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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yl-CoA synthetase 4(ACSL4) is an arachidonate-preferring enzyme abundant in steroidogenic tissues and postulated to modulate eicosanoid production. The human and mouse ACSL4 gene are mapped on chromosome X. The
female mice heterozygous for ACSL4 deficiency became pregnant less frequently and produced small litters, with 40%
of embryos surviving gest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gulation of ACS4 by estradiol-17β and progesterone
(P4) in the human endometrial cancer cell line HTB-1B. ACSL4 mRNA was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lso, expression of ACSL4 gene was up-regulated in a time-dependent manner in HTB-1B cells. However, combined
treatment with progesterone and estradiol-17β modestly decreased the levels of ACS4L mRNA as compared with the
estradiol-17β and progesterone respectively.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CSL4 gene is regulated by
progesterone and estradiol-17β in the HTB-1B cells.
(Key words : Acyl-CoA synthetase, Pregnancy, Estradiol-17β (E2), Progesterone (P4), Implantation)

서 론
포유동물에 있어서 long-chain acyl-CoA sythetase(ACSL)는 지방산 산화, 인지질의 리모델링, 여러 생리적 과정
을 조절하는 long-chain acy-CoA esters의 생산에 관여한
다(Coleman 등, 2002). ACSL은 현재까지 조직특이성과
기질 특이성에 따라 ACSL1, ACSL3, ACSL4, ACSL5,
ACSL6 5가지가 보고되고 있다. ACSL1은 1990년도에
Suzki 등에 의하여 흰쥐에서 처음 유전자가 동정되었으
며, 팔미트산 등 광범위한 포화 불포화 지방산을 기질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CSL6 (Fujino 등,
1992), ACSL5 (Oikawa 등, 1998)는 각각 뇌와 소장에서
높게 발현하는 ACSL 유전자로 동정되었으며, 기질 특이
성은 ACSL1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SL3 (Fujino 등, 1996)는 주로 뇌에 발현하고 아라키돈산을 기질
로 이용하는 것으로 동정되었으며 ACSL4는 1997년 Kang
등에 의하여 부신, 뇌, 간장, 정소, 자궁 등 광범위한 조직
에서 발현하고,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 조직인 부
신에서 가장 높은 발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ACSL4는 프로스타글란딘과 루코트리엔 등의 생
리활성을 가진 아이코사노이드 전구체인 아라키돈산과
아이코사펜타에노산에 높은 기질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라키돈산은 세포막의 인지질로부터 phospholipases
A2에 의하여 유리되며, 아라키돈산의 일부는 cyclooxygenase 1(COX1), cyclooxygenase 2(COX2)에 의하여 프로스
타글란딘과 루코트리엔으로 변환되어 염증 반응, 혈소판
응집, 혈관신생, 분만, 세포사 등 다양한 반응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nvebtre, 1992; Abrahamsohn과
Zorn, 1993; Bonventre와 Koroshetz, 1993). 그러나 유리
된 대부분의 아라키돈산은 프로스타글란딘과 루코트리엔
의 생산을 조절하기 위하여 long-chain acyl-CoA synthetase에 의하여 아라키도닐-CoA로 변환되고 다시 인지
질로 재에스터르화되며, 이러한 기능에 의하여 세포내 아
이코사노이드의 농도가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ajerus 등, 1983; Lin 등, 1992; Lin 등 1993). ACSL4는
X 염색체에 존재하면서 아라키돈산에 매우 높은 친화성
을 나타내고, 부신, 난소, 고환의 steroidogenic cell에 발
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등, 1997). 또한, ACS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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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은 steroidogenic cell에서 부신피질호르몬(ACTH)
에 의하여 유도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글루코코티코
이드에 의하여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 등,
2000). 특히 gene targeting에 의하여 ACSL4 유전자 한쪽
의 발현이 knock-out된 ACSL4 암컷 heterozygous생쥐
에서는 불안전한 임신 유지와 발달 단계별 자궁의 조직
에서는 자궁 전체 크기의 증가와 낭종(cysts)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Cho 등, 2001). 그리고 Cho 등
(2001)은 12주령의 ACSL4 암컷 heterozygous생쥐 자궁에
있어서 PGE2, 6-keto PGF1α, PGF2α의 양은 정상생쥐보
다 2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ACSL4가 프로스타글란딘 생산에 관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유지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다. Golej 등(2011)은 arterial smooth
muscle cell에서 siRNA에 의한 ACSL4 knock-down 또는
과발현 실험에서 ACSL4는 prostaglandin E2의 분비를 조
절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궁은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포는
배아의 발달과 착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변화를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artin L 등, 1973; Huet-Hudson YM
등, 1989). 또한, 이러한 세포의 변화는 난소로부터 분비
되는 estrogen과 progesteron에 의하여 유도되는 조절작
용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strogen은 자궁 상
피 세포와 간질 세포이 증식을 자극하고, progesteron은
estrogen에 의하여 유도된 luminal과 glandular 상피 세
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tin L 등,
1973; Huet-Hudson YM 등,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 자궁 상피 세포주인 HTB113에서 estradiol-17β (E2)와 progesterone (P4)에 의한
ACSL4의 발현 조절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HEC-1B세포는 5% charcoal FBS(Hyclone, 미국) 1 mM
pyruvate(JBI, 한국), 2mM L-glutamin(JBI, 한국)을 포함
하는 Mnimum Essential Media Eagle(MEM, JBI, 한국)
배양액을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Estradiol-17β와 progesterone 처리는 2×105 cell을 3 cm cell culture dish에 접
종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Figure에 제시한 농도와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Total RNA의 제조 및 RT-PCR
Total RNA는 호로몬이 처리된 세포와 대조군 세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세포에 1ml의 TRI-zol
Regente(Gibco BRL)을 넣고 회수한 다음 균질하였다. 균
질된 조직 sample의 단백질을 제거한 다음 에탄올 침전
에 의하여 total RNA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RNA는
RNase-free water에 녹여 사용 전까지 —70℃에 보존하였
다. Total RNA 5 μg을 사용하여 Superscript Ⅱ RNaseH-reverse transcriptase(Invitrogen, USA)와 random primer를 이용하여 first strand cDNA를 합성하였다. PCR은
1 μl first strand cDNA를 사용하여 NCBI에 보고된

