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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Jeong-Suk, Park, So-Young, Yoon, Chung-Su, Park, Dae-Ryoung. Effects of Dexamethasone and Electrical Stimulation Treatment on 

Skeletal Muscle Cell Derived Exosome’s MicroRNA and Muscle Atrophy and Hypertrophy Related Proteins Expression. Exercise Science, 

23(4): 347-356.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examethasone (Dex) treatment and electrical stimulation 

(ES) on skeletal muscle cell derived exosome’s microRNA (miR) profile and its effect on skeletal muscle signal protein expression. Exosome 

obtained from two different C2C12 cell were treated with Dex or ES. Then we profiled exosome’s miR expression and atrophy related 

miR-1, miR-206, miR-322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DEX however, hypertrophy related miR-23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in the ES. Further we treated two different types of exosome to Dex treated skeletal muscle primary cell and two types of exosome 

differently regulated atrophy related protein (FOXO/MurF) and hypertrophy related protein (mTOR/p70S6K) phosphorylaton. I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atrophy or hypertrophy signal induces different exosome including different profile of miR and it plays important 

role in skeletal muscle atrophy and hyper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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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김정석, 박소영, 윤정수, 박 령. Dexamethasone 및 전기 자극 처치 시 근세포로부터 유발된 exosome의 항 근위축 및 근비  관련 

microRNA 및 단백질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운동과학, 제23권 제4호, 347-356,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골격근 세포에 dexamethasone 

(Dex) 및 전기 자극(ES) 처치 시 발생하는 microRNA(miR)가 각각의 자극에 따라 어떠한 profile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exosome을 

골격근 primary cell에 처치 시 근위축 및 근비  관련 인자의 인산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C2C12 세포주에 

Dex 및 ES를 처치하여 골격근 세포로부터 유리된 exosome의 miR의 profile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exosome을 

골격근 primary cell에 재처리하여 골격근 세포에서의 근위축 및 근비  관련 인자의 인산화 변화를 관찰하였다. C2C12 세포주에 

Dex 혹은 ES를 처치한 결과, 근위축 관련 miR인 miR-1, miR-206, miR-322와 근비  관련 miR-23a의 발현 양상이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포에서 얻어진 exosome을 골격근 primary cell에 처치한 결과, Dex를 처치한 세포에서 얻어진 

exosome은 근위축 관련 인자인 FOXO와 MuRF의 인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에 비해 ES를 처치한 세포에서 얻어진 exosome은 근비  

관련인자인 mTOR와 p70S6K의 인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신호체계에 의해 발생되는 골격근 

내 exosome이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exosome에 의한 miR의 전달이 근위축 및 

근비 와 관련된 신호단백질의 인산화를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근위축, 근비대, microRNA, exosome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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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위축(atrophy)은 신체활동 부족, 부상으로 인한 침상 휴

식, 당뇨병, 노화 등에 의해 발생하며, 근세포의 크기 및 수

가 감소하여 골격근 질량이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 저하 및 근력상실의 결과를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Fitts et al., 1986). 활발한 신체활동 및 규칙적

인 운동은 골격근 성장 및 근비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 근위축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운동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testosterone, β-Adrenalergic agonist)와 인슐

린 유사 성장인자(insulin like growth factor-1, IGF-1), fibro-

blast 성장인자, epidermal 성장인자 등이 증가함으로써 골격

근의 단백질 동화작용이 증가하는 반면, 근위축과 관련된 

atrogin-1(MAFbx)과 muscle ring finger 1(MuRF1)과 같은 인자

가 억제되어 골격근 단백질의 이화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이

다(Csibi et al., 2010; Schiaffino et al., 2013). 

