히 활성화된 수용체를 비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과정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 수용체의 활성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 

 

3. G 단백질의 효과기 

 

 활성화된 G 단백질은 여러 효과기들을 조절하는데, adenylate 

cyclase, phospholipase C-, cGMP phosphodiesterase 등의 

효소와 Ca2+ 통로와 K+ 통로 등의 이온통로가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효과기는 G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수용체에 비해 

그 종류가 매우 적지만, 이들 효과기가 생성하는 cAMP, inositol 

triphosphate (IP3), diacylglycerol, Ca2+ 등의 이차 전령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므로 각 

외부신호는 다양한 세포반응을 유발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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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denlyate cyclase 

 G 단백질의 효과기로는 adenlyate cyclase (AC)가 가장 먼저 

알려져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밝혀진 상태이다. 이 효소는 

ATP로부터 이차 전령인 cAMP를 합성하는 효소로, cAMP는 모든 

세포에서 이차 전령으로 작용하여 유잔자 발현, mitogenesis, 대사, 

근육 수축, 이온 통로의 활성 등 세포 내 다양한 기능을 조절한다. 

AC는 현재까지 12개의 subtype이 밝혀져 있으며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Group 1 (isoforms Ⅰ, Ⅲ, Ⅷ), Group 2 (Ⅱ, Ⅳ, 

Ⅶ), Group 3 (Ⅴ, Ⅵ), Group 4 (Ⅸ) 로 구성된다. G는 모든 

타입의 AC를 활성화하며, Gi (1, 2, 3)/Go는 AC 타입에 따라 

활성을 억제한다.  소단위도 AC 타입에 따라 활성화 또는 

억제한다 (14, 15).  

 

3.2. Phospholipase C- 

 Phospholipase C- (PLC-)는 phospholnositide specific 

phospholipase C의 한 종류로써 막에 존재하는 

phosphatidylinositol 4,5 bisphosphate (PIP2)를 1,4,5-

triphosphate (IP3)와 diacylgylcerol (DAG)로 가수분해 하는 

효소이다. PLC에 의해서 형성된 DAG와 IP3는 둘 다 세포 내 이차 

전령으로 작용하며 PIP2 는 특이 수용체에 결합하여 Ca2+의 

mobility에 관여하며, DAG는 protein kinase C 효소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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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LC-는 호르몬, 성장인자, 신경전달물질 등이 세포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매개하며, G 단백질의 Gq, Gi family 그리고 흏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16, 17).  

 

3.3 Ca2+ channel 

 Ca2+은 세포 내 이온 수송, 세포 형태 변화, 세포의 수축에 

관여하며, 또한 신호 전달계에서 2차 전령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사 조절, 세포 성장의 조절, 단백질 분비 등에 관여한다. 작용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표적 Ca2+ 통로의 활성을 변화시켜 세포  

외액이나 소포체에서 Ca2+을 유입하게 하여 세포 내의 Ca2+ 농도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Ca2+는 Ca2+-dependent protein kinase나 

Ca2+-binding protein을 통하여 이러한 세포 반응의 조절 작용을 

한다 (18).  

 

 

3.4. Phosphodiesterase (PDE) 

 PDE는 cAMP와 cGMP의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로 잘 알려져 있다. 

PDE는 AC와 함께 cAMP와 cGMP의 세포 내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cyclic nucleotide signal을 증폭 또는 유지 혹은 다른 

이차 전령이 관여하는 신호 전달계와 cross-talk한다. PDE는 서로 

다른 그러나 유사한 11개의 gene family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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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해 다양한 PDE isozyme을 가지고 

있다. 포유 동물에서 PDE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촉매적 소단위로 

구성된 dimer로 존재하며, PDE6는 11~13 kDa의 억제적 소단위를 

더 가지고 있고, PDE1은 칼모듈린 (calmodulin)을 가지고 있다 

(19).  

 

4. cAMP의 효과기 

 

 cAMP는 2차 전령으로 ATP로부터 AC의해 생성되고 PDE에 의해 

분해되는 신호전달 물질이다. 세포 내에서 생성된 cAMP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데, 이는 cAMP의해 활성화 된 PKA가 

CREB을 인산화하고 이것이 CRE를 인식하고, 결합하여 전사를 

촉진하게 된다.   

 

4.1. CyclicAMP-dependent protein kinase A  

 PKA는 각각 2개의 catalytic subunit (C subunit)과 regulatory 

subunit (R subunit)으로 구성된 tetrameric holoenzyme complex 

형태로 이루어져 분자량 170 kDa에 달하는 단백질이다. 비활성형의 

PKA는 R 소단위가 C 소단위와 결합해 C 소단위의 효소 활성을 

막지만 cAMP가 C 소단위에 cAMP가 결합하면 C 소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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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여 C 소단위가 효소 활성을 나타내게 한다. R 소단위는 

cAMP 결합 부위로 site A, site B를 가지고 있으며, ,  

isoform으로 존재한다. C 소단위는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에 의해 isofrom으로 나뉘고 ATP의 -

phosphorylation을 표적 기질에 있는 Ser/Thr 잔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PKA 소단위 isoform들은 조직마다 

발현되지만 cell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복합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PKA는 CREB의 ser 133을 인산화하고 이 것은 TFⅡB 

(Transcription factorⅡB) 와 결합할 수 있는 CREB-binding 

protein과의 결합을 증가시켜 전사활성을 유도한다. CREB은 분자량 

43 kDa의 CRE (conserved cAMP response element)에 결합하는 

전사인자로, CRE는 8 bp의 palindromic sequence 

(TGACGTCA)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ATF-1, CREM, c-Jun을 

포함하는 ZIP family에 속하며 Leucine zipper domain을 통해 

homo, hetero-dimer를 형성하고 palindromin response 

element인 CRE에 결합하여 여러가지 세포 내의 반응을 매개한다 

(20).  

