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학석사 학위논문 

 

Gα12/13의 조절을 받는 microRNA에 

의한 FOXO1 억제와 간세포암 증식 

 
The effects of miRNAs dysregulated by Gα12/13 on 

FOXO1 level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proliferation  

  

 

201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협동과정 임상약리학전공 

정 혜 선 

 



i 

 

초록 

 

Gα12/13의 조절을 받는 microRNA에 

의한 FOXO1 억제와 간세포암 증식 

 

종양 미세환경에서 발생하는 염증에 의한 G 단백질 연결 수용체 

(GPCR)의 활성 증가는 종양억제단백질의 억제를 통하여 간암세포의 

증식, 침윤 및 전이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Forkhead box O1 

(FOXO1)은 암세포 증식 억제와 자멸사의 촉진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종양억제단백질이다. 그러나 FOXO1의 발현을 조절하는 상위인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마이크로알엔에이 

(microRNA)가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다양한 병리 기능에 관여한

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PCR 자극의 transducer인 Gα

12/13의 과다활성이 간암세포에서 microRNA들의 발현과 이에 조절

을 받는 FOXO1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기능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

다. 간암세포에 활성형 Gα12를 과다 발현시, cell cycle arrest를 담

당하는 단백질인 p21과 p27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G1-S의 cell 

cycle progression을 담당하는 cyclin D1과 cyclin E의 발현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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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때 FOXO1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Gα12 또는 Gα13을 

siRNA로 감소시키거나, Gα12 또는 Gα13이 결손된 MEF 세포에서는 

FOXO1의 발현이 증가하었다. 이 유전자의 mRNA 3’-비번역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여러 microRNA들 중에서 microRNA-135b (miR-

135b)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qRT-PCR로 관찰하였다. Gα

12에 의한 miR-135b 유도발현은 JunB 의존적이었으며, 증가된 

miR-135b는 FOXO1 mRNA로부터의 단백질 신생을 억제하였다. Gα

12의 활성증가는 반대로 miR-194, 192, 215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들 microRNA의 억제발현은 murine double minute (MDM2)를 유

도하였으며, MDM2 유도는 FOXO1의 분해를 촉진하였다. Gα13도 G

α12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종양세포

에서 활성이 증가될 수 있는 Gα12/13이 miR-135b 유도와 miR-194, 

192, 215 발현억제의 이중적 조절에 의하여 FOXO1을 감소시키며, 

이는 간세포암의 증식에 기여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주요어: Gα12/13, microRNA, FOXO1, 간암세포 

학번: 2011-21922     이름: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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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간세포암 (Hepatocellular carcinoma, HCC)은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고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현저히 높아, 대표적 악성 종양의 하나이다. 간세포

암은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알코올성 간경화, 아플라톡신에 지

속적인 노출 (Bosch et al., 1995), 유전적인 간 질환에 의한 간경변 (El-

Serag et al., 2000)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간세포암에 기여하는 

세포적인 변화와 유전적 변이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분별한 암세포의 증

식에 있어 그 분자적 기전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Gα12 family에 속하는 Gα12와 Gα13 단백은 형질전환 gep 발암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Xu et al., 1993, 1994), Gα12와 Gα13 단백을 활성화시킨 돌

연변이가 종양성 전환을 일으키는 데 매우 강력함이 밝혀져 있다 (Chan et 

al., 1993; Dhanasekaran and Dermott, 1996; Goldsmith and 

Dhanasekaran, 2007). Gα12 와 Gα13은 세포의 형질전환, 증식, 전이, 버팀

섬유 생성, 신경돌기 수축, 혈전 생성, 유전자 전사 및 세포자멸사 등 다양

한 세포적 경로를 조절한다 (Kawanabe et al., 2002; Kang et al., 2003; 

Fujii et al., 2005; Kelly et al., 2007).  

MicroRNAs (miRNA)는 표적 mRNA에 결합하여 전사물을 분해하거나, 

전사물 번역을 억제하는 작은 크기의 단일가닥 RNA 분자이다. miRNA의 

발현은 세포의 극성 및 사멸, 증식, 이동을 조절할 수 있어 세포와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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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성장과 분화에 중요할 뿐 아니라 (Bartel, 2004; Krichevsky, 2007), 

암세포에서의 병태생리학적 변화에 있어서도 역할을 수행한다 (Ura et al., 

2009). miRNA의 이상 발현은 다양한 악성종양에서의 공통된 특징으로 

(Calin et al., 2002; Ruvkun, 2006), 특정 miRNA들은 그 기능에 따라 발암

유전자 혹은 종양억제유전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Calin and Croce, 2006), 

간세포암에서의 miRNA 감식을 통해 간세포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표

적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FOXO subfamily 전사인자는 miRNA의 조절을 받는 종양억제유전자로서, 

종양의 증식 억제와 세포 사멸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경로를 조절한다. 

FOXO의 이상 조절은 전립선암, 위암, 뇌종양,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연구되었으나, 간암에서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FOXO의 발현

을 조절하는 기전으로서는 miRNA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FOXO의 

활성을 제어하는 신호 중 세포외성장인자들에 의한 활성화된 AKT에 의한 

인산화는 FOXO를 세포질에 머물게 함으로써 표적 유전자를 조절할 수 없

게 한다 (Accili and Arden, 2004; Greer and Brunet, 2005). 선행된 연구에

서 Gα12는 혈소판유래증식인자수용체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의 활성에 따른 phosphoinositide 3-kinase (PI3K)-AKT 신호의 

FOXO3a 전사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종양성 세포 성장을 유도함이 알려져 있

다 (Kumar et al., 2006). 유비퀴틴 E3 접합효소인 MDM2는 AKT로 인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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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FOXO를 인식하여 유비퀴티네이션 및 분해를 촉진하는데, 이는 FOXO의 

인산화 정도와 MDM2의 활성도에 의존한다 (Fu W et al., 2009). 