특히 국내에서는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화성 

근위축(senile atrophy)으로 인한 노인의 낙상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다수

가 현 생활에서 오는 신체활동 부족(hypokinesia)으로 인한 

활성저하성 근위축(disuse atrophy)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차후 근위축으로 인한 질병 증가에 따른 많은 사

회적 비용이 요구될 예정이다. 따라서 근위축의 예방·치료

하는 운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골격근의 근위축이 발생하는 기전에 해 다양한 원인들

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ATP 의존성 ubiquitin proteasome 

기전이 근위축 자극에 의한 골격근 내 단백질의 이화작용 

증가의 주요 사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골격근에서 근위

축 신호가 전달되면 골격근 세포로 ubiquitin의 부착이 증가

하며, 결국 골격근 단백질 분해와 관련된 여러 신호단백질

이 활성화된다(Bonaldo & Sandri, 2013). 뿐만 아니라 금식

(fasting), 당뇨 등으로부터 유발된 tomor necrtosis factor al-

pha(TNFα)와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atory cytokines)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과 IGF-1-protein kinase B(AKT) 신호기전

이 억제됨으로써 근위축이 나타나기도 한다(Dogra et al., 

2007). 

이러한 과정에서 근위축 핵전사인자로 알려진 MAFbx와 

MuRF1이 증가하며, 특히 atrogin-1은 골격근의 비 와 단백

질 합성과 관련된 MyoD와 eIF3f와 같은 핵 내 전사인자의 

분해를 촉진하여 근위축을 진행시키는 반면, MuRF1은 골격

근을 구성하고 있는 troponin I, myosin heavy chain, myosin 

binding protein C 그리고 myosin light chain의 반감기를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rke et al., 2007; Cohen et al., 

2009; Csibi et al., 2010). 

최근 몇몇 연구를 통해 골격근에서의 micro RNA(miR)의 

생성이 비활동성 근위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miR은 short non-coding RNA의 한 종류로서 특정

(target) messenger RNA(mRNA)를 억제함으로써 특정 코드화

된(encoded) 단백질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최근 생리학

적 혹은 질병학적 처치의 한 방법으로 두되고 있다(Ishida 

& Selaru, 2013). 골격근에서도 이러한 miR의 발현기전에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골격근 세포주 C2C12에서 in vi-

tro 비활동성 근위축 유발을 위해 dexamethasone(Dex)을 처

치한 결과, 특정 miR이 증가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으며

(Shen et al., 2013), 이중 miR-455, miR-322, miR-351, miR-503, 

miR-1 등은 근위축 조절과 관련된 forkhead O(FOXO), MuRF, 

atrogin-1 gene의 핵 내 전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로 제시

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7).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위축 

시 증가할 수 있는 miR이 인체 내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 광범위한 신호체계를 생성하는가 이며, 어떠한 방

법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oi & Sakuma(2014)는 circulating-miRNA(c-miRNA)가 골격근

의 생리ㆍ병리학적 사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miR은 각 조직으로부터의 exosome과 같은 

미세소립자(micro vesicle)에 포함되어 세포 밖으로 방출되어 

전달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세포 간 신호전달자(intercellular 

communicator)로써 암(cancer) 등의 전이기전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Salido-Guadarrama et al., 2014). 따라서 세포내 

신호전달자로서 각각의 세포내 신호체계의 발현 시 exo-

some의 발생과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골격

근 세포에서도 C2C12 세포주에서 전기 자극 실험을 실시한 

결과 micro vesicle이 방출되며, 이들 micro vesicle에는 미토

콘드리아 gene과 관련된 mitochondria DNA(mtDNA)가 다량 

함유되어 IGF-1 signal을 조절함을 제시하고 있어 exosome과 

다양한 인자의 발현 경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Guescini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골격근 또한 근위축 혹

은 운동 등에 의해 exosome을 방출할 수 있으며, 이에 포함

된 miR은 골격근의 다양한 세포내 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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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특히 운동 상황이나 근위축 시 발생하는 miR의 

발생기전과 세포 간 전이기전을 밝히는 것은 exosome 등을 

이용한 인체 세포내/세포 간 신호전달 체계를 규명하는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운동에 의한 근위축 예방 및 치료의 