 

4.2. Exchange proteins directly activated by cAMP 

(Epac) 

 Epac은 small G 단백질인 Rap1의 guanine nucleotid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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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로 처음 알려진 분자로 PKA와 마찬가지로 CBD (regulatory 

cAMP binding domain)을 가지고 있다. CBD는 GEF 활성이 있는 

CDC25-HD 도메인을 싸고 있어 효과기들과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cAMP가 Epac의 CNB 도메인에 결합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GEF가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효과기와 결합하게 

된다 (21).  

 포유동물에서 Epac은 Epac1, Epac2 두 종류의 isoform이 각각 

RAPGEF3과 RAPGEF4에 코드화 되어있다. Epac1은 모든 

조직에서 널리 발현되며 특히 신장에서 높게 발현되지만, Epac2는 

뇌, 뇌하수체, 췌장, 부신에서 높게 발현이 된다. Epac1과 Epac2 

는 homology sequence를 공유하는 multi-domain 단백질이다. 이 

isoform은 N-terminalregulatory region과 C-terminal catalytic 

domain을 지닌다. Regulatory region은 DEP (disheveled/Egl-

10/pleckstrin) domain을 지니며 이 domain은 PKA의 CNBD 

(cyclic nucleotide binding domain)와 세균의 transcriptional 

factor cAMP receptor 단백질과 유사한, 진화적으로 conserved 

domain이다. Catalytic region 은 GEF domain을 안정화시키는 

REM(Ras exchange motif)으로 구성된다. 또한 CDC25HD 

(CDC25-homology domain)은 Rap 단백질에서 GDP를 GTP로 

교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도메인이다 (22).  

 이 Epac 단백질은 cAMP 부재시 cAMP-binding doma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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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regulatory region 이 직접 catalytic region과 결합하여 

GEF 활성을 억제한다. 하지만 cAMP와 결합하면 구조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 N-terminus의 autoinhibitory효과를 촉진하여 Rap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 (23).  

 

4.3. Cyclic nucleotide gated (CNG) ion channel 

 CNG 이온 통로는 retinal photo 수용체와 olfactory sensory 

neuron에서 처음 발견된 비특이적 양이온 이온통로로 cyclic 

nucleotide의 결합에 의하여 이온통로가 개방된다. CNG 이온통로의 

활성은 전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voltage-gated 이온통로 

super family에 속한다. CNG는 서로 다른 소단위로 구성된 

이질사합체이며 A 소단위는 4개의 isoform이 존재하고 B 소단위는 

2 개의 isoform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복합체의 구성에 따라 

이온통로의 기능이 결정된다. CNG 이온 통로의 활성은 

Ca2+/calmodulin과 인산화에 의하여 조절된다 (24).  

 

5. Histone modification 

 

 히스톤 단백질은 DNA와 함께 Chromatin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진핵생물의 핵에서 발견된다. 핵에 존재하는 DNA의 147 b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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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mer로 구성된 히스톤 단백질 (two each of H2A, H2B, H3, 

H4)에 의해 단단히 감겨 nucleosome이라고 불리는 chromatin의 

기본 단위를 형성한다. 각 히스톤 단백질은 central globular 

domain과 여러 변형이 이루어지는 N-terminal tail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N-terminal tail은 아세틸화, 인산화, 메틸화, 유비퀴틴화, 

리보실화, 수모일화 등의 변형이 일어나며 각각의 변형은 특이적인 

효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히스톤 아세틸화에는 HATs (histone 

acetyltransferases)과 HDACs (histone deacetylses)가 관여하며, 

히스톤 메틸화에는 HMTs (histone methyltransferases)와 HDMs 

(histone demethylases)가 관여한다. 히스톤 인산화는 히스톤 

tail의 serine/threonine의 인산화가 일어나며, MSK-1과 같은 

nuclear kinase가 넓은 범위로 작용하며 탈인산화에는 PP1 

(protein phosphatase 1)과 같은 protein phosphatase가 작용한다 

(25, 26). 

 

5.1. Histone acetyltransferase 

히스톤 아세틸화는 HATs 의해 lysine 잔기에서 일어나며,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과 관련있다. 대부분의 HATs은 

생체 내 (in vivo)에서 여러 소단위 복합체로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 catalytic 소단위로 작용하는 것보다, 복합체로 작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전사적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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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예를 들면, cellular proliferate 또는 

transform을 guide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히스톤 아세틸화의 

중요성은 이전의 논문들에서도 꾸준히 언급되었으나 이들의 기질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HATs은 크게 다섯의 family로 나뉘며, 20개 이상의 효소가 

포합된다. 모든 HATs은 acetyltransferase domain을 포함하며, 각 

subfamily마다 sequence homology를 지니고 있다 (27, 28).  

 

5.1.1 p300/CBP family 

 p300/CBP family는 mouse, xenopus, drosopila, C.elegans, 

human등에서 서열이 보존 되어있다. 이들은 nuclear protein이라 

알려져 있으며, aceyltrasferase 역할 뿐만 아니라 transcription 

cofactor의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p300/CBP 는 인산화된 

CREB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과 

상호작용하며 p53과 여러 RAR, RXR, TR과 같은 nuclear 

hormone receptors 같은 여러 transcription factor들과도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p300/CBP family는 여러 신호전달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HAT 

families들과는 다르게 서열의 유사성이 적은데, 이것은 p300/CBP 

family가 unique fuction을 가질 것을 시사하게 한다. 실제로, 

p300/CBP family는 cell proliferaseion, differentiation,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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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senescence 등 세포 전반적인 regulation에 관여하며, 

이들은 p53, SAGA, APC/C, cyclin 등 약 400여개의 molecule과 

상호작용을 한다 .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p300은 tumor suppressor gene 또는 

oncogene이라고 제시되었다. p300 null cell line은 성장이 더디고, 

morphology가 정상 cell과 다르며, p300의 down regulation은 

세포 노화가 빨리 진행되며, 성장이 느리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9, 30). 이것은 p300 활성은 cell context dependent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31) 

 

5.1.2. GNAT (Gcn5-related N-Acetyltrasferases) 

family  

 GNAT superfamily는 Gcn5와 구조적, 서열적인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여러 종으로 부터의 Gcn5 homologs는 chromatin-

assembly-related Hat1, Elp3, Nut1, Hpas2를 포함한다. 많은 

GNATs 는 여러 기능적인 도메인을 공유하며, 여기에는 variable 

length의 N-terminal region, acetyltransferase domain, acetyl-

lysine 잔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C-terminal bromodomain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cell growth와 development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Gcn5L knockout mice는 embryonic lethal이 

일어나며, yeast에서는 Gcn5는 G20M boundary에서 M phas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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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5.1.3. MYST (MOZ, Ybf2/Sas3, Sas2 and Tip60) 

family 

 MYST family는 넓은 범위에서의 cell function을 수행하는 HAT 

protein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GNATs와 MYSTs 는 DNA 

repair, transcription activation과 같은 cell function을 수행한다. 

