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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hlda3 유도와 간 세포 사멸 

 

다양한 병리적 상황에서 소포체 (Endoplasmic reticulum, ER) 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초기에는 소포체의 기능적 용량을 늘려 세포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결정하는 스위치 

분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최근 pleckstrin homology-like domain, 

family A, member 3 (Phlda3) 가 Akt의 활성을 조절하여 세포 사멸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Akt 

억제 단백질인 Phlda3의 기능 및 조절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인 tunicamycin을 마우스에 처치하였을 때 간 조직에서 

Phlda3 mRNA가 증가하였다. 일차 간 실질세포와 간세포주에서도 Phlda3 

mRNA와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Phlda3의 

전사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Phlda3 유전자의 프로모토에 결합 가능한 전사인자로서 XBP-1이 



ii 

예측되었고, tunicamycin 처치에 의해 마우스 간 조직과 간세포주에서 

XBP-1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XBP-1s가 

Phlda3 프로모토에 결합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Phlda3의 전사적 

활성화를 지지한다. XBP-1 과발현에 의해서도 Phlda3 mRNA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XBP-1 knockdown 시에는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Phlda3 유도가 억제되었다.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XBP-1s와 Phlda3의 

유도는 분자 샤페론의 처치에 의해 억제되었고 XBP-1의 상위신호인 

IRE1을 knockdown 시켰을 때에도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Tunicamycin 

처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사멸하였고 이는 분자 샤페론과 

XBP-1, 혹은 IRE1, 그리고 Phlda3 knockdown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억제 되었다. 이는 Phlda3 유도가 ER stress 상황에서 세포 사멸을 

조절함을 시사한다. 유사한 세포사멸 모델인 성장인자 고갈 모델에서도 

소포체 스트레스의 발생과 Phlda3 유도를 관찰하였다.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소포체 스트레스와 성장인자의 고갈이 지속될 때 Phlda3가 

유도되어 세포 사멸을 유발하며, 이 과정에는 활성화된 XBP-1s에 의한 

Phlda3유전자 전사활성화에 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주요어: 소포체 스트레스, XBP-1, Phlda3, 세포사멸 

학번: 2011-21764     이름: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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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포 소 기관 중에 하나인 소포체는 세포 내 단백질의 약 1/3을 조면 

소포체에서 전령 RNA (mRNA)를 단백질로 번역 후 수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즉 접힘(folding)과 조립(assembly), 당화(glycosylation) 및 

이황화결합(disulfide bond) 등의 과정을 통해 활성 단백질 구조로 만든다. 

(Puthalakath H et al, 2007) 그러나 생리적 혹은 병리적 환경에 의해 

소포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미성숙 단백질이 소포체 내로 유입이 

되거나 소포체 내 칼슘이 고갈되면 소포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소포체스트레스 (ER stress) 라고 한다. 초기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미접힘 단백질 반응 (Unfolded protein response, UPR) 이 

일어나서 소포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러 생리적 혹은 병리적 자극에 의해 지속된 소포체 스트레스는 결국 

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된다 (Kaufman et al 2002). 그러므로 지속된 소포체 

스트레스는 세포 사멸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이는 여러 질병의 기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Szegezdi et al, 2006). 

 소포체 스트레스반응은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세 가지의 신호전달체계인 

pancreatic ER kinase (PERK), inositol-requiring 1  (IRE-1 ) 및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ATF6)에 의해 매개된다 (Yoshida H et al, 

2001). 그 중에서 IRE1은 IRE1은 X-box binding protein-1 (XBP-1)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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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사인자의 mRNA를 splicing시켜 활성화된 XBP-1 형태가 되도록 

유도한다. 활성화된 XBP-1은 ER stress response element에 결합하여 

전사활성을 유발한다. (Lee AH, et al 2003, Lee AH, et al 2008). 최근 

IRE1이 세포의 생존과 사멸에서 스위치 분자로서 역할이 보고 되었지만 

(Leber JH et al, 2004) IRE1의 직접적 세포사멸 기전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RE1에 의해 활성화 된 XBP-1s의 영향은 밝혀진 적이 없다. 

