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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차세포(primary cell)들은 일정 수의 분열 후에 비가역

적으로 세포의 분열이 중지되는 복제노화(replicative

senescence), 즉 세포노화(cell senescence)의 상태에 들어

간다. 세포노화는 지속적인 세포분열에 필수적으로 동반되

는 염색체말단소립(telomere) 길이 감소가  가장 중요한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노화된 세포는 비록 증식과

분열능력은 저하되어 있지만 세포의 신진대사가 상당기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세포사멸(cell death)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와도 다양 차

이를 보인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토콘드리아의 기

능저하(mitochondrial dysfunction)이다(2). 현재까지 세포

노화로 유발되는 세포 신진대사의 변화 원인과 기전에 대해

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신진대사의 변화가

노화된 세포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특징들인 세포의 크기

및 부피의 증가, 세포 내 미립체(granule)의 증가, 산화적 손

상(oxidative stress)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가에 대한 연구

도 미미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화로 유발되는 다양한

세포 신진대사의 변화에 작용하는 glycogen synthase

kinase 3(GSK3)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세포노화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

노화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3-5). 미

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서 세포가 호흡

하여 사용한 산소의 90% 이상이 전자전달연쇄반응

(respiratory chain)에 이용되어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화

폐인 ATP를 생산한다. 또한 이러한 전자전달연쇄반응의 중

간과정에서 안전하게 전달되지 못한 전자(single electron)

가 산소와 직접 만나게 되면 노화의 주범으로 잘 알려진 활

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생성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세포노화가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흥미롭게도 미토콘드

리아에서는 외부의 자극이 없는 정상적인 세포성장과정에서

도 평균적으로 소비한 산소의 1~3%를 활성산소로 전환하고

있다. 더구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mitochondrial DNA)가

활성산소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보호단백질이 부족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쉽

게 받게 되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에서 합성된 결함

이 생긴 전자전달연쇄 단백질로 인해 결국 더 많은 활성산소

가 생성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질적인 활성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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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 이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손상, 그리고 전

자전달연쇄의 결함에 따른 활성화 산소의 생성촉진이라는

이른바 “활성산소 악순환(ROS vicious cycle)”이 비가

역적 노화현상의 중요한 기작이라는 가설은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6). 노화된 세포에서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는 세

포 내 활성화 산소 증가 이외에도 세포기능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감소라는 더 중요한 변화를 유발한다. 실제로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노화 유도의 목적으로 deferoxamine

(DFO)을 세포에 처리한 경우,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연쇄

중 복합체 II(complex II)의 기능 손상이 초기에 유발되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하여

결국 세포가 노화의 운명을 맞게 된다(7).  이 경우, 세포내

ATP 생산양은 정상세포의 약 50% 정도로 저하되는 데, 이

것도 포도당분해과정(glycolysis) 활성화되어 보충된 것으로

서, 노화과정 중에 세포의 신진대사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7). 더욱 특이한 사실은 이러한 세포노화과

정에서 미토콘드리아 크기가 거대해지고 전체적으로 세포내

의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양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다 (8). 이것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대처하기 위한 세포의

방어전략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밝혀

그림 1. 노화에 의한 세포의 형태적, 대사적 변화. 세포에 DFO를 3일간 처리하여 세포노화를 유도한 후의 (A) 세포소기관들의 증가, (B) 글리코겐 입자의 증가, 
(C) GSK3의 인산화(비활성화), (D) eIF2B의 탈인산화(활성화)및 (E)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 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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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상세포에서의 증식과 분열과정

에서 서서히 축적되어 가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와 외부

자극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 의한 활성산소의 축적

이 세포노화 유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연구결과로 잘 입증되게 되었다. 

노화된 세포의 형태학적 특징과 관련 신진대
사의 변화

노화된 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하여 형태적으로 다양한 차

이를 나타낸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세포크기

의 증가로 일차세포가 노화상태로 들어가면 세포의 표면적

이 넓어지며 평평해진다(9, 10). 예를 들어, 인간 태반 섬유세

포(human fetal fibroblast)의 경우 노화가 진행되면 일차

세포일 때 보다 표면적이 약 9배까지 넓어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0). 세포의 크기 증가는 우선 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노화상태의 섬유세포에

서 단백질 합성의 중요한 단백질인 eukaryotic translation

initiation facotr 4E binding protein 1(eIF4E-BP1)이 활

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11). 또한 노

화된 세포에서는 eIF4E-BP1을 활성화시키는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mTOR)와 phosphatidyl inositol 3-

kinase(PI3K) 등이 활성화되어 있음이 보고 되었다 (12,

13). 단백질 합성의 증가 이외에도 리소좀 (lysosome)과 미

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내 소기관들의 증가도 세포의 부피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4). DFO로 노화가 유도된

세포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매우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며(그림 1A), 최근 들어 세포 내의 골지(Golgi),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등과 같은 대부분의 막성

소기관들 뿐 아니라, 세포질막, 핵막 등을 포함한 막지질 성

분이 증가되어 있고, 이러한 막지질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SREBP1)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15).