그러나 MYST는 또한 transcription silencing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그룹의 구성단백질들은 GNAT에서 발견되는 canonical acetyl-

CoA binding domain (motif A) 에 homogous가 있는 MYST 

domain에 기초하는 putative acetyltrasferase로 나뉜다.  또한 

MYST domain은 motif A뿐만 아니라 HAT function에 중요한 

C2HC zinc finger을 포함한다. MYST family는 chromodomain, 

plant homeodomain finger, 또는 second zinc finger region 을 

포함하는 특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conserved domain의 유무에 

따라 더 나뉘기도한다.  

 

5.1.4. General transcription factor 

 유전자 전사가 시작이 되면 맨 처음으로 TFⅡD가  TATA box와 

결합하며, 다른 general transcription factor들과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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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Ⅱ가 TFⅡD에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preinitiation 

complex를 형성한다. TAFs (TATA-binding protein) 은 general 

transcription factor들 사이에서 sequence-specific DNA binding 

factor이며 HTAFⅡ250,은 그 중 TBP-associated factor들 중 

가장 큰 소단위이다. 이 단백질은 TAFs과 TFⅡD 사이에서 

scaffold로써 작용한다.  

 

5.1.5. Nuclear hormone cofactor 

 SRC-1 (steroid receptor coactivator-1)은 스테로이드 호르면 

수용체의 리간드에 의한 전사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co-activator이다. SRC-1은 PCAF, p300/CBP와 결합하며 

이들과 같이 H3과 H4를 생체 외 (in vitro)에서 아세틸화 시킬 수 

있다. SRC-1의 catalytic domain은 Gcn5p family와 서열 

유사성이 적은데, 이것은 SRC-1의 효소적인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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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세포주 및 세포배양 

사람 폐암세포종 H1299와 A549 세포주를 한국세포주 

은행(서울)에서 구입하였고, 100 mm dish에 10% 우태아혈청과 

100 ug/ml penicillin, 50 units/ml streptomycin를 포함하는 

DMEM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세포는 CO2가 존재하고 37 

°C 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계대배양은 100 mm dish 

표면적의 90%가 되었을 때 실시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세포가 

70% 정도 자랐을 때 수행하였다. 세포주 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a (DMEM), Fetal bovine serum (FBS)는 

Welgene 사 (서울, 한국)의 것을 사용하였다.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trypsin, penicillin, 

streptomycin은 sigma Aldrich 사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배양에 필요한 100 mm dish는 SPL 사(서울, 한국)와 

피펫 등의 기구는 Falcon 사(Becton Dickinson Labware, Nes 

jersey, USA)의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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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 

 실험에 사용된 dimetyl sulfoxide (DMSO), isoproterenol (ISO), 

cycloheximide (CHX), H89, 6-Bnz-cAMP sodium salt (6-

BNZ), Brefeldin A (BFA)는 sigma Aldrich 사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MG132, SB203580은 cayman chemical 사 

(La Jolla, CA, USA)에서, 8-pCPT-2’-O-Me-cAMP (8-

pCPT)는 Biolog life science institute (Bremen,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3. RNA 추출 및 Real time quantitative PCR  

3.1. RNA 추출 

 RNA는 Acid Guanidium thiocyanate-Phenol-Chloroform 

extraction (AGPC) 방법으로 추출했다. 100 mm dish에서 배지를 

걷어내고 DPBS (137 mM NaCl, 2.7 mM KCl, 4.3 mM 

Na2HPO4ㆍ2H2O, 1.4 mM KH2PO4, pH 7.4) 4 ml 로 2번씩 세척한 

후에 solution D (denaturing buffer, 4 M guanidim thiocyanate, 

25 mM sodium citrate, pH7.0, 0.5% sarcosyl, 0.1 M 2-

mercaptoethanol) 1 ml을 넣어 pipette 으로 30번 정도up and 

down을 통해 균질화 시킨다. Cell lysate를 1.5 ml tube에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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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ul의 2M sodium acetate (pH4.0)를 넣고 200 ul의 

choloroform:isoamyl alcohol (용적비 49:1) 혼합액을 넣고 30초 

간 강하게 vortex 후 얼음 위에 15 분간 incubation한다. 15,000 

rpm, 4 ℃, 30 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의 수용성 분획을 새로운 

1.5 ml tube 로 옮겨 동일한 용적의 isopropanol을 첨가한 뒤 -20 

℃ 에서 한 시간 이상 incubation 시킨다. 다시 4 ℃, 15,000 rpm, 

30 분간 원심분리한 뒤 침전물을 solution D 0.5 ml와 동량의 

isopropanol에 녹여 -20 ℃에서 한 시간 이상 incubation 시킨다. 

이를 다시 100% etanol로 침전 시켜 75% ethanol로 세척한 뒤 

침전물을 얻는다. 정제된 RNA를 DEPC (phenol-saturated 

diethyl pyrocarbonate) 처리 된 증류수에 녹여 nano-drop으로 

정량한다. 추출된 RNA는 분석할 때까지 -70 ℃에 보관한다.  