게다가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에서 XBP-1s의 역할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최근에 보고된 단백질인 Phlda3는 Akt를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세포 

주기를 정지하고 증식을 억제하며 세포를 자멸사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wase T et al, 2009). Akt는 세포의 사멸과 생존을 조절하는 

유명한 조절자로서 여러 성장인자의 하위 신호를 관장하고 있다 (Manning 

B.D, et al 2007). 그러므로 Akt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 그리고 에너지 

대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Phlda3가 Akt를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결정해야 할 때 Phlda3의 역할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Phlda3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Phlda3 유전자의 전사적 조절은 거의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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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토 분석을 통해 IRE1에 의해 활성화된 XBP-1s가 직접적으로 

전사적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세포의 생리적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모델로서 성장인자 고갈을 시켰을 때에도 

Phlda3가 오르고 세포자멸에 이르게 됨을 확인하였다.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IRE1에 의해 활성화된 XBP-1s가 Phlda3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전사를 활성화 시켜 세포 사멸을 조절함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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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항체 

Phlda3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에서 구입하였다. 

XBP-1, pPERK, CHOP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에서 구입하였다. Grp78 항체는 Abcam (Cambridge, MA)에서 

구입하였고,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bbit, goat 

anti-mouse IgG 는 Zymed Laboratories (San Francisco, CA)에서 

구입하였다. Phlda3, IRE-1, XBP-1 siRNA는 Thermo Fischer Scientific 

(Waltham, MA)에서 구입하였다. β-actin 항체와 tunicamycin, thapsigargin, 

brefeldin-A는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세포주 배양 

HepG2, AML12은 모두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세포는 37℃ 및 5% CO2 조건하에 약 

80%-90%의 confluency 를 갖도록 배양하였다. HepG2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50 units/ml penicillin 및 50 µ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서 배양하였고 

AML12 세포는 DMEM/F-12 medium (GIBCO-BRL) 에서 10% fetal 

bovine serum (FBS), 50 units/ml penicillin 및 50 µg/ml strept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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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transferrin-selenium X (ITSX) (GIBCO-BRL), dexamethasone (40 

ng/ml; Sigma) 이 함유된 DMEM/F-12 medium (GIBCO-BRL) 배양하였다. 

C2C12세포와 3T3-L1 세포의 분화조건은 이전 논문에 기술한 바대로 

배양하였다 (Bae et al., 2007).  

 

3. 세포 분획의 분리 

배양 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PBS 로 세척하고 세포를 긁어 모아 

3000g 에서 3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제거한 후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첨가한 용해 완충액 [1 mM Tris (pH 7.1), 100mM NaCl, 1mM 

EDTA, 10% glycerol, 0.5% Triton X-100, 0.5% Nonidet P-40, 1mM 

dithiothreitol, 0.5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을 가하여 1시간 

동안 얼음 위에서 완전히 용해한 후 10,000g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전세포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정량법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4. 면역화학적 분석 

획득한 세포 분획의 단백질을 Mighty Small II SE 250 장치 (Hoefer, Inc., 

San Francisco, CA) 를 이용하여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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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 electrophoresis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시료를 시료희석완충액 [63mM 

Tris (pH 6.8), 10% glycerol, 2% SDS, 5%-mercaptoethanol, 0.0013% 

bromophenolblue]에 희석하여 6%, 7.5%, 9%, 12% 의 젤을 사용하여 전기 

완충액 (0.12M Tris, 0.96M glycine, 0.5% SDS) 내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젤은 전기영동 전달장치를 이용하여 전이 완충액 (25mM 

Tris, 192mM glycine, 20% v/v methanol, pH 8.3) 내에서 190mA 로 1시간 

동안 nitrocellulose지에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관찰하려는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와 반응시킨 후 이어서 Horseradish peroxidase (HRP)와 결합되어 

있는 2차 항체와 1시간 반응시키고 ECL chemiluminescence 시스템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 을 이용하여 발색 하였다. 