기전을 밝히는데 있어 골격근 자체의 신호기전만을 규명함

으로써 골격근 성장 인자의 발현 및 근위축 인자의 억제를 

설명하고 있으나, 각각의 신호체계를 조절하는 기전을 설명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강호율, 1999; 김재철, 2009; 강윤석 

등, 2011). 그러나 골격근 운동 시 인체에서는 다양한 근비  

관련 인자와 IGF-1, 호르몬 등의 분비가 촉진되어, phosphoi-

nositide-3-kinase(PI3K)나 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 

(mTOR) 등의 근위축 억제인자가 활성화된다(Musaro et al., 

2001). 따라서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세포내 전달자들

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지며, 기능하는지에 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iR과 골격근 exosome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신호체계는 miR의 생성

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운동 시 혹은 근위

축 시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exosome의 miR을 profiling 한다

면, 운동에 의한 근위축 억제기전이나 miR에 의한 근위축 유

발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x를 이용하여 근위축을 유발하

고, 전기 자극을 통해 골격근 수축을 유발한 mouse 골격근 

세포주인 C2C12를 이용하여 각각의 exosome에 함유된 근위

축 및 근비  관련 miR의 profile이 다른지를 일차적으로 규

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량의 각기 다른 두 종류의 exosome

을 얻어 C57BL/6 mouse 골격근의 primary cell에 처치함으로

써, 각각 다른 miR이 풍부한 exosome 처치에 의한 세포내 근

위축/근비  관련 신호체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동물 

이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출생 시기(8주령)가 동일한 

C57BL/6 mouse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plastic cage

에서 사육하였으며, 사육하는 동안 표준사료와 물을 무제한 

공급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3-25 ℃, 습도는 60-70 ℃, 명암

은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체중

은 22±1.74 g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에 한 관리 

및 실험절차는 C 학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였다(CBU 2014-00051). 

2. C2C12 세포 배양 및 시약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C2C12 골격근 세포는 American Type 

of Culture Collection(ATCC, USA)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10% 

fetal bovine serum(FBS)(Hyclone, Logan, UT), 100 U/mL의 

penicillin G, 100 µg/mL의 streptomycin sulfate(Gibco, USA)를 

함유하고 있는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

dium(DMEM)(Welgene, Korea)으로 37 °C, 5% CO2의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는 35 mm plate에 2.5×10
5
개씩 분주하고 

90% 이상 자라면, 배지를 제거하고 2% horse serum(HS) 

(Hyclone, Logan, UT)이 함유된 분화 배지로 교체하여 약 7일

간 배양하였다. Plate에 cell이 tube 모양으로 분화된 것을 확

인한 후, 근위축 상태의 exosome을 유도하기 위해 근위축은 

dexamethasone(sigma-Aldrich, LLC, D4902)을 100 µM이 되도

록 처치한 후 24시간 이상 방치하였으며, 24시간 이후 새로

운 DMEM buffer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buffer로 유리된 

exosome을 채취하였다. 반면 골격근 수축 상태의 exosome

은 분화된 C2C12 cell에 전기 자극기를 이용하여 1 Hz, 10 

ms, 50 V로 2시간 동안 자극한 후 buffer에 유리된 exosome을 

채취하였다. 

3. Skeletal muscle primary cell의 분리

Single muscle fiber를 분리하기 위해 C57BL/6 mouse(n=3)