 

3.2. First strand의 합성 

정량된 Total RNA중 5 ug 과 1.5 ug의 oligo-dT primer 

(Bioneer, 대전, 한국)를 섞고 65 ℃에서 10 분간 반응 시킨 뒤 

10 mM dNTP mix와 10 mM Dithiothreitol (DTT), 100 unit 

reverse transcriptase를 넣어 42 ℃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한다. (Invitrogen, Paisley, UK) 



28 

 

 

3.3. PCR 반응 

합성된 First strand를 주형으로 PCR 을 수행한다.  100 ug의 

cDNA를 이용해 94 ℃ 에서 1 분, denaturation 반응은 94 ℃에서 

15 초, annealing 반응은 60 ℃에서 1분, Elongation 반응은 94 

℃에서 10초로 40 주기를 반복하였으며 마지막 polymerization 

반응을 55 ℃ 에서 1분, 95 ℃에서 10초를 수행하였다. PCR 

실험은 triplicate로 각각의 Ct을 평균으로 내어 control과의 Ct값과 

비교하여 mRNA 상대적인 발현 여부를 확인한다. Real time 

quantitiative PCR은 biorad 사 (Hercules, CA, USA)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p300 primer: 

  Forward primer: 5’-AGCCAAACAAAAAGATTTTCA-3’ 

  Reverse primer: 5’-ACATCACTGGGTCAATTTCTT-3 

GAPDH primer’: 

 Forward primer: 5’-ACCACAGTCCATGCCATCAC-3’ 

 Reverse primer :5’-TCCACCACCTGTTGCTGTA-3’ 

 

3.4. Agarose gel 전기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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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산물에 6X loading dye를 섞은 후 EtBr이 섞인 0.7%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100 V, 30 분간 실시한다. UV로 

agarose gel을 조사해 함께 내린 1kb marker로 증폭된 band의 

위치를 확인한다. Agarose gel 사진 촬영은 Bio-med lab 사 

(서울, 한국)의 BiPS systerm을 사용하였다.  

 

4. Construct 및 transient transfection 

4.1. Construct  

 Gs의 long form의 항시활성형 돌연변이 EE-tagged GsQ227L 

construct를 발현시키기 위해 vector는 pcDNA3.1+를 사용하였고, 

Invitrogen 사(Paisley, UK) 에서 구입하였다. Dominant negative 

PKA, constitutively active MKK3/6-pTER2 는  미국 Colorado 

state universtiy의 Dr. Lynn Taylor로부터 얻었다. Epac의 Short 

hairpin RNA (shRNA) oligonucleotides 와 control인 scrambled 

shRNA는 sigma Aldrich 사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shEpac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5’-

CCGGGCAGGACTTCAACCGTATCATTCGAGATGATACGGTT

GAAGTCCTGCTTTT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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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ransient transfection 

 H1299 세포주 세포가 100 mm dish에서 30% 정도로 자랐을 때, 

construct의 발현을 위한 transfection을 calcium-phosphate 

method로 수행하였다. 10 ug의 plasmid DNA를 2.5 M calcium 

chloride 와 섞어 혼합액을 만든다. HBS buffer (HEPES buffered 

saline, pH 7.02) 를 약하게 vortex 시키며 혼합액을 한 방울씩 

섞어 30 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켜, calcium-phosphate-DNA 

complex를 만든다. 세포 배양액을 FBS가 첨가된 배지 5 ml로 

교체 시키고 complex를 dish에 넣고 6 시간 동안 37 ℃가 

유지되는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다. 그 후 배양액을 FBS가 

첨가된 10 ml로 교체하고 난 뒤 24 시간이 지나면 분석했다.  

 

5. Western blot analysis 

5.1. western blot을 위한 sample 제조 

 H1299 세포주 세포가 100 mm dish에서 80% 정도로 자라면 

배양액을 aspitation 한 뒤, scraper를 이용하여 RIPA buffer (150 

mM NaCl, 50 mM Tris-HCl, pH8.0, 0.5% NaDoc, 1% NP-40, 

0.1% SDS, protease inhibitor (Protease inhibitor cocktail (PIC, 

Roche, Germany), Phenylmetylsulfonyl floride (PMSF),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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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 1mM Na3VO4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로 

세포 lysate를 긁어 모아 1.5 ml tube에 옮겨 얼음에 10 분간 

인큐베이션 시켜 15,000rpm, 4 ℃, 10 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겨 BicinChoninic Acid (BCA) 

method로 단백질 농도를 결정했다. Lysate 1ul를 취해 증류수로 

1/10로 희석해서 solution C (solution A,B를 50:1로 섞은 혼합 

액) 를 200 ul씩 더한 후 37 ℃에서 30 분간 반응을 시킨 후 562 

nm에서 흡광도를 재었다. Protein standard curve를 위해 2 

mg/ml의 Bovine serum albumin을 이용하였다.  

 

5.2. Sodui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전기영동은 5% stacking gel (0.125 M Tris-HCl, pH6.8, 0.1% 

SDS, 2% acrylamide mix(acrylamide 29 : bisacylamide 1 

mixture)과 separating gel은 6%부터 12% (0.375 M Tris-HCl, 

pH8.8, 0.1% SDS, 12.5% acrylamide mix) 까지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전극의 buffer로는 Tris-glycine (25 mM Tris, 250 

mM glycine)과 0.1% SDS을 섞어 사용하였다. Cell lysate는 5X 

sample treated buffer (32)를 이용하여 5분간 100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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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로딩하였다. 전기영동 장치는 Biorad 사 (Hercules, CA, 

USA)를 이용해 80V 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5.3. ElectroTransfer 

 전기영동이 끝나면 gel을 미리 적신 nitrocellulose membrane 

(Whatman, Germany)에 올려놓고 3MM 여과지 사이에 

위치시킨다.  3MM 양 옆에 스폰지를 놓고, transfer 장치에 NC 

membrane이 (+)극 쪽으로 가도록 위치한 후 1 A로  2시간 동안 

transfer를 시행하였다. 그 후, NC membrane을 Ponceu 

staining으로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단백질 분리의 

여부와 패턴을 확인하고 TBS-T (10 mM Tris-HCl, pH 8.0, 

0.1% Tween-20) 로 wash하였다. 이를 다시 5% skim milk가 

포함된 TBS-T에서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incubation 시켜 NC 

membrane으로 옮겨간 단백질을 제외한 모든 곳을 block시켰다.   