ACSL4에 상응하는 20 pmole sense(TTGAAGTGAACTGCAGAGTG)와 antisense(CTACAGCTTCTCTGCCAAGT) primer를 이용하여 1×PCR-buffer, 0.5U ExTaq-polymerase(TaKaRa, Japan), 각 200 μM dNTP 조성으로
denaturation 94℃ 30초, annealing 53℃ 30초, extension
72℃ 30초, 26cycle의 반응조건으로 PCR을 수행하였다.
PCR 산물은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
다. Control PCR은 사람 β-actin 특이적 sense (CACCACACCTTCTACAATGA)와 antisense(CATGATCTGGGTCATCTTCT) primer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Real-time PCR
Real-time PCR은 total RNA, Superscript Ⅱ RNaseHreverse transcriptase(Invitrogen, USA)와 random primer
를 이용하여 first strand cDNA를 합성한 후 실시하였다.
real-time PCR은 QuantiTect SYBR Green PCR(Qiagen,
Germany) kit와 Roter-Gene 3000 system (Corbett Research)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1st cDNA
2 μl (40ng), 10 pmole/ l sense와 antisense primer를 각
각 1 μl, 2×QuantiTect SYBR Green PCR master mix 10
μl, 멸균 증류수 6 μl를 이용하여 전체 20 μl계에서 실
시하였다. PCR 조건은 94℃에서 15초 denaturation, 53℃
에서 30초 annealing, 72℃에서 30초 extension의 cycle을
45 cycle 수행하였다. 유전자 발현의 상대적 정량은 ΔCt
값(시료의 Ct 값- 18S RNA의 Ct 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
ΔΔCt값(시료의 ΔCt값—12개월 한우 등심의 ΔCt값)을
구하여 12개월 한우 등심의 발현을 1로 보았을 때의 상대
적 정량을 2—ΔΔCt값으로 계산하였다. Real-time PCR은 3
반복 실시하였으며, 같은 real-time PCR 조건에서 β-actin을 internal control로 함께 실시하였다.

결

과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의 농도에 따른 ACSL4 유전
자의 발현 조절
먼저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에 의하여 ACSL4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 endometrial adenocarcinoma 세포인 HEC-1B 세포에 있어
서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의 농도에 따른 ACSL4
유전자의 발현 조절 여부를 검토하였다. Progesteron 0,
—5
—6
—7
—8
10—9, 10 , 10 , 10 , 10 M을 HEC-1B 세포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농도의 증가에 따라 ACSL4 mRNA의 발
현은 증하였으며 10—5 M에 가장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다
(Fig. 1A). 또한, estradiol-17β을 처리하였을 때도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얻었으며 10—5 M에서 가장 높은 ACSL4의
발현이 확인되었다 (Fig. 1B).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의 처리시간 따른 ACSL4 유
전자의 발현 조절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 10—5 M을 HEC-1B 세포
에 처리하여 시간별 ACSL4의 발현을 검토하였다.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progesterone 10—5 M을 HEC-1B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12시간 후에는 progesterone 처리

Regulation of ACSL4 by Progesterone and Estradiol-17β

Fig. 1. Expression of ACSL4 mRNA in the human endometrial
cancer cell line HTB-1B treated with various amounts of progesterone (A) and estradiol-17β (B).