의 경추 탈골을 실시하여, 비복근(gastrocnemius)을 적출하였

다. 이 후 37 ℃로 미리 준비된 0.2% type Ⅰ collagenase가 

들어가 있는 DMEM buffer에 적출된 골격근을 넣고 37 ℃ 

shaking water bath에서 2시간 동안 80-90 rpm으로 incubation 

하였다. 효소를 통한 분리가 끝나고 muscle single fiber가 분

리되면 골격근이 포함된 DMEM buffer를 petri dish에 옮기고, 

pasture pipette을 이용하여 muscle fiber를 분리하였다. 이 후 

dish에 들어있는 muscle fiber를 새로운 culture dish에 옮기고 

10% horse serum이 포함된 DMEM-FBS buffer에 담아 실험 전

까지 37 ℃ CO2 incubator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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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NA(miR) 5΄-3΄
miR-23a AUCACAUUGCCAGGGAUUUCCA

miR-1 TACATACTTCTTTACATTCCA

miR-206  UGGAAUGUAAGGAAGUGUGUGG

miR-322 CAGCAGCAAUUCAUGUUUUGGA

Table 1. miRNA RT primer sequence

miRNA(miR) Forword Reverse

miR-23a CATCACATTGCCAGGGAT CGTCCAGTTTTTTTTTTTTTTTGGAA

miR-1 TGTTTCCACACAGGGACAGGGCT GGCAGTCCCAGCTCCTGAAAGAA

miR-206 GGACTAGTGGTCCTTGATCTCAGACTGAA GGACTAGTAGCCATATGAGCAGAGGAA

miR-322 GGTGCAGCAGCAATTCATGT CCCCTGAGGATGAATCTTGGAACAACG

Table 2. miRNA realtime qPCR primer sequence

4. Exosome의 분리

C2C12 cell로부터 회수된 DMEM buffer는 cell 및 cellular de-

bris 제거를 위해 2000 g 4 ℃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

액(supernatant)만을 분리하였다. 이후 상층액은 2차적으로 

cell debris 제거를 위해 10,000 g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되

었다. 이후 exosome을 얻기 위해 cell debris가 제거된 상층액

은 ultracentrifuge(Beckmann, USA)를 이용하여 100,000 g에서 

70분 동안 원심분리 되었다. 이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은 

pellet은 기타 단백질 제거를 위해 1 mL의 phosphate buffer 

saline(PBS)로 wash한 다음 100,000 g로 1시간동안 다시 원심

분리 되었다. 이후 상층액을 제거한 pellet을 100 µL의 PBS로 

resuspension하여 최종적으로 exosome을 얻었다. 

5. MicroRNA 추출

골격근으로 분리된 exosome으로부터 miRNeasy mini 

kit(Qiagen, Valencia, USA)를 이용하여 miR을 분리하고 정제

하였다. 각 exosome이 들어있는 1.5 mL tube에 700 µL의 단

백질 용해액을 넣어 충분히 균질화시키고 상온에서 5분 동

안 반응시킨 후, 140 µL의 chloroform을 첨가하여 15초간 혼

합하였다. 상온에서 3분 동안 반응시킨 후, 4 ℃에서 15분간 

12,000 g로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mini column으로 이

동시켜 8,000 g로 15초간 원심분리한 후, RWT buffer와 RPE 

buffer를 각각 처리하고 8,000 g로 원심분리하여 miR 시료를 

세척하였다. 시료가 들어있는 mini column을 RNA용 수집 

tube로 이동시킨 후, 8,000 g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여 miR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miR를 Biophotometer(Eppendorf, Hamb- 

urg, Germany)로 정량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6. 근위축 및 골격근 수축으로 유발된 exosome 처치

근위축 및 골격근 수축상태의 C2C12 cell로부터 얻어진 

exosome은 10 µg/mL의 농도로 skeletal muscle primary cell에 

12시간 처치하였다. 이후 처치된 skeletal muscle primary cell

은 ice-cold PBS로 2회 세척하여 western 실험을 실시하였다.