 

5.4. Detection 

원하는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체를 사용하여 4 ℃에서 밤새 

shaking incubation을 시켰다. 사용한 항체들 중 p300 (F-4), 

ubiquitin (P4D1), Epac1 (A-5), MEK3/6 ()은 Santa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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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 사 (Santacruz, CA, USA)에서 구입 하였고 

phospho CREB (#9191), phopho p44/p42 MAPK (#9101), 

phospho SAPK/JNK (9251), phospho p38 MAPK (#9216), 

phospho Akt (#9275), p44/p42 , SAPK/JNK (#9252), p38 

MAPK (#9212), Akt (#9272)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사 

(Beverly, MA,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nti-EE 는 

Covance 사 (Pinceton,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그 후 

membrane은 TBS-T에서 10 분간 3 번씩 세척되어 horse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된 2차 항체를 사용하여 2 시간 동안 

상온에서 shaking incubation 하였다. Membrane을 다시 TBS-

T에 10 분간 3 번씩 세척하여  ECL solution (Thermo sciencific, 

Walthman, MA, USA)을 이용해 LAS-3000 luminescent image 

analyzer (Fuji, Tokyo, Japan)로 단백질 발현을 detection 하였다. 

단백질 발현 분석을 위한 densitometer는 Multi Gauge v.2.3 

software를 사용하였다.  

 

6. Immunoprecipitataion 

H1299 세포주 세포가 100 mm dish에서 80% 정도로 자라면 

배양액을 aspitation 한 뒤, scraper를 이용하여 Cell lysis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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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M Tris-HCl, pH7.5, 150 mM NaCl, 2 mM EDTA, 2 mM 

EGTA, 0.5% Np-40)로 모아 1.5 ml tube로 옮긴 뒤 1 ml 

syringe로 lysate를 30 번 up and down 시켜 4 ℃ 에서 10 분간 

incubation 시킨 뒤, 15,000 rpm, 4 ℃,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새로운 tube로 옮겨 BCA method로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였다. Total 단백질 400 ug을 넣어 300ul 으로 cell lysis 

buffer를 이용해 용량을 맞추고, cell lysis buffer로 3번 씻어낸 

protein A agarose bead 를 15 ul을 넣고 4 ℃에 있는 orbital 

shaker 에서 1 시간 동안 preclearing 시켰다. 그 후 3,000 rpm, 

4 ℃, 30 초 원심분리를 하여 상층액만 새로운 tube에 옮겨 1 

mg의 antibody를 가해주고 4 ℃에 있는 orbital shaker 에서 밤새 

반응시킨다. 다음 날 protein A agarose bead 를 30 ul을 넣고 4 

℃에 있는 orbital shaker 에서 3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3,000 rpm, 4 ℃, 30 초 원심분리를 하여 상층액을 제거 한 뒤 cell 

lysis buffer 300 ul를 더한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여 마지막에는 

20 ul를 남겨두고 상층액을 제거해 cell lysis buffer로 희석한 2X 

STB를 20 ul 더하고 100 ℃에서 5분간 끓여 SDS-PAGE를 

시행해 ubiquitin 항체를 이용하여 ubiquitination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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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한 뒤 통계처리 하였다.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각 

실험간의 차이는 SPSS 프로그램에서 비모수 검정인 Mann-

Whitney U test 를 이용해 p value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36 

 

결   과 

 

1.GsQ227L mutant의 발현 확인 

H1299 세포주는 비소세포암종의 세포주로서 cAMP 신호전달계 

의한 p300 단백질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H1299 세포주에 

Gs의 long form을 과발현시키는 GsQL mutant를 calcium 

phosphoate transfection으로 일시적 발현시켰다. GsQL mutant는 

227Gln 잔기가 Leu 으로 치환되어 EE (glu-glu)가 

tagging되어있는, intrinsic GTPase 활성이 사라져 GTP가 

가수분해되지 못해 지속적으로 alpha의 활성을 나타내는 

constitutively active form이다.  이 mutant가 안정적으로 

과발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Transfection을 시키고 24시간 뒤에 Anti-Gs 로 western blot 

한 결과, pcDNA3.1+ 인 vector를 transfection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long form이 과발현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1A).  

 

2. GsQL mutant가 p300에 미치는 영향 

2.1.  cAMP 신호전달계가 p300 단백질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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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활성화된 cAMP 신호전달계가 p300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1299 세포주에 GsQL 10 ug을 calcium phosphate 

method로 transient transfection 시켰을 때 p300 단백질의 

발현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과발현된 Gs 

단백질은 p300 단백질을 감소시켰으며 (Figure. 1A), GPCRs의 

작용제인 isoproterenol 1M 이용하여 비소세포암종인 H1299와 

A549 세포주에서의 p300 단백질 발현도 역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Anti-pCREB을 이용해 Phospho CREB band를 

확인하여 활성화된 cAMP 신호전달계를 확인하였다. 활성화된 

cAMP 신호전달계는 H1299 세포주에서 30 분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고, 30 분 이후에서는 p300 단백질의 감소가 회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Figure 1C). A549 세포주에서는 60분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이고 60분 이후에서는 p300 단백질의 감소가 

회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Figure 1E). 따라서 활성화된 cAMP 

신호전달계는 p300 단백질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2.2. 활성화된 cAMP 신호전달계가 p300 mRNA에 

미치는 영향 



38 

 

 cAMP 신호전달계가 p300 단백질의 감소를 일으킨 것을 

확인했으므로, 우리는 이 감소가 p300 유전자의 transcription 

수준에서 조절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real-time quantitative 

PCR과 RT-PCR을 수행하였다. H1299 세포주에 GsQL을 

calcium phosphate method로 transient transfection 시켜, 추출한 

total RNA의 cDNA로 RT-PCR을 수행하였다. p300단백질의 

감소와 다르게 과발현된 Gs는 p300의  mRNA level을 

증가시켰다 (Figure 1B). 또한 H1299와 A549 세포주에서 

isoproterenol 1M 을 처리해 각각 30 분, 60 분에 세포를 

harvest해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Oligo-(dT)15를 이용해 만든 

cDNA를 주형으로 p300을 PCR로 증폭시켰을 때, p300 mRNA가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Figure 1D and 1F). 