암세포 증식에 있어 Gα12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우선 Gα12의 지

속적인 활성화가 세포 주기의 진행을 촉진하는지, 그렇다면 FOXO1이 이 

현상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FOXO1의 발현 및 활성을 

조절하여 간세포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miRNAs를 발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암세포주인 Huh7에 Gα12 활성을 지속적으로 활

성시킨 돌연변이 세포를 활용하여 miRNA 마이크로어레이로 분석하였고, 

간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일련의 miRNAs를 탐구하였다. 이 miRNAs 중 

miR-135b는 JunB의 하위로써 FOXO1을 직접 타겟하여 발현을 저해하며, 

miR-194, 192, 215는 MDM2를 타겟하여 FOXO1의 유비퀴티네이션을 매

개한 분해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miRNA의 발현

과 간암세포 증식 조절에 있어서의 Gα12 단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찰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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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항체 

FOXO1, FOXO3, MDM2, p53, Akt, pFOXO1, pFOXO3, pAkt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c-Jun, JunB, 

Fra1, JunD, c-Fos, ATF6a, Ets1, p21, p27, Gα12, Gα13 항체와 Gα12/13 

siRNA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에서 구입하였고, β-

actin과 ubiquitin 항체는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LY294002는 Calbiochem에서 구입하였고, Gα12QL (Q229L)과 Gα13QL 플

라스미드는 Dr. D.N. Dhanasekaran (OUHSC, Oklahoma city, OK)로부터 

제공받았다. 

 

2. 실험 세포주 배양 

간암 세포주인 Huh7, SK-Hep1, SNU449 는 Korean Cell Line Bank 

(KCLB, Seoul, South Korea)에서 구입하였다. HepG2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에서 구입하였다. 유전자가 제거된 

Murine Embryo Fibroblast (MEF) 세포주는 Dr. M.I. Simon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asadena, CA)로부터 제공받았다. 

Huh7 세포는 10 % fetal bovine serum (FBS), 50 units/ml penicillin 및 

50 µ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RPMI-1640에서, HepG2 세포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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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S, 50 units/ml penicillin 및 50 µ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서, 다른 세포들은 같은 

조건의 DMEM (Gibco, Gaithersburg, USA)에서 37°C 및 5% CO2 조건하

에 배양하였다. 세포 군집이 80~90 %의 포화도를 갖게 하였으며, 계대배양

의 횟수가 20 회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3. 세포 분획의 분리 

배양 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하고 세포를 긁어 모아 

3,000g에서 3 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침전시켰다. 상등액을 제거한 후,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첨가한 용해 완충액 [10 mM Tris (pH 7.1), 100 

mM NaCl, 1 mM EDTA, 10 % glycerol, 0.5 % Triton X-100, 0.5 % 

Nonidet P-40, 1 mM dithiothreitol and 0.5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을 가하여 1시간 동안 얼음에서 완전히 용해한 뒤 

10,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전세포 추출액으로 사용

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정량법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4. 면역화학적 분석 (Immunoblotting) 

Laemmli UK 방법에 따라 Mighty Small II SE 250 장치 (Hoefe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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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CA)를 사용하여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하였다. 시료의 용해분획을 샘플희석 

완충액 [63 mM Tris (pH 6.8), 10 % glycerol, 2 % SDS, 0.0013 % 

bromophenol blue, 5 % β-mercaptoethanol]에 희석하여 7.5 %, 9 %, 12% 

젤을 사용하여 전극 완충액 (1 L 용액 중 Tris 15 g, glycine 72 g, SDS 5 g 

포함) 내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젤은 전이용 전기영동장치

를 이용하여 전이완충액 [25 mM Tris, 192 mM glycine, 20 % v/v 

methanol (pH 8.3)] 내에서 190 mA로 1 시간 동안 니트로셀룰로오즈지에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Cho et al., 2007). 관찰하려는 단백질에 대한 1차 항

체와 반응시킨 후 이어서 Horseradish peroxidase (HRP)와 결합되어 있는 

2차 항체와 1시간 반응시키고 ECL chemiluminecence 시스템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을 사용하여 발색하였다. 시료 중 단백

질 함량의 동질성은 β-actin 항체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면역화학법 브롯

의 농도는 Image Scan & Analysis System (Alpha Innotech Corp, San 

Leandro, CA)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5.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Real-time RT-PCR) 

총 RNA는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권장

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한 total RNA (2 μg)와 d(T)16 prime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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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V 역전사효소 (reverse transcriptase)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양은 SYBR Premix Ex Taq (Takara, Shiga, Japan)과 

Roche (Mannheim, Germany)의 Light-cycler 2.0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

