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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세포의활성과기능은다양한외부환경의변화및신호전

달에의해조절된다. 이러한외부환경의변화중에서 small

molecules이나 growth factor/cytokines의 기능과 작용

기전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져있으나물리적환경

의변화가세포에미치는 향과기전에대해서는상대적으

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 생체 내 모든 세포는 다양한

물리적환경에노출되어있으며, 이들의변화는세포와조직

의활성및기능조절에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큰

향을미치고있다.1,2 세포는다양한물리적환경의변화에

반응할 수 있으며 이들 물리적 자극에 의한 신호를 세포 내

로전달하고최종적으로세포활성과기능을조절하는특이

적인기전을가지고있다. 특히, 몇몇세포들은특정물리적

자극에대해더민감하게반응하도록발달되었는데, 몸의무

게를지탱하고이를분산시키는역할을하는연골세포, 혈액

의흐름을감지하는혈관내피세포, 소리를인지하여뇌로신

호를 전달하는 청각세포 등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3,4

본논단에서는생체세포가어떻게물리적자극을세포내로

전달하는지와 이러한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

을소개하고자한다.  

Mechanotransduction pathways 

세포는 물리적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여 반응을 하는가?

이에대해서는아직많이밝혀져있지않지만물리적자극의

특성상세포내외의다양한기관들이이에반응을하여세포

활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4,5 그림 1은

이들물리적자극에반응하는기전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

있다. 이들기전을세포내위치와특성에따라분류해보면,

1) 세포표면에서물리적자극을감지하여세포내로신호를

전달하는기전 (a, b), 2) 물리적자극에의해 cell-cell 또는

cell-extracellular matrix (ECM) 상호작용이변화하는경

우 (c-e, h) 그리고 물리적 자극이 세포 내 골격 및 기관에

직접적으로 향을주는경우(g, h) 등으로나눌수있다. 이

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세포 표면에 존재

하는특이적인수용체 (mechanoreceptors)인데, 혈관과신

장의 상피세포와 같이 섬모 (cilia) 형태의 특수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세포에서는 범용적으

로 존재하는 인테그린 (integrin), cadherin, 및 stretch-

activated ion channels (SACs) 등이 물리적 자극에 대한

세포반응에중요한역할을한다.6 따라서, 생체내거의모든

세포가물리적자극에대해반응을할수있으며, 이에대한

세포내mechanical signal의
전달경로및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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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반응으로는세포내 tension의증가및세포부착과이

동의변화가유발되고궁극적으로는세포내특이적인신호

전달 체계 (mechanotransduction pathways)를 활성화시

키게 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mechanotransduction

pathways는각각의mechanoreceptors에따라특이적인경

로를사용하며이를통해세포내유전자발현및세포활성에

향을주게된다.2,4 아래에서는각각의mechanoreception-

mechanotransduction 경로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한다.  