 

3. cAMP 신호전달계가 p300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기전 

3.1. cAMP 신호전달계는 p300 단백질에 ubiquitin-

dependent degradation을 일으킨다. 

앞의 실험들에서 우리는 cAMP 신호전달계의 활성이 p300 

단백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우리는 이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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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기전을 통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p300 단백질의 감소는 ubiquitin-dependent 

degradation이라 기술되어있으므로 우리는 isoproterenol의한 

cAMP 신호전달계가 유도하는 p300 단백질의 감소도 ubiquitin-

dependent degradation인지 확인하기 위해 proteasome 억제제인 

MG132 10 M를 30분 전처리하여 isoproterenol  처리해 

p300 단백질의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살펴보았다. Figure 1에서 

cAMP 신호전달계 의해 감소된 p300 단백질과는 달리 mRNA 

level은 증가하였으므로, 우리는 isoproterenol의한 p300의 단백질 

감소에는 mRNA 과는 관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cycloheximide (CHX) 10 g를 MG132 처리하기 전 

10분 전처리하였다. 그 결과 p300 단백질은 isoproterenol과 

CHX의해 감소함을 관찰 하였고, 이들의 감소가 MG132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A). 이를 토대로, p300이 

proteasome을 통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 감소가 

ubiquitin을 매개하여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immunoprecipitation (IP)를 수행하였다. MG132 10 M 를 30 분 

전처리하고 isoproterenol 1 M을 30 분 처리하여 p300으로 IP를 

수행하고 ubiquitin으로 immunoblot assay를 행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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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신호전달계는 p300 단백질을 uiquitin-dependent 

degradation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B).  

 

3.2. p300 degradation rate 확인 

 cAMP 신호전달계의 활성이 p300 발현 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포 내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CHX 10 g 

를 30 분 처리한 후 p300 단백질 분해 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Isoproterenol에 의해 cAMP 신호전달계가 활성화된 세포에서는 

CHX만 처리한 세포에 비해 p300이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랐으며, 

p300 단백질의 half-life가 더 짧아졌음을 관찰하였다 (Figure 

2C). 

  

4. cAMP 신호전달계 의한 p300 단백질 분해에 

PKA가 미치는 영향 

 cAMP의 효과기로는 크게 PKA와 Epac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는 

증가된 cAMP가 PKA를 통해 p300 단백질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PKA를 억제시키는 H89와 dominant negative PKA 

construct를 이용해 p300 발현을 관찰하였다. Western blot으로 

pCREB의 band가 억제되는 것으로 H89나 dominant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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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A construct가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H89 40 M 를 30 분 

전저리하거나 dominant negative PKA를 10 g 을 24 시간 

transfection시켜 PKA를 억제시켰을 때도 isoproterenol에 의한 

p300의 단백질 발현 억제가 관찰되었다 (Figure 3A and B).  

반대로 PKA를 활성화시키는 6-Bnz-cAMP sodium salt (6-

BNZ) 10 M를 30 분 전처리하여 p300 발현의 변화 정도를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을 때에도, 대조군에 비해 p300 발현이 

억제가 되는 것을 관찰되었다. 그러나 6-BNZ를 단독으로 처리한 

세포에서는 p300 단백질의 stability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cAMP 신호전달계가 p300 단백질을 감소 시키는데에는 

PKA가 관여하지 않으며 p300 단백질의 stability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활성화된 cAMP 신호전달계 의한 p300 단백질 

분해에 Epac이 미치는 영향 

 이전의 실험들에서 PKA는 cAMP 신호전달계에 의한 p300 

단백질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우리는 cAMP 신호전달계 의한 p300 발현억제가 Epac을 

경유하는지 western blot으로 알아보았다. Epac을 활성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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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CPT-2’-O-Me-cAMP (8-pCPT) 20 M 를 30 분 전처리 

시키고 isoproterenol 1M 을 30 분 처리한 결과, Epac의 

활성화가 p300의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A). 그렇다면 Epac 단백질의 억제는 p300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Bredfeldin A (BFA)와 

shEpac1을 이용해 Epac을 억제 시켰다. BFA 10 g 를 30분 

전처리하고 isoproterenol 1M 을 30분 처리한 결과, Epac의 

억제는 isoproterenol에 의한 p300 발현 감소를 억제시켰다 

(Figure 3B). 또한 shRNA를 이용하여 shEpac을 transfection시켜 

24시간 뒤에 확인한 결과, knockdown된 Epac은 isoproterenol의 

효과를 억제시키며 p300 단백질의 stability를 높였다 (Figure 

3C). 이 실험들을 토대로 우리는 cAMP 신호전달계는 Epac을 

경유하여 p300 단백질 감소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활성화된 cAMP 신호전달계가 p38에 미치는 영향 

 Epac은 세포 내 여러 신호전달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신호전달계와 연관되어 세포 내 여러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활성화된 Epac이 MAPK와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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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0을 조절할 것으로 생각되어 isoproterenol 1 M 과 8-pCPT 

20M 를 각각 30 분 처리하여 MAPK의 molecule인 p38, ERK, 

JNK와 AKT의 activity를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다. 각 

molecule들의 phosphate form의 band를 각각의 항체로 잡아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isproterenol의한 cAMP 신호전달계의 

활성은 pp38, pERK, pJNK, pAKT를 감소시켰으며, 8-pCPT의한 

Epac의 activation은 pp38을 제외한 pEKR, pJNK, pAKT를 

증가시켰다 (Figure 5A). pp38의 경우 다른 MAPK molecule과 

AKT와는 다르게 Epac을 activation 시켰음에도 여전히 활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cAMP 신호전달계가 p38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며 p300 단백질 분해를 촉진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p38 억제제인 SB203580 20M 을 30 분 처리하였을 때 

p300 발현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고, p38의 억제가 

p300 단백질 합성 억제를 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p38의 dominant negative construct인 AFp38을 24시간 

transcfection시켜서 확인할 수 있었다. p38은 MAPK 

molecule들의 하나로, 상위 MKK3/6의해 조절 받는 단백질이다. 