7. 정량 PCR 분석

Exosome으로부터 분리된 miR는 miScript reverse tran-

scription kit(Qiagen, Valencia, CA, USA)를 이용하여 정량화되

었다. miR 1µg, RTase mix 0.5 µL 및 RT buffer 2 µL를 혼합한 

후, 전체 부피가 10 µL가 되도록 DEPC를 처리한 물로 적정하

였으며, 37 ℃에서 60분간 반응시키고 95 ℃에서 5분간 반응

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cDNA를 miScript SYBR 

Green PCR kit(Qiagen, Valencia, USA)를 이용하여 cDNA 3 ng, 

SYBR Green master mix 10 µL, universal primer 1 µL 및 각 miR 

primer 1 µL를 혼합한 후, 전체 부피가 20 µL가 되도록 diethyl 

pyrocarbonate(DEPC)를 처리한 물로 적정하였다. ExicyclerTM 

96(Bioneer Co., Korea)을 이용하여 95 ℃에서 15 분간 반응시

킨 후, 94 ℃에서 15초, 55 ℃에서 30초, 70 ℃ 에서 30초를 45회 

반복하여 반응시켰다. 정량 PCR 결과를 qcalculator 1.0 pro-

gram(Institut of Pharmacology & Toxicology, University of Bonn, 

Germany)을 이용하여 cycle threshold(Ct) 값에 따른 miR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정량을 위한 내부 조군

(internal control)으로는 GAPDH를 이용하였으며, PCR 분석에 

사용된 각 miR primer는 miRNA real time(RT) PCR 및 qPCR 결

과분석에 사용된 miRNA의 sequence는 <Table 1, 2>와 같다. 



김정석ㆍ박소영ㆍ윤정수ㆍ박대령  351

8. Western 실험

Protein을 추출하기 위해 lysis buffer(Roche, USA)에 protease 

inhibitor(Roche, USA)가 함유된 용액을 첨가하여, 호모겐나이

져에 분쇄한 다음 14,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된 용액 중 상층액만을 분리한 후 상층액의 2 µL
를 protein assay 용액(Bio-Rad, USA) 1 mL에 첨가한 다음 spec-

trophotometer(Eppendorf, USA)를 이용하여 560 nm의 흡광도

에서 단백질량을 정량하였다. 정량화된 단백질에서 각 샘플 

당 동일한 단백질 량(20 µg)을 SDS-gel loading 용액에 총 20 

µL가 되도록 혼합 한 다음 100 ℃에서 10분간 변성시켰다. 

변성된 단백질(20 µL)을 standard 단백질 마커(SDS-PAGE 

molecular weight maker, Bio-Rad, USA)와함께 Mini-Protein II 

dual-slab apparatus(Bio-Rad, USA)에 의해 만들어진 5-10% 

SDS-polyacrylamide gels에 각 샘플을 주입 한 다음 100 V에서 

2시간 동안 단백질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 영동된 단백질을 PVDF membrane(Amersham, USA)에 

전이하기 위해 Mini trans-module(Bio-Rad, USA)을 이용하여 

transfer 용액(190 mM glycine, 50 mM Tris-base, 20% methanol, 

0.05% SDS)속에 단백질이 전기영동된 젤과 PVDF mem-

brane(millepore) 및 3 M paper를 차례로 겹치도록 한 다음 

200 V에서 4시간 동안 전이하였다. 단백질이 전이된 mem-

brane은 phosphate-buffered saline(PBS)(Nacl 8 g, KCl 0.2 g, 

Na2HPO4 1.44 g, KH2PO4 0.24 g, pH 7.4)에 5% skim milk가 

첨가된 용액에서 1시간 동안 rocker platform(FinePCR, Korea)