Integrins

Integrin은αsubunit과βsubunit의 heterodimer로이

루어져있으며, 세포 표면에존재하여 cell-cell, cell-ECM

상호작용을매개하는역할을한다.7 이러한상호작용을통해

integrin은 stretch와 hydrostatic pressure 같은 물리적

자극에직접적으로반응할수있으며,8 fluid shear stress와

osmotic stress 등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에도 관여하

는것으로알려져있다.9,10 ECM 등을통한물리적자극의전

달은 integrin의활성화와clustering을유발하며, integrin

linked kinase (ILK), focal adhesion kinase (FAK) 및

그그림림 11.. 세포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감지 기전 (Mechanoreception).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세포 내외 물질들이 세포가 물리적 자극을 인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서로 배타적이지 않
고 중복되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 Stretch-activated ion
channels. 세포막에 존재하여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여 channel이 열릴 수
있다. b) 혈관내피세포에는 glycocalix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단백질 구
조가 세포 표면에 존재하여 혈액의 흐름을 감지하고 이에 의한 신호를 전달한
다. 거의 모든 세포에 이와 유사한 cilia가 존재하고 있으나, 개수와 기능은 세
포마다 차이가 있다. c) Cell?cell junctional receptors.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리적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 e) Cell-extracellular matrix
(ECM) interaction. 세포와 ECM 사이의 물리적 자극의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tegrin과 같은 ECM 결합 단백질과 이를 중심으로하는 focal
adhesion (FA)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f) Intracellular strain. 물리적 자극에
의한 세포골격 (cytoskeletion)의 구조 변화는 기능의 변화 및 세포 현상에
향을 줄 수 있다. g) Nucleus. Cytoskeleton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물리적 신호의 전달은 핵의 구조 및 기능에 직접적인 향을 줄 수 있다.
h) Compression of the intercellular space. 물리적 자극에 의한 세포와
세포 간격의 변화는 autocrine 및 paracrine 전달물질의 작용에 향을 줄
수 있다. [Nat Rev Mol Cell Biol 10, 63-73. 2009]

그그림림 22.. Mechanotransduction pathways.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자극은 세
포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에 의해 인지되어 화학적 신호의 형태로 세포
내부로 전달되며, 다양한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물리적 자극의
감지에는 integrin, stretch activated channels (SACs), G-protein
coupled receptors 등이 주로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growth factor
receptor도 연관되어 있다. 이들에 의한 신호는 Rho/ROCK, focal
adhesion kinase (FAK), Ras/MAPK, JAK, Rac 등과 Ca2+ 및 nitric
oxide (NO)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어 NF-κB, NFAT, STAT 등과 같은
전사조절인자들을 활성화시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Nat Rev Mol Cell
Biol 10, 63-7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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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gen activated kinase (MAPK) 경로와 같은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매개 된다.11,12 예를 들어, 섬유세포는

cyclic stretch에 반응하여 ILK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RhoA를 통해 tenascin-C의 발현을 촉진한다.13 또한, ILK

는정상적인심장의기능에도중요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ILK의 기능에 향을 주는 mutation은 심장 세포가

stretch와 같은물리적자극에반응하여 atrial natriuretic

factor (ANF)와 VEGF의 발현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한

다.14 반면, ILK는발생과정에서심장의형성에는큰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예로, 연골세포는

hydrostatic pressure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데, 120 Torr

정도의높은 pressure와 0.31% 정도의낮은 strain을 가하

면 integrin을 통해 FAK와 K+channel의 활성이 증가된

다.15 특기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CD47에 의한 저해항체에

의해억제된다는사실이다. 이러한결과와다른연구를통해볼

때, integrin 등에 의한 mechanotransduction pathway가

cytokine pathway와도 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Cadherins

Cadherins은세포와세포사이의 tight junction을구성

하는 주요 단백질로서 cell-cell mechanotransduction 과

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adherins는 cell-cell

junction 형성 과정에서 integrin과 유사하게 cluster를 형

성하며 세포 내 RhoA/ROCK 신호전달경로와 myosin

light chain kinase (MLCK)를 활성화시킨다.16,17 또한,

cell-cell junction의 형성에는 myosine II의 기능과

myosine VI를 매개로한 vinculin의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Cadherin을 매개로하는

mechanotransduction의예는 fluid flow에대한혈관내피

세포 (vascular endothelial cells)의반응에서살펴볼수있

는데, integrin과 함께 vascular endothelial cadherin

(VE-cadherin), platelete endo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s (PE-CAM) 그리고 VEGF receptor 등이