 

5. 실시간 중합연쇄반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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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한 total RNA (2 μg)와 d(T)16 primer 및 

AMV 역전사효소 (reverse transcriptase)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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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의 StepOneTM Software v2.1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된 방법에 따라 Real-time RT-PCR을 수행하였다. 

각 유전자는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GAPD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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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값으로 보정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 

mouse Grp78, 5’-TGGTATTCTCCGAGTGACAGC-3’(sense) and 

5’-AGTCTTCAATGTCCGCATCC-3’(antisense); mouse Phlda3, 

5’-CACCGGAGAGCCCTGGATA-3’(sense) and 

5’-TGTACAGCTGCCGCACACA-3’(antisense); mouse CHOP, 

5’-TCAGCGCCTCCAGTTCCT-3’(sense) and 

5’-AAAAAAAACCACGAGTAACAAATCAA-3’(antisense); mouse GAPDH, 

5’-AACGACCCCTTCATTGAC-3’(sense) and 

5’-TCCACGACATACTCAGCAC-3’(antisense); human Grp78, 5’- 

CATCACGCCGTCCTATGTCG-3’(sense) and 5’- 

CGTCAAAGACCGTGTTCTCG-3’(antisense); human phlda3, 5’- 

GGCAGTGGTTGAGCCGTGGA-3’(sense) and 

5’-TGTTGGACAGCTGCTCCACCT-3’(antisense); rat phlda3, 5’- 

CGTGGCTATTCCTTCGTTAC-3’(sense) and 5’- 

TGCCAGCAGACTCCATCC-3’(antisense); rat XBP-1s, 

5’-AACATGACCAAAAACCAAAAGTG-3’(sense) and 

5’-CATTGTTTCCTGTGTCTTCTGG-3’(antisense); rat GAPDH, 

5’-CCAGGAATTTGCTGCTCTTC-3’(sense) and 

5’-TCCATAGGGACCACACACAA-3’(antisense); human GAP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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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AGATGGTGATGGGATTTC-3’(sense) and 

5’-GAAGGTGAAGGTCGGAGTC-3’(antisense)  

 

6. 일과성 트랜스펙션 및 리포터 유전자 분석 

 일과성 트랜스펙션을 위해서는 6-well plate에서 24시간 배양된 AML12 

세포주 (2x105 cells/well)를 3시간 동안 혈청이 결여된 배지에서 배양한 

다음 Fugene HD (Roche, Indianapolis, IN)를 이용하여 XBP-1, IRE-1 및 

Phlda3에 상응하는 siRNA 및 a non-targeting control siRNA 

(100pmol/ml)도 트랜스펙션 하였다. 트랜스펙션 된 세포는 1% 혈청을 

포함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한 뒤 

세포를 용해시켰다. 공벡터 플라스미드인 pCDNA3.1이 트랜스펙션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리포터 유전자 분석을 위해 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 을 사용하였다. 루시퍼레이즈의 활성은 luciferase assay 

reagent (Promega, Madison, WI) 와 반응시켜 측정하였다. 

 

7. 크로마틴 면역침강법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ChIP) 

올티프라즈와 T090을 3시간 처리한 세포에 1% formaldehyde를 

첨가하여 크로마틴과 가교결합을 형성하였다. 크로마틴 면역 침강법은 

제작자의 (Upstate Biotechnology, Lake Placid, NY) 권장방법에 따라 



9 

수행하였다.  

SREBP-1c의 LXRE영역에 대한 프라이머 

(5'-TCAGGGTGCCAGCGAACC-3' (sense) 

5'-GCTCGAGTTTCACCCCGC-3' (antisense), 207 bp)와 ABCA1의 

LXRE영역에 대한 프라이머 (5'-GCGGCTGAACGTCGCCC-3' (sense) 

5'-GGGTCGGCTCGGCTCTG-3' (antisense), 240 bp)를 이용하여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수행하였다. 