시된 방법에 따라 Real-time RT-PCR을 수행하였다. 각 유전자는 β-actin

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 

human β−actin, 5`-CTCTTCCAGCCTTCCTTCCTG-3` (sense) and 5`-

CAGCACTGTGTTGGCGTACAG-3` (antisense); human Gna12, 5’-

CTCAAGGGCTCAAGGGTTCTT-3’ (sense) and 5’-

CAGGAACATCCCATGCTTCTC-3’ (antisense); human Gna13, 5’-

TCCAAGGAGATCGACAAATGC-3’ (sense) and 5’-

CCAGCAGCAGGATCTTCACC-3’ (antisense); human FOXO1, 5’- 

AAGAGCGTGCCCTACTTCAA-3’ (sense) and 5’- 

CTGTTGTTGTCCATGGATGC-3’ (antisense); human FOXO3, 5’- 

TCTACGAGTGGATGGTGCGTT-3’ (sense) and 5’- 

CGACTATGCAGTGACAGGTTGTG-3’ (antisense); human MDM2, 5’-

TGTAAGTGAACATTCAGGTG-3’ (sense) and 5’- 

TTCCAATAGTCAGCTAAGGA-3’ (antisense); human pri-miR-9-1, 5’-

CTGTATGAGTGGTGTGGAGTCTTC-3’ (sense) and 5’-

TCTCTCCTCCTCTTGTATCCTCTG-3’ (antisense); human pri-miR-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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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CACCCCTGTGCCACG-3’ (sense) and 5’-

CAAACCAACTGTGTTTCAGCTCAG-3’ (antisense); and human pri-

miR-135b, 5’-GACCATTGTGTGAGGCCTTT-3’ (sense) and 5’-

CTCACTCCCCTTCTCAGCAC-3’ (antisense). 

 

6. 일과성 트랜스펙션 

6-well plate 에서 배양된 세포주 (5x105 cells/well)를 3 시간 동안 혈청

이 결여된 배지에서 배양한 다음 FuGENE®  HD (Roche, Indianapolis, IN)

를 이용하여 원하는 유전자의 플라스미드를 6 시간 동안 트랜스펙션하였다. 

트랜스펙션 된 세포는 1 % 혈청을 포함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Gα12, Gα13 및 JunB에 상응하는 siRNA 및 a non-targeting control 

siRNA (100pmol/ml)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uGENE® HD Reagent를 이용

하여 트랜스펙션 하였다. 

 

7. Stable cell 제작 

6-well plate에서 24시간 배양된 Huh7 세포주 (2x105 cells/well)에 

pCMV 혹은 Gα12와 Gα13 의 활성형 변이 유전자를 과다 발현 (Gα12QL 

and Gα13QL)하는 플라스미드를 Fugene HD (Roche, Indianapolis, IN)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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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트랜스펙션 하였다. 트랜스펙션 된 세포는 500 µg/ml의 

Geneticin (G418, Invitrogen, Carlsbad, CA)을 이용하여 1개월 동안 선별

하여 세포주를 구축하였다. 

 

8. miRNA의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세포에서 추출한 총 RNA (2µg)와 miScript Reverse Transcription kit 

(Qiagen GmbH,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cDNA를 얻었다. Precursor 

miRNA와 mature miRNA 발현량은 miScript SYBR Green PCR kit (Qiagen 

GmbH, Hilden, Germany)를 이용해 제조사의 지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

고, 결과값은 U6의 상대적인 값으로 보정하였다. 증폭된 산물의 특이성은 

melting curve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human miR-9, 5’-UCUUUGGUUAUCUAGCUGUAUGA-3’; human miR-

27a, 5’-UUCACAGUGGCUAAGUUCCGC-3’; human miR-135b, 5’-

UAUGGCUUUUCAUUCCUAUGUGA-3’; human miR-194, 5’- 

CCAGUGGGGCUGCUGUUAUCUG-3’;  human miR-192, 5’-

CTGACCTATGAATTGACAGCC-3’; human pre-miR-9, 5’-

CTGTATGAGTGGTGTGGAGTCTTC-3’ (sense) and 5’-

TCTCTCCTCCTCTTGTATCCTCTG-3’ (antisense); human pre-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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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 5’-GAGGAGCAGGGCTTAGCTG-3’ (sense) and 5’-

CTGGGGGCGGAACTTAG-3’ (antisense); human pre-miR-135b, 5’-

ACTCTGCTGTGGCCTATGG-3’ (sense)  and 5’-

AGCTCGCCCCTCACTGTA-3’ (antisense). 

 

9. 이중 miRNA의 일과성 트랜스펙션 

miRNA mimics로 사용한 이중 miRNA는 기존에 보고된 방법에 따라 합

성하였다. (Liu et al., 2010). Control mimics는 Dharmacon (Lafayette, CO)

에서 구입하였으며, 트랜스펙션에 사용된 이중 miRNA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miR-135b, 5’-UAUGGCUUUUCAUUCCUAUGUGA-3’ (guide) and 5’-

CCUAUGGCUUUUCAUUCCUAUGU-3’ (passenger); miR-194, 5 ’ -

UGUAACAGCAACUCCAUGUGGA-3 ’  (guide) and 5 ’ -

CACAUGGAGUUGCUGUUACACU-3’ (passenger). 

miRNA inhibitors는 2’-O-메칠화시켰으며, negative control은 실험계와 

관련성이 없는 염기서열로 합성하였다.  트랜스펙션에 사용된 miRNA 

inhibitor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Negative control, 5’-CCTTCCCTGAAGGTTCCTCCTT-3’ (Esau et al, 

2006); miR-135b, 5’-UCACAUAGGAAUGAAAAGCCAUA-3’; miR-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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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CCACAUGGAGUUGCUGUUACA-3’. 

세포에 FuGENE® HD Reagent (Roche, Indianapolis, IN)를 이용하여 100 

nM의 control 및 miR-135b와 194 mimics, 혹은 100 nM의 miR-135b와 

194 inhibitor 를 트랜스펙션하였다. 