우리는 p38 활성이 p300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p38의 상위 molecule도 p300에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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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constitutively active form인 MKK3와 MKK6 

construct를 transfection 시켜 24시간 뒤에 isoproterenol에 의한 

p300 발현 변화를 살펴보았다. 항시활성형인 MKK3/6는 

isoproterenol의한 p38 활성 감소를 억제 시켰으며, p300 단백질의 

stability를 높였다. 따라서 우리는 cAMP 신호전달계가 Epac을 

경유해 MKK3/6를 조절해 p38 활성을 억제시킴으로써 p300 

단백질을 ubiquitin-dependent degradation 시킨다는 것을 결론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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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overexpression of Gs decreased the p300 expession. 

 

L and S are long form and short form of Gs protein, respectively.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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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overexpression of Gs increased the p300 mRNA level. 

 

The effect of GsQL on mRNA level of p300 in H1299 cell line by Real 

time-quantitative PCR, GAPDH was used as 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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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soproterenol decreases the expression of p300 protein. 

 

Cells were treated with 1 uM isoproterenol (IPO) for various times.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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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soproterenol decreases the expression of p300 mRNA in 

H1299 cell line. 

 

The effect of GsQL on mRNA level of p300 in H1299 cell line by Real 

time-quantitative PCR, GAPDH was used as 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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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soproterenol decreases the expression of p300 protein in 

A549 cell line. 

 

Cells were treated with 1 uM isoproterenol (IPO) for various times.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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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soproterenol decreases the expression of p300 mRNA in 

A549 cell line. 

 

The effect of GsQL on mRNA level of p300 in A549 cell line by Real 

time-quantitative PCR, GAPDH was used as 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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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soproterenol reduces the half-life of p300 protein. 

 

H1299 cells were pretreated with 1uM IPO for 30 min, and then 

incubated 10 ug cycloheximide (CHX) for various times.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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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hibition of proteasome blocks the degradation of p300. 

 

H1299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 uM MG132 for 30 min and then 

with 1 uM IPO for 30min.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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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soproterenol increases the ubiquitination of p300. 

 

H1299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 uM MG132 for 30 min and then 

with 1 uM IPO for 30min. Protein of 400ug from the total cell lysate 

was used to immuno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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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KA activator, 6-Bnz decrease the p300 protein. 

 

H1299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 uM MG132 for 30 min and then 

with 1 uM IPO for 30min.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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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KA inhibitor, H89 does not inhibit the decrease of p300 

protein. 

 

40 uM H89 was incubated in H1299 cells for 30min, and then 1 uM 

IPO was treated for 30 min.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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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ominant negative PKA does not block the decrease in 

p300 protein. 

 

24 h after transfection with constructs, the H1299 cells were incubated 

1 uM IPO for 30 min before harvest.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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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pac-selective agonist, 8-CPT activates the degradation of 

p300 protein. 

 

Cells were pretreated with 20 uM of 8-pCPT for 30min, and then 1 uM 

IPO was treated for 30 min.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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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pac agonist, BFA blocks the degradation of p300 

expression. 

 

10ug of BFA was incubated in cells for 30 min, and then 1 uM IPO was 

treated for 30 min.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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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Knockdown of Epac1 by shRNA blocks the decrease in 

p300 expression. 

 

sh-Epac was transfected for 24 hours and then incubated 1 uM IPO for 

30 min. And scrambled shRNA (S) was transfected as a control.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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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ISO inhibits the activities of MAPK molecules and JNK, but 

8-CPT increases the activities of MAPK molecules and JNK 

except the p38.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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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38 inhibitor, SB203580 inhibits the p300 expression. 

 

1 uM isoproterenol, 20 uM 8-pCPT, 20 uM SB203580 was treated 

H1299 cells for 30 min.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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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epressed p38 activity reduces the p300 in protein level. 

 

Dominant negative p38(p38AF) has not the activity in p38, 10 ug 

plasmid was transfected for 24 h. And then, cells were treated with 1 

uM IPO for 30min.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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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Upstream molecule of p38, MKK3/6 is related with 

regulating p300 expression.  

 

Constitutively active MKK6(MKK6(glu) was transfected for 24h. and 

then incubated 1 uM IPO for 30 min. And (V) was transfected as a 

vector control.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64 

 

 

 

 

 

 

Fig 21. Upstream molecule of p38, MKK3/6 is related with 

regulating p300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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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vely active MKK3 was transfected for 24h. and then 

incubated 1 uM IPO for 30 min. And (V) was transfected as a control. 

Western blo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ied the expression level of 

p300, -Actin was a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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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 연구는 Gs-cAMP 신호전달계가 p300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했다. 우리는 GPCRs로 잘 

알려진 -adrenergic receptor의 agonist인 isoproterenol로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시켜 p300 단백질은 Epac을 경유해 

p38 활성 억제를 통해 ubiquitin-dependent degradation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 실험은 항시 활성형 GsQ227L 돌연변이와 isoproterenol 을 

이용하여 Gs 신호전달계가 p300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8-pCPT를 이용한 Epac의 활성화가 p300 

단백질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확인하였고, Epac의 shRNA를 

이용하여 knockdown 시켰을 때에 cAMP 신호계의 활성화에 의한 

p300 발현 감소가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b-

adrenergic receptor가 Epac 단백질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논문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Isproterenol을 이용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Epac을 통해 여러 유전자 발현을 

중재한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b-adrenergic receptor의 작용제인 

isoproterenol과 항시 활성형인 Gs mutant의 발현은 p300 

단백질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Isoproterenol 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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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0의 mRNA level도 감소했다. 그러나 항시 활성형 Gs 

mutant는 p300 단백질의 감소와 다르게 mRNA level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cAMP 신호전달계가 p300 단백질을 감소 

시키는데에는 p300 mRNA는 관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p300 단백질의 감소는 ubiquitin-dependent 

proteasomal degradation 과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cAMP 신호 전달계에 의한 p300 발현 억제가 

ubiquitin-dependent degradation인지 확인하기 위해 proteasome 

억제제인 MG132를 전처리하여 cAMP 신호 전달계에 의한 p300 

발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p300 

단백질 감소에는 p300 mRNA가 관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cycloheximide를 10분 전처리하였다. 