 

8. MTT 정량 분석법 

 Stable HepG2-WT, HepG2-S1P1 세포와 Huh7-WT, Huh7-S1P1 

세포주를 3시간 동안 혈청이 결여된 배지에서 배양한 후 1 ×104cells/ml 

농도의 세포로 48 well plate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0.25g/mL 0.25 

g/ml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을 넣어 1시간 반응시켰다. MTT가 포함된 배양액을 버리고, 

dimethylsulfoxide (DMSO)를 0.2 mL/well씩을 넣어 MTT formazan을 

용해한 후, 540nm의 흡광도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Tecan, 

Research Triangle Park, NC)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9. TUNEL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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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의 apoptosis를 측정하기 위하여 24-well plate에 70~80%의 

세포밀도로 배양하였다. 그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물 처치를 하였으며, 

배지 제거 후 10% formalin이 든 PBS로 세포를 고정한 뒤 DeadEndTM 

Colorimetric TUNEL System kit를 이용하여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를 

염색하였다. 

 

10. 통계처리 

 Scanning densitometry 는 Image Scan & Analysis System 

(Alpha-Innotech Corporation, San Leandro, CA) 으로 정량하였다. 배경을 

제외한 밴드 영역의 강도를 AlphaEaseTM version 5.5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로 처리 군간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데이터는 평균 ± S.E 로 표기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 또는 p<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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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결과 

1.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전사적 Phlda3 유도  

간에서 소포체 스트레스가 Phlda3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인 tunicamycin을 마우스에게 직접 

투여하고 Phlda3의 mRNA양을 측정하였다. Tunicamycin 처치는 간에서 

시간 의존적으로 Phlda3 mRNA양을 현저히 늘렸다; 투여 후 이틀째부터 

현저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3일째에도 더욱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Fig. 1A). Tunicamycin에 의한 Phlda3 mRNA 발현 증가 현상이 

간세포주에서도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간세포와 간세포주에서 

확인을 하였다. AML12세포에서 tunicamycin을 처치하였을 때 6시간 

이후부터 Phlda3 mRNA 발현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4 시간까지 

지속되었다 (Fig. 1B 왼쪽). 다른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인 thapsigargin을 

처치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Fig. 1B 오른쪽). Phlda3 

mRNA 양의 증가는 HepG2세포와 1차 간세포에서도 확인되었다. (Fig. 1C). 

Phlda3 mRNA양의 증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해 

전사 활성을 측정하였다. Phlda3의 프로모토를 통해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한 결과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Phlda3 유전자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전사적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다. 

(Fig.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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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lda3 induction by ER stress 

(A) Phlda3 induction by tunicamycin in the liver of mice. Mice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2 mg/kg) intraperitoneal injection and sacrificed at indicated times after 

single injection. Phlda3 mRNA levels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PCR assays. 

(B) Increase in Phlda3 mRNA level by ER stress inducers in hepatocytes. AML12 

indicated time period. 

(C) Phlda3 transcript level. HepG2 cells and Primary hepatocytes were tre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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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crease in protein level of Phlda3 in hepatocytes. Immunoblottings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AML12 cells treated with tunicamycin and thapsigargin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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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시간대별 XBP-1s 발현 

 미접힘 단백질 반응의 일부로서 IRE1은 XBP-1의 mRNA를 splicing 

하여 활성화 시킨다. 마우스와 간세포에 직접 tunicamycin을 투여하였을 때 

시간 별 XBP-1 mRNA의 양을 측정하였다. 간 조직에서 XBP-1은 

1일째부터 3일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2A 왼쪽). 또한 

XBP-1의 알려진 표적인 ERdj4도 tunicamycin을 투여하였을 때 

증가하였다 (Fig. 2A 오른쪽). AML12 간세포에서도 tunicamycin과 

thapsigargin을 처리 하였을 때 3시간부터 splice된 형태의 XBP-1이 

관찰되었고 24시간까지 지속되었다. 이때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시료를 정량하였다 (Fig. 2B). XBP-1의 단백질 발현양도 XBP-1의 mRNA 

증가 추이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Fig. 2C),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XBP-1 유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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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BP-1 activation by ER stress 

(A) XBP-1 activation by tunicamycin in the liver of mice. Mice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intraperitoneal injection and sacrificed at indicated times after single 

injection. XBP-1 and Erdj4 mRNA levels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PCR assays.  