에서 blocking되었다. 그 다음 membrane은 PBS에 0.1% 

tween-20이 함유된 용액(PBST)에서 10분간 3번 세척되었으

며, 세척된 membrane은 일차 항체인 FKHR(FOXO)(sc-11350, 

Santacruz, USA), p-FKHR(p-FOXO)(sc-101681, Santacruz, USA), 

mTOR(sc-1549, Santacruz, USA), p-mTOR(sc-101738, Santacruz, 

USA), p70S6K(sc-8418, Santacruz, USA), p-p70S6K(sc-8416, 

Santacruz, USA), GAPDH(sc-47724, Santacruz, USA)가 첨가된 

용액에서 2시간 동안 반응된 후 PBST 용액에서 1×15 min과 

2×5 min 동안 세척되었다. 일차 항체에서 반응된 membrane

은 각 일차항체에 상응하는 secondary antibody(mouse/rabbit/ 

goat, sc-2005/2004/2768, Santacruz, USA)가 첨가된 용액에서 

2시간 동안 반응된 다음 PBST용액에서 1×15 min과 2×5 min 

동안 세척되었다. 세척된 membranes는 ECL detection re-

agent(Amersham, USA)용액(1 mL)에 1분 간 노출된 후 imag-

ing system인 Bio-Rad chemidoc XRS을 통해 immunoreactive 

bands의 상 적 강도가 정량화되었다.

9. 자료 처리 방법 

측정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은 

t-test로, 세 집단 이상 간 평균차이 검증은 one-way ANOVA를 

적용하였다. 가설의 수락기준은 p<0.05 수준에 두었으며, 분

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을 경우 Student 

Newman-Keul 방식에 의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Dex 및 전기 자극을 통한 골격근 exosome 내 miR 

변화

C2C12 cell에 Dex를 처치한 결과 cell로부터 유리된 exo-

some 내 miR의 변화는 <Fig.1>과 같이 나타났다. Atrophy와 

관련된 miR-1, miR-206, miR-322는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atrophy 억제와 관련된 miR-23a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1A). 반면 C2C12 cell에 전기 자극을 실시한 결과 atrophy 억

제와 관련된 miR-23a는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miR-1, 

miR-206, miR-322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1B).

2. Dex 및 전기 자극 유발 exosome 처치에 따른 골격

근 세포내 근위축 관련 인자의 변화

Dex 처치를 실시한 C2C12 cell에서 유리된 exosome(DEEX)

과 전기 자극을 실시한 C2C12 cell에서 유리된 exosome 

(ESEX)이 조군 골격근 세포(NC) 및 Dex를 처치한 골격근 

세포(DC)에서 atrophy 관련 인자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 세포로부터 유리된 exosome 100 

µg/mL 농도로 12시간 동안 골격근 primary cell에 처치한 다음 

각 세포의 atrophy 관련 인자의 인산화를 Western 실험 하였

으며,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각 군의 차이를 검증하였

다(Fig. 2). FOXO의 인산화는 조군 골격근 세포에 DEEX를 

처치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ESEX 처치한 군은 

DEEX를 처치한 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사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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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dexamethasone or eletrical stimulation on micro RNA content from C2C12 cell derived 
exosome. *p<.05 with t-test. Al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CON: control cell group, Dex: 
dexamethasone treated cell group, ES: electrical stimulation cell group.

Fig. 2. Atrophy related protein phosphorylation and expression changes with treatment of exosome from 
dexamethasone treated or electrically stimulated C2C12 cell (A) phospho-FOXO expression in 
exosome treated skeletal muscle primary cell (B) atrogin-1 expression in exosome treated 
skeletal muscle primary cell. CON: control cell group, NC+ESEX: control cell group treated with 
exosome from electrical stimulated C2C12 cell, NC+DEEX: control group treated with exosome 
from dexamethasone treated C2C12 cell, DC+ESEX: dexamethasone treated cell group treated 
with exosome from electrical stimulated C2C12 cell. Different letters (a, b,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Al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치를 실시하지 않은 조군(CON)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Atrogin-1의 인산화는 조군 골격근 세포에 DEEX를 

처치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Dex를 처치한 골격

근 세포에 ESEX를 처치한 군은 DEEX를 처치한 군에 비해 유

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조군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3. Dex 및 전기 자극 유발 exosome 처치에 따른 골격

근 세포내 근비대 관련 인자의 변화

Dex 처치를 실시한 C2C12 cell에서 유리된 exosome(DEEX)