 

10. 면역 침강법 (Immunoprecipitation) 

FOXO1과 MDM2의 결합을 관찰하기 위하여 전체 세포 용해물과 anti-

MDM2 항체 1 µg을 4 ℃에서 하룻밤 배양하였다. 항원-항체 결합체를 프

로틴 G-아가로즈와 4 ℃에서 2 시간 반응시킨 후 침전시켜 2xSDB 버퍼와 

반응시켰다. 추출된 단백을 FOXO1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화학적으로 관찰

하였다. 

 

11. 크로마틴 면역 침강법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ChIP) 

Huh7 세포와 Gα12QL 및 Gα13QL Huh7 세포에 1% formaldehyde를 첨

가하여 크로마틴과 가교결합을 형성하였다. 크로마틴 면역 침강법은 제작자

의 (Upstate Biotechnology, Lake Placid, NY) 권장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miR-135b의 Jun-B 영역에 대한 프라이머 (5 ’ -

CAGCTGAAGCCCTCTTTCTG-3 ’  (sense), 5 ’ -

AGGAGGGTCTGGGTAAAGGA-3 ’  (antisense), 214bp)를 이용하여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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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연쇄 반응을 수행하였다. 

 

12. 아데노바이러스 재조합 벡터 제작 및 감염 

Mouse Gα12QL (Q229L)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 (Ad-Gα12QL)는 Dr 

Patrick J. Casey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ham, NC)에게서 

제공받았다 (Cho et al., 2004). Gα13QL (Q226L)을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

스 (Ad-Gα13QL)는 셔틀 플라스미드를 가진 attL (Newgex, Seoul, Korea)

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Huh7 세포주에 앞서 언급한 아데노바이러스를 

10% FBS를 포함한 DMEM 배지에서 50 multiplicity of infection으로 6시

간 동안 감염시킨 뒤, 배지를 제거하고 같은 배지로 교체하여 추가로 2일간 

세포 배양하였다. GFP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 (Ad-GFP)는 감염 대조

군으로 사용되었다. 

 

13. 세포주기 측정법 (Cell cycle analysis) 

세포주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포를 6-well plate에 배양하였다. 

80~90 %의 밀도가 되었을 때 trypsin 처치로 부착된 세포를 떼어내고 1 % 

FBS를 첨가한 PBS에 분산시켜, propidium iodide (PI)로 핵을 염색하여 

Becton Dickinson FACSCalibu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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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계처리 

다양한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일방향 평방편차 분석법 (Fisher, R.A.,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 Edinburgh: Oliver & Boyd, 

1925)으로 검정한 후 뉴먼-켈스 검사로 판정하였다 (*p<0.05, **p<0.01). 



１４ 

 

III. 실험결과 

1. Gα12/13의 과다 활성에 의한 세포 주기 진행과 FOXO1의 발현 억제 

Gα12 family의 활성에 따른 간암세포의 병리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간암세포주인 Huh7에 Gα12 또는 Gα13 활성 변이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과다발현하여 제작된 Gα12QL-Huh7과 Gα13QL-Huh7 세포주를 활용하였다. 

Gα12와 Gα13의 활성이 세포주기 관련 단백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역화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Gα12QL-Huh7과 

Gα13QL-Huh7에서 p21과 p27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었고, Cyclin D1과 

Cyclin E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다 (Fig. 1A). 또한 간암세포주 중 

Gα12/13의 발현량이 낮은 Huh7과 HepG2에 비하여 발현량이 높은 SK-

hep1과 SNU449에서 p21, p27의 감소 및 Cyclin D1과 Cyclin E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B). 나아가 유세포 측정법을 통해 Gα12QL-

Huh7과 Gα13QL-Huh7이 대조군인 Huh7에 비해 G1기에서 S기로의 세포 

주기 진행을 촉진함을 관찰하였다 (Fig. 1C). Gα12QL과 Gα13QL을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과다발현하였을 때, 항암유전자로 알려진 FOXO1 

단백질의 발현량이 감소하였고, FOXO3의 단백질 발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D). Mouse embryonic fibroblast (MEF) 세포에 Gα12 

및 Gα13 유전자를 각각 제거한 세포주에서는 FOXO1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고, SK-hep1 세포주에 Gα12와 Gα13 유전자를 knockdown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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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FOXO1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 1E). 두 경우 모두 

FOXO3의 단백질 발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종의 

간암세포주에서도 Huh7과 HepG2에 비해 SK-hep1과 SNU449에서 

FOXO1 발현이 현저히 감소해 있었다 (Fig.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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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s of Gα12/13 on cell cycle progression and FOXO1 inhibition 

A) The expression of cell cycle markers in Gα12/13QL cells. Immunoblottings for p21, 

p27 and Cyclin E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WT-Huh7, Gα12QL-Huh7 and 

Gα13QL-Huh7 cells.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



１７ 

 

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B) The expression of cell cycle markers in 4 HCC cell lines. Immunoblottings for p21, 

p27 and Cyclin E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Huh7, HepG2, SK-hep1 and 

SNU449 cells.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C) Cell cycle progression by Gα12/13. Cell cycle distribution of WT-Huh7, Gα12QL-

Huh7 and Gα13QL-Huh7 cells were monitored by flow cytometry. Percentages of cells 

in G1 phase, S phase and G2/M phase were shown independently. 

D) The effect of Gα12/13QL on FOXO1 protein expression. Immunoblotting for FOXO1 

was assessed in stable or transient sets of WT-Huh7 and Gα12/13QL-Huh7 cells. 