(B) XBP-1 activation by ER stress inducers in hepatocytes. AML12 cell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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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with tunicamycin and thapsigargin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 The level of 

spliced form of XBP-1 was measured by PCR-gel.  

 Increased XBP-1 mRNA levels were measured. Relative mRNA level of XBP-1 

was analyzed by real time PCR.  

(C) Increase in protein level of XBP-1 in hepatocytes. Immunoblottings for XBP-1 

were performed on AML12 cell ly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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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lda3의 전사적 조절자로서 XBP-1s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hlda3유도 현상에서 XBP-1s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XBP-1s을 과발현 시켜 Phlda3의 전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통해서 과발현된 XBP-1이 

Phlda3의 전사활성을 농도의존적으로 늘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A). 

그리고 인간 Phlda3 유전자의 프로모토를 분석하여 XBP-1이 결합할 수 

있는 잠재적 결합부위를 3곳을 찾았고 (Fig. 3B 윗부분). 크로마틴 면역 

침강법을 통해 XBP-1이 Phlda3의 프로모토 원위(-1764 ~ -1755 bp)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B 아랫부분). p53종양억제 

단백질은 잘 알려진 Phlda3 유전자 조절 전사인자이다. (Kawase et al, 

2009).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hlda3의 유도에서 p53 관련을 배제하기 

위해서 p53이 결여된 세포주인 SKOV3에서 Phlda3의 유도를 관찰하였다. 

예상한대로 p53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BP-1s의 과발현이나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로 인해 Phlda3가 유도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XBP-1의 p53과 독립적 전사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Fig. 3C). 같은 

맥락에서 XBP-1을 knockdown하였을 때, tunicamycin에 의한 

Phlda3유도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D 왼쪽과 중간). 그러나 

XBP-1을 knockdown 시켰을 때 XBP-1과 무관한 경로인 CHO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서 XBP-1 특징적인 Phlda3 조절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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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한다 (Fig. 3D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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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dentifying Phlda3 regulation in ER stress  

(A) Transactivation of Phlda3 gene by XBP-1s. Luciferase assay showing effects of 

XBP-1s on Phlda3 reporter activity in AML12 cells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m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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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or XBP-1s.  

(B) Putative binding sites of XBP-1 in Phlda3 promoter.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of XBP-1 and putative XBP-1 response element sites on human 

Phlda3 promoter. The experimental details are provided in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C) Transactivation of Phlda3 gene by enforced levels of XBP-1 and ER stress 

inducers in SK-OV3 cells (p53 null).  

 (D) The effect of XBP-1 knockdown on tunicamycin-induced Phlda3 induction. 

AML12 cells that had been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XBP-1 siRNA for 48 h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left). Real-time PCR and immunoblot assays confirmed 

the knockdown of XBP-1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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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lda3유도에서 IRE1의 역할  

 XBP-1s에 의한 Phlda3유도가 소포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소포체 스트레스 저해제인 분자 샤페론을 이용하였다. 

AML12 세포에 phenyl butyric acid (PBA) 와 tauroursodeoxycholate 

(TUDCA)를 처치한 결과 tunicamycin에 의한 XBP-1s의 유도가 억제됨을 

관찰했다 (Fig. 4A). 예상했던 바와 같이 XBP-1s가 오르지 않자 Phlda3의 

유도도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4B). IRE-1은 알려진 XBP-1의 

상위 신호이기 때문에 IRE-1을 knockdown 함으로써 IRE-1이 Phlda3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기대한대로 IRE-1을 knockdown 시키면 

tunicamycin에 의한XBP-1s의 유도뿐만 아니라 Phlda3의 유도 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Fig.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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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le of IRE-1 and ER stress inhibitor  

(A) Inhibition of ER stress-mediated XBP-1 activation by chemical chaperones. 

XBP-1s mRNA levels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PCR assays. 