과 전기 자극을 실시한 C2C12 cell에서 유리된 exosome 

(ESEX)이 조군 골격근 세포(NC) 및 Dex를 처치한 골격근 

세포(DC)에서 근비  관련 인자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 세포로부터 유리된 exosome 100 

µg/mL 농도로 6시간 동안 골격근 primary cell에 처치한 다음 

각 세포의 근비  관련 인자인 mTOR 및 p70S6K의 인산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mTOR의 인산화는 NC군 및 DC군에서 

ESEX를 처치한 결과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 DEEX를 처치

한 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p70S6K는 ESEX를 처치한 NC군

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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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scle hypertrophy related protein phosphorylation and expression changes with treatment of 
exosome from dexamethasone treated or electrically stimulated C2C12 cell. (A) phospho-mTOR 
expression in exosome treated skeletal muscle primary cell (B) phospho-p70S6K expression in 
exosome treated skeletal muscle primary cell. CON: control cell group, NC+ESEX: control cell group 
treated with exosome from electrical stimulated C2C12 cell, NC+DEEX: control group treated with 
exosome from dexamethasone treated C2C12 cell, DC+ESEX: dexamethasone treated cell group 
treated with exosome from electrical stimulated C2C12 cell. Different letters (a, b,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Al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Ⅳ. 논의

운동 부족, 노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은 현 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비운동성 근위축 및 비만성 근위축은 근육자체의 질량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가

져올 수 있다(Mercuri & Muntoni, 2013). 한편 운동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어, 근위축과 근비 와 관련된 사적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rown, 2014; 

Hitachi & Tsuchida, 2014). 본 연구에서는 근위축을 유도한 

근세포와 전기 자극을 통해 골격근 수축을 실시한 근세포에

서 방출된 exosome을 골격근 primary cell에 처치한 결과 근

위축 및 근비 와 관련된 단백질의 인산화가 서로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이는 골격근의 근위축과 근비

에 있어 골격근 자체에서 방출되는 exosome이 중요한 신

호기전을 가져오는 인자임을 제시하는 결과인 것을 의미하

는 동시에 서로 다른 기전에 의해 발현된 exosome 내부의 

miR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근위축과 관련된 사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기전

은 ubiquitine-proteasome 신호기전이다. 근위축과 관련된 세

포내 신호발생시 근육 내부에서는 근절 단백질(sarcomeric 

protein)이 감소하며, 골격근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Bonaldo 

& Sandri, 2013). 이러한 과정에서 근골격근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 ubiquitin이 부착되는데, 이때 ubiquitin 뿐만 아니

라, ubiquitin-conjugating enzyme(E2), ubiquitin-protein li-

gases(E3) 그리고 몇몇 다른 proteasome 인자들이 부착됨으

로써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Lecker et al., 2006). 이러

한 과정에서 몇몇 전사인자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E3와 같은 경우 atrogin, MuRF와 같은 단백질 ligase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근위축을 가속화시킨다(Li et al., 

2004; Cohen et al., 2009). 

최근 흥미롭게도 근위축과 관련된 기전에 miR이 중요한 

기전을 담당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골격근에서의 

miR의 발생은 세포 증식(proliferation), 세포사(apoptosis), 면

역 반응과 같은 다양한 세포내 신호기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Hwang & Mendell, 2006), miR-455 및 miR-1의 경우 근위축 

시 유의하게 증가하는 표적인 miR로 보고되고 있다

(Eisenberg et al., 2007; Sayed et al., 2007). 반면, 근비  시에 

miR-1의 발생이 억제되며, miR-27과 같은 근육발달에 관련된 

miR의 양이 증가한다(Wada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C2C12 골격근 세포주에 Dex와 전기 자극을 실시한 결과 각

각의 골격근 세포로부터 exosome이 유리되었으며 근위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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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miR의 profile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골격근 세포내에서 각기 다른 신호

체계 발생시 miR의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세포내 신호전달자의 하나인 exosome의 기능을 다르

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골격근 내 miR은 다양한 골격근 질환에 의해 각기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일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7). 예를 들어 

miR-146의 경우 세포내 면역계의 조절과 관련된 nuclear fac-

tor κ B(NFκB)의 활성을 조절(Taganov et al., 2006) 한다고 알

려져 있는 반면, miR-23A의 경우, 항 근위축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Wada et al., 2011). 