E) The effect of Gα12 or Gα13 knockdown on the expression of FOXO1. The 

immunoblottings for FOXO1 was assessed in Gα12/13 knock-out MEF cells or Huh7 

cells transfected with siRNA directed against Gα12/13. 

F) The immunoblottings for FOXO1 in HCC cell lines. Protein levels of FOXO1 were 

examined in 4 HCC cell lines. 

For C, D and F, data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WT-Huh7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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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α12/13의 활성에 의한 miRNA 발현 조절 및 FOXO1에 미치는 영향 

Huh7에 일시적으로 Gα12과 Gα13 활성변이 유전자를 과다발현시 FOXO1의 

mRNA 양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Data not shown). FOXO1의 전사적 

조절인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으며, 간암에서 몇몇 miRNA가 유의적으로 

변화된다는 보고가 있어 (Budhu et al., 2008), miRNA의 발현 변화에 의한 

FOXO1 조절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WT-Huh7에 비해 Gα12QL-Huh7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한 miRNA들을 분석

하였다. 생물정보학적 분석 프로그램인 TargetScan algorithm 6.0을 활용하

여 이들 중 FOXO1 mRNA의 3’-UTR에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8종의 후

보 miRNA (miR-135b, miR-153, miR-9, miR-145, miR-132, miR-27a, 

miR-139-5p, miR-1271)를 도출하였다. 그 중 가장 현저하게 증가한 

miR-135b가 FOXO1의 3’ UTR에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확인하였다 

(Fig. 2A). Huh7 세포와 비교하여 Gα12QL-Huh7 및 Gα13QL-Huh7에서의 

miRNA 8종의 발현 변화를 관찰한 결과, miR-135b가 주목할 만하게 증가

해 있었으며, 다른 miRNA들은 소폭 증가하거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 2B). Gα13QL-Huh7 세포에서 Gα13 유전자를 knockdown시켰을 때, 

miR-135b의 발현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Fig. 2C), Huh7에 아데노바이

러스를 통하여 Gα12 또는 Gα13 활성 변이 유전자를 과다 활성시켰을 시 

miR-135b가 증가함을 보였다 (Fig. 2D). miR-135b mimics를 트랜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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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miRNA 양을 증가시켰을 때 FOXO1의 발현량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miR-135b ASO를 트랜스펙션하여 발현을 억제시켰을 때 FOXO1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 2E). 이러한 결과를 통해 Gα12 family가 miR-135b의 발현

에 기여하며, 나아가 FOXO1의 발현 조절에 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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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RNA expression profiles with Gα12/13 activation involved in FOXO1 

expression 

A) The candidate miRNAs for targeting FOXO1 in Huh7 cells (left). The alig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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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135b with the FOXO1 3’-UTR according to computed sequence alignment by 

TargetScan (right). 

B) Real-time PCR for eight representative miRNAs in Gα12/13QL-Huh7 cells. Data 

were normalized to the level of U6 small RNA. 

C) The effect of Gα12 or Gα13 knockdown on the expression of miR-135b. Gα12/13QL-

Huh7 cells were transfected with siRNA directed against Gα12 or Gα13. Data were 

normalized to the level of U6 small RNA. 

D) Expression of miR-135b by adenoviral infection of Gα12QL and Gα13QL in Huh7 

cells. 

For B, C and D, data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transfection control). 

E) The effects of miR-135b on FOXO1 expression. Immunoblottings for FOXO1 were 

performed on Huh7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miR or pre-miR-135b (left). 

Immunoblottings were performed on Gα12QL-Huh7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ASO 

or anti-miR-135b (right).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

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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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R-135b 발현의 상위 조절자로서의 JunB의 역할 

miR-135b가 Gα12QL 및 Gα13QL의 과다발현 하에 primary microRNA 

단계에서부터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Data not shown). 따라서 miR-135b의 

발현을 전사적으로 조절하는 인자로서 activator protein 1 (AP-1) family가 

관여하는지 알아보았다. AP-1은 세포 증식과 생존에 밀접히 관여하는 조절 

단백질로서, 간암세포의 악성 진행 과정에 역할을 한다 (Hui et al., 2008). 

실제로 Gα12QL 및 Gα13QL의 과다발현 세포에서 AP-1 family인 JunB, c-

Jun, Fra1, JunD, c-Fos, ATF6a, Ets1이 증가되어 있었고 (Fig. 3A), Gα12 

단백질의 과다 활성시 JunD가 miR-135b의 promoter region에 결합하여 

그 발현을 높이는 것을 크로마틴 면역 침강법으로 확인하였다 (Fig. 3B). 

JunB를 knockdown한 Huh7 세포주에서 miR-135b 양이 감소하였고 (Fig. 

3C), 그에 따라 FOXO1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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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JunB as an upstream regulator of miRNA-135b expression 

A) The effect of Gα12/13QL in protein levels of AP-1 family. JunB, cJun, Fra1, JunD, 

cFos, ATF6a and Ets1 were measured by immunoblottings in WT-Huh7, Gα12QL-Huh7 

and Gα13QL-Huh7 cells. 

B)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assays. DNA-protein complexes prepared from 

WT-Huh7 cells or Gα12/13QL-Huh7 cells were immunoprecipitated using anti-JunB 

antibody, anti-RNA Polymerase II antibody or preimmune-IgG. PCR-amplification 

utilized DNA primers flankimg 3 putative binding sites of the miR-135b promoter. 

C) Real-time PCR for miR-135b in Huh7 cells transfected with JunB siRN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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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compared with 

transfection control). 