(B) Inhibition of ER stress-mediated Phlda3 induction by chemical chape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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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lda3 mRNA levels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PCR assays. 

(C) The effect of IRE-1 knockdown on tunicamycin-induced  XBP-1 and Phlda3 

induction. AML12 cells that had been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XBP-1 

siRNA for 48 h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left). Real-time PCR and immunoblot 

assays confirmed the knockdown of IRE-1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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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포사멸 과정에서 Phlda3의 역할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hlda3유도현상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에서 Phlda3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AML12에 tunicamycin을 5 μM로 48 시간 동안 노출 시켰을 때 세포 

생존율이 줄어들었고 이는 세포의 형태와 TUNEL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Fig. 5A 왼쪽). 이는 MTT 분석을 통해서 세포 생존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5A 오른쪽). PBA와 TUDCA를 전 처치 

하였을 때에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이 거의 완벽하게 막혔으며 

(Fig. 5B) 또한 XBP-1과 IRE-1을 knockdown 시켰을 때에도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Fig. 5C and D). 또한Phlda3가 

결핍되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에서 Phlda3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이다 (Fig. 5E). SKOV3 

세포 에서도 tunicamycin과 thapsigargin에 의해서 세포 생존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도 XBP-1과 Phlda3 의존적인 세포 사멸에 대한 결과를 

지지한다 (Fig.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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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role of Phlda3 in Akt inhibition and apoptosis 

(A) The effect of ER stress on cell viability measured by TUNEL and MTT assay. 

(B) Inhibition of ER stress-induced apoptosis by chemical chaperones. 

(C) The effect of XBP-1 knockdown on cell viability by tunicamycin. The effect was 

measured by MTT assay. 

(D) The effect of IRE1 knockdown on cell viability by tunicamycin. The effec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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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MTT assay.  

(E) The effect of Phlda3 knockdown on cell viability by tunicamycin. The effect was 

measured by MTT assay.  

(F) The effect of ER stress induced apoptosis in SK-OV cells. The effect was 

measured by MT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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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장인자 고갈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 및 XBP-1s와 Phlda3 유도 

성장인자의 고갈 모델은 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Chen J, 

et al, 2008).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hlda3유도와 세포 사멸을 견고히 

증명하기 위해 성장인자 고갈 모델을 사용하여 과연 Phlda3유도가 

세포사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인자의 고갈은 AML12세포의 생존율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Fig. 6A), 이를 향후 세포 사멸 지표로 확인하였다 (Fig. 6B). 성장인자 

고갈 처리를 하였을 때 3시간부터 XBP-1의 mRNA splicing 형태와 소포체 

스트레스 지표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Fig. 6C, D). XBP-1의 발현 추이와 

동일하게 Phlda3의 mRNA 발현양도 시간 의존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D). 이는 성장 인자 고갈 모델에서 발생하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XBP-1의 발현이 증가하고 Phlda3가 유도되며 그로 인해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지지 하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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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rum deprivation as a physiologic ER stress activation 

(A) The effects of  serum deprivation on cell viability. MTT assays were performed 

to measure cell viability. 

(B) Apoptotic marker. AML12 cells were subjected to serum deprivation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 PARP levels on total cell lysates were measured. 

(C) XBP-1 activation by serum deprivation. The level of spliced form of XBP1 was 

measured by RT-PCR. 

(D) The effects of serum deprivation on ER-related protein expression. AML1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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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ubjected to serum deprivation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 XBP-1, Grp78, 

pPERK, and levels on total cell lysates were measured. 

(E) Phlda3 induction by serum deprivation. AML12 cells were subjected to serum 

deprivation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 Relative mRNA level of Phlda3 was 

analyzed by real time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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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hlda3의 Akt 활성 억제 효과 

Phlda3가 p53에 의해 유도되어 경쟁적으로 Akt를 억제하고 세포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Kawase T et al, 2009). 결국 화합물에 

의한 혹은 성장인자 고갈 모델에 의한 소포체스트레스의 유도와 세포 

사멸이 Akt의 활성을 경유하여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상한대로 AML12에 tunicamycin을 처치 하였을 때 상대적 phospho-Akt 

양이 줄어드는 것을 3시간의 처치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A). 