하지 않은 0시간의 대조군보다 약 3배의 발현 증가를 보
였다. 그러나 24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는 ACSL4의 발현
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보다는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 또한, 12시간 동안 progesterone 처리에 의하여 급
격한 ACSL4 발현의 변화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0, 4, 8,
12시간 사이의 발현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0시간부터
점진적인 발현의 증가를 보였으며, 12시간에 가장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다(Fig. 2B). 한편, estradiol-17β 10—5 M
을 HEC-1B 세포에 처리하여 시간별 ACSL4의 발현을 검
토한 결과, ACSL4의 발현은 48시간까지 점진적인 발현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72시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C).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의 연속 처리에 따른 ACSL4
유전자의 발현 조절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의 이중 처리에 따른 AC-

Fig. 2. Time-dependent changes in ACSL4 gene expression induced by progesterone (A, B) and estradiol-17β (B) in the HTB1B cell line. HTB-1B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f 10—5 M
progesterone and estradiol-17β, and harvested at various indicated tim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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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ulation of ACSL4 gene expression by the combined
with progesterone and estradiol-17β in the HTB-1B cell line. HTB—5
1B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f 10 M progesterone (P4)
and estradiol-17β (E2) during 24 hours. Also, HTB-1B cells were
—5
cultured in the presence of 10 M progesterone during the 12
hours and changed the media containing estradiol-17β and harvested the cell after 12 hours (P4+E2).

SL4 유전자 발현의 조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5 M
의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을 각각 HEC-1B 세포에
48시간 처리한 군과 progesterone 12시간 처리 후 progesterone을 제거한 다음 estradiol-17β을 처리한 군에서
ACSL4 발현을 real-time PCR로 확인하였다.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을 각각 24시간 단독 처리한 군에서
ACSL4의 발현은 대조군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progesteron을 12시간 처리한 후 estradiol-17β을 12시간 처리
한 군에서는 ACSL4의 발현은 다소 줄어들어 대조군과
유사한 발현의 정도를 나타내었다(Fig. 3).

고

찰

프로스타글란딘은 배란, 착상, 월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생식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Singh M 등, 2011). 이러한 프로스타글란딘은
세포막의 인지질로부터 유리된 아라키돈산을 전구체로
이용하여 cyclooxygenase 1(COX1), cyclooxygenase 2
(COX2)에 의하여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
된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 반응, 혈소판 응집, 혈관신생,
분만, 세포사 등 다양한 세포 반응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Bonvebtre, 1992; Abrahamsohn과 Zorn, 1993;
Bonventre와 Koroshetz, 1993). 특히 COX2의 발현은 착
상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유전
자의 발현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Singh M 등, 2011). 또한, COS2는 HEC1B에서 prostaglandin E2(PGE2)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현의 조절은 PGE2
에 의한 MAP kinase와 PI3K 신호전달 경로 조절에 의하
여 COX2의 발현이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nir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을 사람
상피 세포주인 HTB-113에 처리하였을 때 프로스타글란
딘 생성에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ACSL4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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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증가시켰다. 특히 이들 호르몬의 발현 조절은 농도
와 처리 시가에 따라 일정하게 ACSL4 발현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olej 등(2011)은 arterial smooth muscle cells에서
ACSL4을 과발현시키면 PGE2의 분비가 대조군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며, ACSL4의 효소활성을 줄이는 triacsin과
losiglitazone을 처리하였을 때는 PGE2의 분비가 증가하
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ACSL4가 인지질로
부터 cPLA2에 의하여 유리된 아라키돈산을 세포막의 인
지질로 재에스테로화하여 COX1과 COX2에 의하여 생산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조절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ej 등, 2011). 그러나 ACSL4의 발
현을 siRNA에 의하여 장기간 줄이면 PGE2의 분비는 줄
어들며 이러한 것은 ACSL4가 arterial smooth muscle
cells에서 PGE2의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Golej 등, 2011). 또한, Sobrino A 등(2009)는 사
람 내피세포에서 estradiol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되는 유
전자를 조사한 결과, COX1 유전자의 발현이 estradiol에
의하여 유도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에 의한 ACSL4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다만 아라키
돈산으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COX
유전자가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에 의하여 발현이
조절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가 ACSL4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지만 이들 호르몬을 12시간씩 나누어 처
리하였을 때는 ACSL4 유전자의 발현을 대조군과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 과정 중에 황
체에서 분비하는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가 자궁에
있는 ACSL4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아라키돈산으로
부터 생성되는 자궁의 프로스타글란딘 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작을 더욱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ACSL4 유전자의 promoter 영역에 대
한 자세한 연구와 progesterone과 estradiol-17β에 의하
여 유도되는 전사인자의 결합 부위 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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