D) The effect of JunB silence on the induction of FOXO1. FOXO1 was immunoblotted 

on the lysates of Huh7 cells transfected with JunB siRNA.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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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α12/13의 활성화에 의한 FOXO1 분해의 증가 

FOXO1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기전 이외에도, Gα12/13이 FOXO1 

단백질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Gα12/13 가 활성화 될 때 

프로테아좀에 의한 분해 속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G132를 시

간 의존적으로 처치하였을 때, WT-Huh7에 비해 Gα12QL-Huh7과 

Gα13QL-Huh7에서 FOXO1의 축적이 현저하게 일어났다 (Fig. 4A). FOXO1

의 분해가 유비퀴티네이션을 통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cell 

type에서 MG132를 6시간 처치하여 유비퀴티네이션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WT-Huh7에 비해 Gα12QL-Huh7과 Gα13QL-Huh7에서 유비퀴틴이 결합한 

FOXO1이 더욱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B). FOXO1의 프로테아

좀을 매개한 분해에 PI3K/Akt 의존적 인산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

로 (Brunet et al., 1999), Gα12/13 활성이 PI3K/Akt 신호에 의한 FOXO1 인

산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WT-Huh7에 비해 Gα12QL-Huh7과 

Gα13QL-Huh7에서 Akt의 serine 256 및 threonine 308 부위의 인산화가 

현저히 증가해 있었고, 이에 따라 FOXO1의 인산화가 증가하였다. 4종의 

HCC 중 SK-hep1과 SNU449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4C). 

PI3K 억제제인 LY294002와 wortmannin의 시간 의존적 처치에 의해 

FOXO1과 Akt의 인산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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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s of Gα12/13 on FOXO1 stability 

A) The effect of Gα12/13 on FOXO1 stability. WT-Huh7, Gα12QL-Huh7 and Gα13QL-

Huh7 cells were starved for 12 hours followed by MG132 (10mM) treatment for the 

indicated times.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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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effect of Gα12/13 on the ubiquitination and degradation of FOXO1. Huh7 cells 

transfected with the plasmid encoding for Gα12QL or Gα13QL and His-tagged ubiquitin 

(His-Ubi) were treated with MG132 (10μM, 6 h). Immunoblotting for ubiquitin was 

done on FOXO1 immunoprecipitates. FOXO1 was immunoblotted on the lysates. 

C) Akt-mediated FOXO1 phosphorylation by Gα12/13 overexpression. WT, Gα12QL, 

Gα13QL-Huh7 cells and 4 HCC cell lines were immunoblotted for phospho-FOXO1 

and phospho-Akt (Serine 473 and Threonine 308). 

D) The effects of PI3K inhibitor treatment on FOXO1 phosphorylation. WT, Gα12QL, 

Gα13QL-Huh7 cells and 4 HCC cells were treated with LY294002 (10μM) or 

Wortmannin (0.5μM) for the indicated times and the samples were immunoblotted for 

phospho-FOXO1 and phospho-Akt. 

For A, C and D,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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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α12/13에 의한 miR-194, 192, 215의 감소가 FOXO1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FOXO1이 유비퀴티네이션을 매개한 단백질 분해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바탕으로, 유비퀴틴 E3 접합효소인 MDM2에 주목하게 되었다. MDM2의 

mRNA 양은 Gα12QL 및 Gα13QL-Huh7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Fig. 5A, 

left). 염색체 1번과 11번에 있는 두 cluster의 miRNA들, 즉 miR-194-

1/215와 miR-194-2/192는 MDM2 mRNA에의 결합부위가 존재하며 (Fig. 

5A, right), 이들은 번역을 억제하여 MDM2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킴이 알려

져 있다 (Pichiorri et al., 2010). Gα12/13의 과다 활성은 miR-194, miR-192, 

miR-215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Fig. 5B). 셋 중 대표적인 miRNA인 

miR-194의 mimics를 Gα12QL-Huh7에 주입하였을 때 FOXO1 단백질의 

양이 증가하였고, WT-Huh7에 miR-194를 knockdown하였을 때 FOXO1 

단백질의 양이 감소하였다 (Fig. 5C). Gα12QL 및 Gα13QL-Huh7에 siRNA를 

이용한 MDM2 knockdown시 FOXO1의 단백질 발현이 회복되었다 (Fig. 

5D). 즉, Gα12/13의 활성 증가가 일련의 miRNA를 감소시켜 MDM2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FOXO1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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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s of miR-194, 192 and 215 on FOXO1 regulation 

A) Real-time PCR assay for MDM2 mRNA were performed on WT-Huh7, Gα12QL-

Huh7 and Gα13QL-Huh7 cells (left). Binding sites of 3 miRNAs were predicte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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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iR-194, miR-192 and miR-215 repression by active Gα12/13. Real-time PCR assay 

for 3 miRNAs were determined in WT-Huh7, Gα12QL-Huh7 and Gα13QL-Huh7 cells. 

C) FOXO1 regulation by miR-194. Immunoblottings for FOXO1 were done on the 

lysates of Gα12QL-Huh7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miR or pre-miR-194 (left). 

Immunoblottings were performed on Huh7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ASO or anti-

miR-194 (right).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D) Effect of siMDM2 on FOXO1 stability. Immunoblottings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Gα12QL-Huh7 or Gα13QL-Huh7 cells that had been transfected with MDM2 

specific siRNA. 

E) A proposed model by which Gα12/13 inhibits FOXO1 activity. 

For A and B, data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significant compared with transfection control). 