성장인자 고갈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Fig. 7B) Phlda3를 knockdown 

시켰을 때에는 tunicamycin에 의해 Akt 활성이 감소 되는 것을 억제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7C). 이 실험 결과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이 Phlda3를 유도하여 Akt의 활성을 억제하여 유도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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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role of Phlda3 in Akt inhibition  

(A) Akt inhibition by tunicamycin in hepatocytes. Immunoblots for pAkt and Akt 

were performed on AML12 cell lysate. 

(B) Serum deprivation-mediated Akt inhibition. Immunoblots for pAkt and Akt were 

performed on AML12 cell lysate. 

(C) The effect of Phlda3 knockdown on Akt inhibition by tunicamycin. HepG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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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ad been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Phlda3 siRNA for 48 h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left). Real-time PCR and immunoblot assays confirmed the 

knockdown of Phlda3 (right). 

(D) A proposed model by which XBP-1s mediated Phlda3 induction and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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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및 결론 

최근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은 암, 

신경 퇴행성 장애, 허혈성 관류 장애 등의 질병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Herr I et al, 2001) 그러나, 소포체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세포 및 

조직 손상이나 사멸의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었다. 기존에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에서 BCL-2 나 JNK와 같은 분자들이 관여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지속된 PERK 경로의 활성은 CHOP을 유도 하여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Breckenridge DG et al, 

2003) 그러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CHOP이 결여 되어있을 때 세포 사멸이 

더욱 공격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Chen CM et al, 2012) 이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진 분자들 중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자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최근 플렉스트린 상동영역 type 3 (Phlda3) 단백질이 Akt신호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Phlda3는 Akt의 플렉스트린 상동영역과 경쟁하여 

지질 막에 결합 하는 것을 억제하고 Akt가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활성화 

하지 못하게 한다. (Kawas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에서 Phlda3가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할을 밝혀냈다. 

게다가 우리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hlda3 유도가 XBP-1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사적 조절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결국 본 연구는 (1) Phl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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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한다는 것 (2)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된 XBP-1s 가 전사적으로 Phlda3를 유도 한다는 것 (3) Phlda3의 

유도는 Akt를 억제하여 간세포를 사멸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소포체 스트레스 억제제인 분자적 샤페론들 (PBA, TUDCA)에 의해서 

Phlda3의 유도가 억제 되고 세포 사멸을 막아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포체 스트레스가 관여하고 있다는 확인하였고 상위 신호인 XBP와 

IRE-1를 knockdown 시켰을 때에도 같은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견고히 하였다.  

Phlda3은 상대적으로 작고 플렉스트린 상동영역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단백질이나 막에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Saxena A et al, 2002). 

따라서PH 영역을 지닌 단백질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상호작용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Kawase et al 2009). 그 중 대표적인 예가 Akt 단백질이고 

Akt의 기능을 억제함에 따라 세포의 성장과 정지하고 생존의 신호를 끈다. 

(Saxena A et al, 2002). 그러나 현재까지 Phlda3의 생리적 기능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단순한 세포 성장신호의 정지가 아니라 Phlda3의 생리적 

기능으로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 메커니즘의 조절 분자로서의 

기능을 본 연구에서 밝혀 냈다. Knockdown 실험을 통하여 Phlda3의 

결핍을 유도 하였을 때 tunicamycin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가 반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가 아닌 생리학적 소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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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모델로서 성장인자 고갈 모델을 이용했을 때에도 Phlda3의 

유도와 세포 사멸이 관찰된 점은 연구의 생리적 의미를 더욱 지지한다.  

소포체 스트레스로 유도된 Phlda3는 Akt의 억제와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Phlda3를 knockdown 시켰을 때 tunicamycin에 

의해 Akt의 활성화가 억제 되는 것을 막으면서 세포 사멸을 억제 했다. 