그 결과 isoproterenol과 cycloheximide에 의해 p300 단백질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MG132에 의해 이들의 효과가 억제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cAMP 신호전달계가 p300의 ubiquitin-dependent 

degradation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cAMP 

신호전달계는 많은 유전자들을 조절하는데 특히 cell cycle, cellular 

mobility, DNA damage repair등 관련된 유전자들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cAMP 신호전달계가 세포 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뒷받침한다. 

Gs-cAMP 신호전달계의 활성은 p300 단백질을 감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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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감소가 Gs-PKA-pCREB 신호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PKA 억제제인 H89와 dominant negative PKC 

construct를 이용하여 isoproterenol에 의한 p300 단백질 발현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본 결과 p300 단백질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PKA 활성제인 6-BNZ-cAMP를 처리한 결과 

isoproterenol의 p300에 대한 효과가 억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PKA는 cAMP 신호전달계에 의한 p300 단백질 감소에 

관옇자ㅣ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6-BNZ-cAMP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p300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로 PKA가 p300 단백질의 stability를 높이는 

데에 관여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p300은 HATs의 CBP/p300 

family에 속하며, PKA는 CREB의 Ser 133 부위를 인신화 

시키는데, 이 인산화된 CREB과 CBP가 결합한다고 알려져있다. 

p300은 CBP와 transcription factor 2D와 함께 여러 유전자 

전사에 관여함으로 PKA의한 p300 단백질 stability의 증가에는 

이러한 이유가 추측된다.  

cAMP 효과기 단백질로는 PKA와 Epac이 잘 알려져있다. 

우리는 앞의 실험에서 PKA와 p300 단백질 감소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다른 PKA의 또 다른 효과기인 Epac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Epac의 활성제인 8-pCPT를 

처리하였을 때, cAMP 신호전달계를 활성시키는 isoproteren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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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같이 p300 단백질은 감소를 하였다. 또한 Epac 단백질을 

억제하는 brefeldin A, Epac의 shRNA로 Epac을 inhibition 시켰을 

때에는 p300 단백질의 감소가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로부터 Epac이 p300 감소를 조절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Epac 단백질은 많은 신 호전달계와 연관되어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데, 특히 MAPK 신호전달과 관련해 많은 논문들이 

보고되었고 p300 또한 MAPK 신호전달 관련해 세포 전반적인 

반응들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isoproterenol과 

8-pCPT를 처리하여 MAPK molecule인 p38, JNK, ERK와 

AKT의 활성변화를 살폈다. Isoproterenol을 처리하였을 때에 p38, 

JNK, ERK, AKT 모두 인산화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8-pCPT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p38을 제외한 JNK, ERK, AKT의 활성이 

isoproterenol에 의한 감소의 효과보다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cAMP 신호 전달계는 p38 활성을 억제 시킴으로써 

p300 발현 억제를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38 억제제인 

SB203580과 dominant negative p38 construct를 처리하여 p300 

단백질 발현 변화를 살폈을 때, p300 단백질 발현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미 많은 논문들이 p38과 p300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p53 축적에 의한 apoptosis 촉진은 p38 MAPK 

활성화를 통해 p300 단백질을 감소시키며, Cardiac 세포에서 

p38의 활성화가 p300을 인산화시켜 분해를 일으킨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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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에서는 p38 활성의 감소가 p300 단백질 분해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p300이 cell context dependent하게 

작용함을 추측하게 한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는 폐암 세포종에서 Gs-cAMP 

신호전달계가 Epac을 경유해 p38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p300의 

ubiquitin-dependent degradation을 촉진시킨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연구는 Gs-cAMP 신호전달계가 폐, 자궁경부, 인두암과 

같이 p300이 높게 발현되는 암에서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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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Jae Jeong 

The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for Cancer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yclic AMP (cAMP) is a second messenger, and its production by adenylate 

cyclase is stimulated by heterotrimeric G proteins, which are activated by 

membrane receptors when extracellular ligands bind to the receptors. cAMP 

activates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and exchange protein directly 

activated by cAMP (Epac) to regulate cell mobility, immune responses, and 

secretion of hormones. p300 is a transcription cofactor and a acetyltransferase 

that acetylates histone or non-histone proteins. p300 regulates gene expression, 

cell cycle, apoptosis, differentiation, and etc. We hypothesized that cAMP 

signaling system may regulate p300 activity, and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cAMP signaling pathway on p300 activity and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 Expression of constitutively active Gs (GsQL) in H1299 

human lung cancer cells by transient transfection decreased p300 protein level 

but p300 mRNA was increased. Isoproterenol, an agonist of Gs-coupled 

receptor, decreased expression of p300 protein and mRNA level. Isoproterenol 

increased the degradation rate and ubiquitination of p300 protein, and 

treatment of MG132 abolished isoproterenol-induced decrease in p300 protein. 

Epac was found to mediate the isoproterenol-induced degradation of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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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from the study using Epac selective cAMP analogue 8-pCPT, Epac 

inhibitor BFA, and Epac1 shRNA. Treatment with PKA selective 6-Bnz, 

dominant negative PKA, PKA inhibitor H89 did not affect the degradation of 

p300 protein. Epac was found to mediate isoproterenol-induced p300 

degradation by suppressing p38 MAPK activity.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cAMP signal system decreases p300 protein level by stimulating 

the ubiquitin-proteasome dependent degradation, which was mediated by 

Epac and p38 MAPK in lung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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