For C and D,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actin. The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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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고찰 

암세포의 세포간 또는 기질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세포 표면 단백질 수용체

를 통한 신호 전달에 크게 의존하며, 그 중 가장 큰 수용체군인 GPCR이 

암의 성장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Marinissen and 

Gutkind, 2001; Spiegelberg et al., 2007). GPCR은 원발암유전자로써의 잠

재성을 가지며 이 중 Gα12 subfamily의 활성을 통한 신호 경로는 GTPases,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non-receptor tyrosine 

kinases (non-RTKs) 등을 통해 다양한 생리 및 병리적인 현상에 관여한다 

(Dhanasekaran et al., 1998; Rohrer and Kobilka, 1998; Offermanns, 

2001). 본 연구는 Gα12/13을 지속적으로 활성시켜 과도한 신호전달이 간암

세포의 세포 주기 진행을 촉진함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갑상선자극 호르몬

과 황체형성 호르몬의 수용체에 활성형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 각각 갑상

샘선종 (thyroid adenoma)과 가족성 남성 성조숙증 (familial male 

precocious puberty; Leydig cell hyperplasia)이 발생한 보고는, 과다한 G 

protein 활성 신호가 암의 생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

다 (Parma et al., 1993; Shenker et al., 1993). 

FOXO 전사인자 family는 세포 주기 정지, 세포자멸사, DNA 수선 및 

활성산소 소거 등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암발생 억제 유전자이다 

(Dansen and Burgering, 2008). 본 연구에서는 Gα12/13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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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되어 있는 간암세포주에서 FOXO1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함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반면 FOXO3 단백질의 발현에는 유의적 변화가 없었다. 

FOXO1의 발현은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을 포함한 여러 암종에서 저하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Goto et al., 2008; Goto et al., 2008). 또한 

자궁내막암 세포에서 FOXO1의 발현을 복원시킬 경우 세포 증식이 

감소함이 알려져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Goto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FOXO1의 발현 변화에 따라 간암세포의 세포 주기 진행이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간암의 진행에 있어 FOXO1의 병리 

역할을 규명하였다. 이는 FOXO의 활성화가 사이클린의존성 

인산화효소억제제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 CDK)인 

p21Cip1과 p27Kip1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G1기에 있는 세포의 주기 

진행을 막는다는 선행 보고에 의해 지지된다 (Seoane et al., 2004; 

Medema et al., 2000). 간세포암에서 FOXO1의 발현 조절에 대한 분자적 

기전은 연구가 미흡하며, FOXO1의 전사후조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oto et al., 2008). 

본 연구에서 Gα12/13의 하위에서 FOXO1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개인자로써 miR-135b를 제시하였다. FOXO1의 발현저하가 다양한 하위 

신호 경로를 통해 간암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를 

타겟하는 miR-135b의 종양 증식에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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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에서 FOXO1을 타겟할 것으로 예측되는 8종의 

microRNA 중 가장 현저한 변화를 보인 miR-135b는 배아줄기세포 및 

대장암, 전립선암 등 다른 종류의 암들에서 높게 발현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Nagel et al., 2008; Lin et al., 2009; Tong et al., 2009). 컴퓨터를 

통한 분석 결과 miR-135b는 APC, LZTS1, LATS2, CREG1 그리고 

FOXO1을 포함한 항암 인자들을 잠재적으로 타겟할 수 있으며, 그 중 

APC와 FOXO1이 miR-135b의 타겟임이 밝혀져 있다 (Nagel et al., 2008; 

Matsuyama et al., 2011). Mimics와 ASO를 활용한 실험결과도 FOXO1이 

miR-135b의 타겟임을 뒷받침한다. miR-135b 발현의 조절 기전은 기존에 

알려진 바가 없으며, 선행 연구에서 Gα12와 Gα13이 Rho/Rac-의존적 AP-1 

활성을 통해 TGFbeta1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이 보고된 바 있다 (Lee et 

al., 2009).  

보편적으로, Jun 단백질은 세포 증식 및 자기사멸에 관여하며 Fos 

단백질은 주로 혈관신생과 종양의 침윤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생물정보학 프로그램 (PROMO 3.0.2)을 이용하여 분석한 miR-

135b의 후보 전사 인자들 가운데 AP-1의 Jun family 중 하나인 JunB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JunB는 Gα12 과다 활성 하에서 miR-135b의 전사 조절 

부위에 현저히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B). 세포 주기의 진행이 

Jun 단백질에 의해 조절을 받을 수 있으며, c-Jun이 cyclin D1의 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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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세포주기 억제 유전자인 p53와 INK4A를 억제한다는 기존 보고 

(Schreiber et al., 1999; Bakiri et al., 2000; Passegue and Wagner, 

2000)가 위의 발견을 지지한다. 

FOXO 전사인자의 활성은 번역후변형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에 의한 세포내 이동에 의해 주로 조절된다. 여러 성장 인자 

수용체의 하위로써 작동되는 PI3K/Akt 신호는 FOXO를 인산화시켜 핵외로 

이동시켜 억제한다. 인체 종양의 대부분은 RAS, PI3K에 기능 획득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PTEN의 기능 상실에 의한 PKB의 활성 증가를 

보이고, 이는 FOXO의 활성도 영향을 미친다 (Malumbres and Barbacid, 

2003; Denley et al., 2008; Jiang and Liu, 2008). FOXO의 유비퀴티네이션 

및 분해는 FOXO의 핵외 방출을 유도하는 Akt에 의한 인산화 자리에 

의존한다. 즉, MDM2는 FOXO가 Akt에 의해 인산화되었을 때에만 E3 

접합효소로써 작동한다 (Fu et al., 2009). MDM2에 의한 FOXO1의 분해는 

RAS-ERK 경로에 의한 FOXO1의 인산화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Yang et al., 2008). 추가적인 연구에서 Gα12/13이 과다 활성된 