흥미롭게도 miR-23A의 경우 MAFbx/atrogin-1과 MuRF의 3′

-UTR region과 결합되어 해당 단백질의 gene translation을 억

제할 뿐만 아니라 심장근의 경우 근비 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Lin et al., 2009; Wada et al., 2011). 반면 miR-1

의 경우 Dex 처치 시 heat shock protein 70(Hsp70)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근위축과 관련된 신호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kreti et al., 2013).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골격근 세포에 Dex와 전기 자극

을 실시한 결과, 근위축/근비 와 관련된 서로 다른 miR pro-

file을 관찰하였으며(Fig. 1), 특히 이러한 miR은 골격근에서 

분비된 exosome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C2C12 cell에 Dex를 

처치한 실험에서는 근위축과 관련된 miR-1, miR-206, miR-322

가 증가한 반면, 전기 자극을 실시한 실험에서는 miR-23이 

증가함으로써 이들 miR의 차이로 인한 근위축/근비  관련 

단백질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osome은 세포내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 기전으로서 골

격근 등의 세포에서 생성된 신호단백질을 전달하며, 이들 

exosome에는 mitochondira DNA(mtDNA)를 포함한 다수의 단

백질이 포함되어 있다(Guescin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Dex 및 전기 자극을 실시한 근세포로부터의 exosome을 골

격근 primary cell에 처치하였다(Fig. 2, 3). 그 결과 근위축 

miR이 많이 함유된 exosome은 근위축 인자인 atrogin-1과 

FOXO의 인산화를 증가시킨 반면, miR-23a가 많이 함유된 

exosome은 Dex로 근위축이 유도된 골격근 primary cell의 근

위축 관련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

비  관련 mTOR 및 p70S6K의 인산화가 증가됨을 관찰하였

다. 이는 miR에 의한 각각의 신호단백질의 전사과정이 다르

게 조절되면서 발생한 현상임과 동시에 근위축 및 근비 에 

miR의 조절체계가 중요한 기전임을 제시하고 있다(Sharma 

et al.,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ex 및 전기 자극을 이용하여 exo-

some 내 miR의 변화양상과 이들 exosome 처치에 따른 신호

단백질의 인산화 경향만을 분석하였을 뿐, 실제 miR이 목표

단백질(target proteins)의 전사과정을 조절하는지에 한 연

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직 수준의 연구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통해 exosome 처치에 따른 근

비 /근위축 예방의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최근 노화 및 질병에 따른 근위축 및 근비 에 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근위축은 노령인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제안되고 있다. 근위축 과정에 

있어 atrogin-1과 MuRF1의 인산화 증가는 매우 중요한 신호

전달 체계로서 이를 억제하는 기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2C12 세포주에 dexamethasone 

및 전기 자극을 처치한 후 세포에서 유발된 exosome 내 miR

의 profile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관찰하였으며, 

miR-1, miR-23a, miR-206, miR-322의 발현 양상이 각기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로 다른 신호체계에 의해 

골격근의 exosome 내 miR이 조절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동

시에 exosome의 신호전달 효과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

는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신호체계에 의

해 유발된 exosome 처치 시, 골격근 primary cell에서의 근위

축 인자인 atrogin/MuRF의 발현과 근비  관련 인자인 

mTOR/p70S6K의 발현이 다르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각각의 신호체계에 의

해 발생되는 골격근 내 exosome은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exosome에 의한 miR의 전달이 

근위축 및 근비 와 관련된 신호단백질의 인산화를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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