cluster를이루어 flow의 sensing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

으로 알려져 있다.20,21 또 다른 예로서는 소리를 인지하는

inner ear hair cells에 존재하는 apical villi에서 볼 수 있

그그림림 33.. Mechanotransduction in hair cells. a) Bull frog saccule의 sensory macula에 존재하는 hair bundle의 전자현미경 사진. 각 bundle은 길이가 ~8 μ
m 정도이며 약 50 개의 stereocilia를 가지고 있다. b) Hair bundle을 도식화한 그림. 초록색은 음파를 받기 전이며 분홍색은 음파에 의해 deflection 된 상태를 나타
냄. Hair bundle의 deflection은 stereocilia에 존재하는 tip link가 K+ channels을 끌어 당겨서 열리게 한다. 한번 열린 channel은 myosin moter 단백질에 의해
다시 닫히게 된다. [Nat Rev Mol Cell Biol 10, 63-73. 2009 (Modified from Proc Natl Acad Sci, USA 97, 11730-1175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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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Apical villi는 많은 수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다발은 tip link 라고하는구조로연결되어있으며,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음파에의해 villi가휘어질때 tip link

는이에연결된 channel을물리적으로당겨서 open 시킴으

로써 세포 내로 ion의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Tip

link에는 cadherin 15과 23가포함되어있으며이들단백질

의기능이억제되면소리를들을수없게된다.23

Stretch-activated channels (SACs)

SACs는 세포막에 존재하여 Na+, K+, Ca2+ ion의 이동을

매개하는channel 이다. SACs는물리적자극, 특히stretch

stress에 반응하여 Ca2+ ion의 세포 내 이동을 촉진하여 관

련 세포 신호전달을 활성화시키고 Ca2+ ion에 의해 조절되

는다양한세포현상을조절한다.24 SACs에 의한물리적자

극의전달은다양한조직과세포의기능에중요한역할을수

행하는데,25 본논단에서는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생략한

다. Stretch stress가 SACs의 opening을 촉진하는기전에

는 2가지 가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stretch stress에 의한

channel의 변화가 channel opening을 위한 free energy

를 낮춘다는 것이며, 다른 가설은 stretch stress가 구조적

으로channel의 opening 용이하게할수있다는것이다 (그

림 4).3,26 이들 2 가지 가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역할을할수있으며정확한기전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

가진행되고있다.   

그그림림 44.. Stretch stress에 의한 stretch-activated channels (SACs)의 활
성 조절에 대한 2가지 모델. A) Channel의 열린 상태가 닫힌 상태보다 세포
막상의 더 넓은 면적을 갖는 경우, stretch stress는 열린 상태에 대한 free
energy를 낮추어 channel opening을 용이하게 한다. B) Channel의 열린
상태가 닫힌 상태보다 hydrophobic transmembrane domain의 두께를 얇
게 하는 경우, stretch stress에 의한 tension은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게 하여
channel opening을 용이하게 한다. [Developmental Cell 10, 11-20,
2006] 

그그림림 55.. 물리적 자극에 의한 세포 receptor의 활성 조절 모델. 물리적 자극에
의한 세포막 tension 변화는 A) receptor의 clustering과 cytoskeleton의
구조 변화 또는 B) 다른 단백질에 대한 결합 부위를 직접 변화시킴으로써 해당
receptor의 신호전달을 촉진할 수 있다. [Developmental Cell 10, 11-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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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transduction via receptors

앞에서 설명한 SAC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자극

에의한세포 tension은 세포막의구조적변화와함께세포

막에위치하는다양한 receptor의 구조적변화를유도할수

있다. 이러한현상은receptor와 receptor의상호작용을촉

진할수도있으며, receptor cytoplasmic domain의구조적

변화를유발하여adaptor molecules이나substrate의결합

을조절할수있다. 그림5는이에대한2가지모델을보여주

는데, 첫번째는cytoplasmic domain과 complex를이루고

있는다른단백질들또는cytoskeletion과의결합구조를변

화시키는 모델이며, 두 번째는 cytoplasmic domain 내 특

정하위구조를직접변화시키는모델이다.3,27 어떤경우이든

이러한모델은물리적자극이특별한수용체뿐만아니라기

존의 growth factor/cytokine receptor에 직접 작용하여

이들의신호전달에 향을줄수있음을보여준다.  