세포에서 ERK1/2 단백질의 양 또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Data 

not shown), 이는 Gα12/13 신호가 Akt와 ERK 양쪽을 매개하여 FOXO1 

인산화에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상 상태에서 세포내에 p53이 많을 경우 MDM2를 합성하며,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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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2는 p53의 유비퀴틴화를 촉진해 분해시킴으로써 자동조절경로 

(MDM2-p53 autoregulatory loop)를 형성한다. MDM2-p53의 세포내 

밸런스의 파괴는 세포의 비정상화 또는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ckens et al., 2009). 인체에서 발병하는 암의 절반은 정상적 p53 (wild-

type p53)을 가지며 (Vousden, 2002), 7%의 암은 MDM2의 과다 발현에 

의해 p53의 정상적인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Momand et al., 1998). 

인간의 골원성육종 (osteogenic sarcoma)이나 연부조직육종 (soft tissue 

sarcoma)에서는 유전자 증폭에 의한 MDM2 과발현이 특히 빈번하다 

(Bartel, 2001). miR-194, miR-192, miR-215는 또다른 p53 하위로 

MDM2 mRNA를 타겟하여 분해시킴으로써 (Pichiorri et al., 2010) 중요한 

항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miR-192와 miR-215의 유전자는 각각 miR-

194를 발현하는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 상에 위치하여 두 개의 miRNA 군 

(cluster)을 이루고 있으며 (miR-194-2/192 cluster at 11q13.1; miR-

194-1/215 cluster at 1q41), 이들은 동일한 시드 염기순서 (seed 

sequence)를 공유하고 있다 (Pichiorri et al., 2010). miR-194는 두가지 군 

중 어떠한 곳에서 발현되어도 동일한 성숙 염기서열 (mature sequence)을 

가지며 같은 군에 속하는 miRNA들은 동일한 세포경로를 거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Garofalo et al., 2009; Ventura et al., 2008), 앞서 

언급한 세 miRNA들은 그 발현과 작용에 있어 분자적 기전을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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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Gα12/13의 활성형 돌연변이 하에서 나타나는 MDM2의 발현 

증가는 p53의 분해를 통해 miR-194를 포함하는 군들의 발현을 억제시키며, 

이는 또다시 MDM2 mRNA의 안정화로 이어져 루프를 형성한다. MDM2에 

의한 FOXO1의 분해에 수반되는 현상은 MDM2가 p53의 하위 타겟인 p21 

발현을 억제시키고 G0/G1기의 진행을 유도하는 현상과 부합한다. 

기존의 연구 중 비종양세포 및 유방암세포주 (MCF-7)에서 Gα12/13이 

MDM4를 통해 p53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Kim et al., 

2007), 간암세포주의 경우 Gα12/13의 지속적인 과활성에 의해 MDM2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MDM2의 발현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선행연구에서의 미세환경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Gα12/13 과활성 간암세포에서 miR-135b의 증가와 miR-194 

포함  cluster의 감소를 통한 FOXO1 단백질의 이중 조절은 간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간암의 악화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악성 

간암의 진단 및 치료에의 새로운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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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iRNAs dysregulated by Gα12/13 on FOXO1 

level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proliferation 

 
Jung, Hy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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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ctivation of G protein-coupled receptor (GPCR) in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ncreases the capacity of its proliferation, invasion and metastasis by repressing 

tumor-suppressive transcription factors; in conjunction with inflammatory 

microenvironment which produces GPCR mediators. Forkhead box O1 (FOXO1) 

transcription factor is one of the major tumor-suppressor genes which regulates various 

cellular process such as cell cycle arrest, apoptosis, inhibition of proliferation. As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FOXO1 expression is yet undiscovered, we focused on 

identification of the molecular mechanisms responsible for FOXO1 regulation. In 

recent years, growing evidence suggests that microRNAs may have oncogenic 

potential, and aberrant microRNA expressions have been found in many human 

cancers. In view of its potential functions in tumorigenes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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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Gα12/13 which transduces GPCR signaling, as enhancers of proliferation 

capacity in HCC mediated by microRNAs and FOXO1 regulation. Overexpression of 

active mutant of Gα 12 and Gα  13 (Gα12QL and Gα13QL) in Huh7 cells had relatively 

more progression through cell cycle, having low expression and more degradation of 

FOXO1 compared to WT-Huh7 cells. Among microRNAs which can bind to 3’-UTR 

of FOXO1 mRNA, we discovered that the expression of microRNA-135b (miR-135b) 

was notably up-regulated in Gα  12/13QL-Huh7 cells by qRT-PCR. Overexpression of 

miR-135b by Gα  12/13 was dependent on JunB expression. Upregulated miR-135b 

impared the protein synthesis of FOXO1. Further, we found that Gα  12/13 

overexpression repressed miR-194/192 and miR-194/215 clusters, which are known to 

target MDM2. This provides evidence that the ubiquitin-mediated degradation of 

FOXO1 is facilitated by downregulation of miR-194, miR-192 and miR-215, which 

leads to MDM2 up-regulation.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miR-135b 

and clusters of miR-194 are the key regulators of FOXO1 expression and degradation 

as downstream effectors of Gα12/13,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uncontrolled 

proliferation of HCC. 

 

Key words: Gα12/13, FOXO1, miR-135b, miR-194, hepatocellular carcinoma,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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