그러므로 Phlda3는 아마도 지속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간세포 

사멸에서 마지막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Phlda3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심각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간 질환 발병을 보호하거나 치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hlda3의 유도뿐만 아니라 그 

기전도 밝혀냈다. IRE-1에 의해 활성화 된 XBP-1s가 직접적으로 Phlda3 

프로모토에 결합하여 전사적 활성을 유도한다. XBP-1s를 과발현 시켜 

루시퍼레이즈 분석을 해보았을 때 Phlda3의 프로모토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전사적 조절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Phlda3의 전사인자를 

찾기 위해 PROMO  전사 인자 검색을 해본 결과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된 인자로는 XBP-1이 나왔다. XBP-1 knockdown을 통해 Phlda3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크로마틴 면역침강법을 통해 XBP-1s 

단백질이 직접적으로 Phlda3의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것을 함으로써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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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서 XBP-1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Phlda3의 

전사인자는 p53이 있는데 p53은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오른다는 

것이 보고 되어 있기 때문에(Li J et al 2006) p53과는 독립적인 XBP-1의 

전사인자로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p53 이 결여된 세포주인 SKOV3 를 

사용하여 실험을 해보았다. 실험 결과 tunicamycin과 thapsigargin에 

의해서 Phlda3프로모토가 활성화 되었고 XBP-1을 직접 과발현 했을 

때에도 Phlda3 프로모토가 활성화 되었으며,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 들에 

의해서 세포사멸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알려진 전사인자인 

p53이 없어도 XBP-1이 Phlda3를 유도하여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XBP-1 은 각종 UPR 반응에서 분자적 샤페론들을 유도하여 소포체의 

용량을 늘리고 세포 생존으로서의 역할이 알려져 있지만 (Kozutsumi Y et 

al, 2008) 세포내에서 지방질 생합성을 유도 하는 조절자이며 세포 사멸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 또한 보고 된바 있다. (Lee AH, 2008)  본 연구 결과는 

XBP-1가 소포체 스트레스의 초기에 소포체의 용량을 늘려 세포 생존을 

하려고 하지만 심각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Phlda3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여 세포를 사멸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속된 소포체 스트레스가 Phlda3를 유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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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사멸을 유발하며, 이 과정에는 활성화된 XBP-1s에 의한 

Phlda3유전자 전사활성화에 관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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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nic or unresolved ER stress induces apoptosis leading to diverse 

pathophysiological conditions despite its stimulation of adaptive response for the 

maintenance of ER functional capacity and cell survival. The switch molecule that 

determines the fate of cell death and survival in response to ER stress has not been 

entirely elucid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ER stress-induced XBP-1s in the 

regulation of pleckstrin homology-like domain, family A, member 3 (Phlda3), gene for 

the change in cell viability. Administration of tunicamycin to mice caused increases in 

Phlda3 mRNA and protein levels in the liver. This was confirmed in cul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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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ocytes. They elicited XBP-1 splicing, and the resultant XBP-1s contributed to 

Phlda3 induction, as shown by the experiment using siRNA. XBP-1s bound to the 

promoter region of the Phlda3 gene. Moreover, XBP-1 over-expression promoted 

luciferase expression from Phlda3 reporter construct that contained the luciferase 

structural gene downstream of the –2.0 kb human Phlda3 gene, indicating the role of 

XBP-1s as the transcription factor. In addition, ER stress-mediated Phlda3 induction 

was blocked by knockdown of IRE1 as an upstream regulator of XBP-1s. Treatment 

with PBA or TUDCA (chemical chaperones) prevented increases in XBP-1s and 

Phlda3 levels by ER stress, and reduced cell death. ER stress gradually decreased basal 

Akt phosphorylation, which was reversed by Phlda3 knockdown. Consistently, the 

ability of ER stress inducers to elicit hepatocyte death was antagonized by a deficiency 

in IRE1, XBP-1s or Phlda3. ER stress elicited by serum deprivation also caused Phlda3 

induction with reciprocal decreases in Akt phosphorylation, which matched with the 

degree of cell death. Overall, XBP-1s activated by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promotes Phlda3 induction, which contributes to cell death as mediated by the 

inhibition of Ak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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