Force transmission to the nucleus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물리적자극에의한다양한신호

전달은 궁극적으로 세포핵에서 유전자 변화를 유도하게 된

다. 하지만, 이러한 기전과는 별개로 외부의 물리적 자극은

cytoskeleton을통해세포핵으로직접전달될수있다.28 이

는 세포질을 구성하는 cytoskeleton이 단순히 세포 골격을

형성할뿐만아니라핵막과도 접하게결합되어세포막-세

포질-핵막을물리적으로이어주는기능을하기때문에가능

하다.29,30 그림 6에서보는바와같이, cytoskeletiondml 주

요성분인 actin filament는 talin 등의단백질을통해세포

막과결합되어있으며, 동시에 nesprin 단백질을통해핵막

과결합되어있다. 이러한결합은핵막에존재하는 SUN 단

백질이 역할을 하며, SUN 단백질은 다시 핵막공 (nuclear

pore) 및세포핵의골격을구성하는 lamin 단백질과결합하

여 이들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전달된 물리적 자극은 이들 cytoskeleton

network을 통해 핵막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전달된 신호는 핵막공과 lamin 단백질의 기능에 향을 주

고궁극적으로이들과결합된다양한핵단백질및염색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nanobead를 이용한

focal stretch stress는 세포 핵 내에서 src kinase를 활성

화시키고microtubule의구조적변화를유도할수있으며,

이는 EGF와 같은 growth factor에 의한 biochemical

signal에비해약40 배이상빠른것으로알려져있다.31

Conclusion

본 논단에서는 세포가 다양한 물리적 자극을 어떻게 감지

하고이를어떻게세포내로전달하는지에대해살펴보았는

데, 주로세포내mechanotransduction pathways에대해

간단히소개하고전반적인이해를돕고자하는데초점을맞추

었다. 실제세포에서는세포와물리적자극의종류에따라설

명한것보다훨씬더복잡하고다양한현상이나타나며, 일부

세포현상에대해서는이미그작용기전이많이연구되어있

다. 부언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생명현상에서 mechanical

signal이 biochemical signal 못지않게중요하며실제많은

질병이 mechanical signal의 이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그그림림 66.. Cytoskeleton을 통한 물리적 자극의 핵 전달. ECM을 통해 focal
adhesion에 전달된 물리적 자극은 actin filament, intermediate filament
및 nesprin 단백질을 통해 핵막으로 전달되며, 핵막에서는 SUN 단백질이 이
러한 신호를 받아서 핵막공 (nuclear pore) 및 핵골격 (nuclearskeletion)을
구성하는 lamin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핵 내의 다양한
신호전달 및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 [Nat Rev Mol Cell Biol 10, 75-
8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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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1).4 즉, 생체내세포들은물리적환경의측면에서

일정한 항상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의 균형이 깨어지면 질병

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

이 과도하거나 연골조직에 이상이 생기면 조직 내 세포외기

질이 분해되며 골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며,32 혈관의 흐름이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염증반응과 함께 혈관 내에

지방조직과 ECM 성분이 축적되어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

고,33 종양의 형성 과정에서도 ECM의 합성 및 축적에 의한

조직의 경화 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4 이러한물리적환경과세포의사이의균형은물리적환

경의급격한변화에의해서발생할수있지만, 이를수용하는

세포의 구조와 구성의 변화 및 mechanical signal을 구성하

는단백질의기능이상에의해서도발생할수있다. 이러한모

든변화는mecanotransduction의이상을유발하며궁극적으

로비정상적인세포현상과질환으로이어질수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 mechanobiology에 대한 세포

분자생물학적수준의연구와cell mechanics에대한연구가

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에비해국내mechanobiology 연

구는 공학과 응용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향후 국내에

서도mechanobiology 분야에서공학과생물학의융합연구

가더촉진되고세포분자생물학수준의연구가더활발해지

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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