이러한 현상은 노화세포의 형태학적 특성이 세포의 신진대

사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포노화에 의한 글리코겐 미립체의 증가와
GSK3 불활성화 

세포노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세포 내 미립체

(granule)의 증가이다. 이러한 미립체의 중가가 기능이 소실

된 리소좀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확실

하게 증명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세포노화과정 중 세포 내

글리코겐 입자가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16), 이 결과가 세포내 소립자 축적과 직접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DFO로 노화를 유도한 후 세포를 글리

코겐과 관련된 amylase 염색 방법인 periodic acid

schiff(PAS)로 확인한 결과 많은 양의 글리코겐 입자가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B). 이러한 결과는

노화과정에서 세포내 글리코겐 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암

시한다. 실제로 DFO처리 세포에서 글리코겐 합성에 중요한

glycogen synthase(GS)가 활성화되어 있고, GS의 활성화

에 관여하는 glycogen synthase kinase3 (GSK3)는 비활

성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6). 이러한 GSK3의 인산화

(phosphorylation) 즉 비활성화는 DFO로 유도된 세포노화

뿐 아니라, H2O2 유도 세포노화와 노화된 인간세포, 노화된

쥐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그림 1C). 세포노화에 있

어 GSK3의 중요도는 GSK3의 발현저해나 SB415286과 같

이 GSK3의 활성을 저해하는 약물 처리 시 세포노화가 유도

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GSK3가

GS에만 특정적인 효소가 아니라 세포의 여러 기능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

급한 세포내 막지질 합성 조절인자인 SREBP1의 단백질 수

준의 조절자로도 알려져 있다 (17). 또한 GSK3는 신호전달

체계의 상위에서 단백질 합성과 세포 생존을 조절하며, 또한

치매나 당뇨병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18, 19). 이러한 사실들은 GSK3가 세포노화와

이와 관련된 대사적 변화의 주 조절자로 노화현상의 진행과

관련 표현형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

을 제시한다.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

●● 4웹진 4월 2011

세포노화와 관련 대사변형의 조절자로서의 GSK3 

노화된 세포의 형태적, 대사적 특징의 공통점은 GSK3로

집약되어진다. 세포노화로 유발되는 글리코겐 합성의 증가

는 물론 단백질 합성 증가와 세포내 소기관 증가, 그리고 미

토콘드리아 기능조절 등이 GSK3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단백질 합성의 시작에 중요한 eIF2Bε와 막지질 생

성에 중요한 SREBP1 등은 GSK3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으

며, GSK3의 비활성화는 이들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즉

GSK3가 비활성화되면 단백질의 합성과 지질합성 증가로

세포 소기관이 총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GS의 활

성화로 세포내 글리코겐 합성이 무절제하게 증가되어 세포

내 미립체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GSK3의 비활성화

로 미토콘드리아에서 complex IV의 subunit 중 하나와 결

합화여 인산화를 조절함으로서 complex IV의 활성을 직접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unpublished). 이 결과 미

토콘드리아에서의 산소소비량 감소와 ROS 생성이 증가하

고(그림 1D-E), 이는 GSK3가 미토콘드리아 활성 조절을

통한 노화성 활성산소 조절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을 입증한다.

결론

GSK3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는 eIF2B, GS, SREBP1 등

은 세포의 신진대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자들

이다. 또한 GSK3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ROS 생성 조절

그림 2. GSK3에 의한 세포노화 및 관련 대사변형 조절 기작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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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주장한다. 세포노화의 초기에 발생하는 GSK3의 비활

성화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하를 유도하여 세포내 활성산

소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eIF2B의 활성화를 통하여 단백질

합성을 증진시키며, SREBP1 활성화를 통하여 세포내 소기

관의 양을 증가를 도모한다. 그리고 GS활성화를 통하여 글

리코겐 합성을 증가시키며 한다(그림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로 인해 GSK3의 활성저

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되어 이러한 변형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GSK3가 세포노화와

관련된 대사적 변환,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하를 통한 활

성산소 증가에서 유래되는 세포 내의 총체적은 산화적 스트

레스 유도와 세포내 비정상적인 동화작용 (anabolism) 활성

화의 주 조절자로 작용을 한다. 이 결과들로 부터 아직 이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포의 노화는 세

포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상실로 인한 에너지 생

산 감소와 세포 내 구성성분 (소기관과 단백질 포함) 증가를

위한 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이다. 단순히 세포내 구성성

분의 증가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된 구성성분을 대

처하기 위한 방어전략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

이유가 전부일지는 알 수 없다.  GSK3와 같이 에너지의 소

비와 생산의 균형조절에 중요한 인자들의 기능상실이 노화

현상과 노화와 연관된 질환의 유발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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