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비만은 심장의 지방산 산화 변화(Feuvray & 

Darmellah, 2008), 심장세포의 산소소비량 증가

(Boudina & Abel, 2006), 산화스트레스 유발(Dong et 

al., 2007), 심장세포의 Ca2+ 조절이상(Lima-Leopoldo 

et al., 2008), 인슐린저항성(Ouwens et al., 2005) 및 염

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증가(Thaik et al., 1995; 

Yokoyama et al., 1997; Smeets et al., 2008) 등에 의한 

심장비대 및 심장기능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Levy et al., 1990; Eckel et al., 2002; Sowers, 2003; Li 

et al., 2006). 이러한 심장의 구조 및 기능 이상은 단백

질 합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Akt 기전과 관

련되어 있으나 상, 하위 정확한 기전은 여전히 불분명

하다. 심장의 병적비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염증성 사

이토카인인 TNF-α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하는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associated factor 2(Traf2)(Jono 

et al., 2004; Ermolaeva et al., 2008; Shih et al., 2011)

는 심장의 병적비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kt 

signaling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Huang et al., 2014).  

Silent information regulator-1(SIRT1)은 세포생존, 

세포사멸(apoptosis) 및 자식작용(autophagy)을 조절하

며(Li et al., 1997), FOXO를 탈아세틸화(deacetylation)

하여 활성화를 증가시킨다(Zhao et al., 2007; 

Mammucari et al., 2007; Sengupta et al., 2009). 고지

방식이 섭취에 의한 SIRT1의 활성화 감소는 Akt의 활

성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장비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고지방식이섭취는 심장의 병

적비대를 유도하며(Fang et al., 2008; Turdi et al., 

2011), 심장비대가 진행되는 동안 SIRT1은 Akt의 활성

화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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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jin Kim · Nayoung Ahn · Sanghyun Kim. Changes of Traf2 and SIRT1 Expression by AICAR and SIRT1 Activator in TNF-α

-induced Cardiac Hypertrophy. The Journal of Kinesiology, 2017, 19(3): 71-81. [PURPOSE] The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raf2 and SIRT1 on Akt aceytlation and autophagy in cardiac hypertrophy. [METHODS] We analyzed the effects of 

diet and exercise intervention on cardiac hypertrophy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TNF-α/Traf2/SIRT1 through 

Akt-FOXO pathway. [RESULTS] A significant up-regulation of Traf2 expression and down-regulation of SIRT1 were observed 

as the increase of TNF-α in cardiomyocytes. By the significant deacetylation of FOXO1 in 50 μM resveratrol treated group, we 

can suppose that FOXO1 is activated by SIRT1 in cardiomyocytes. Positive effects of exercise intervention remarkably inhibited 

the up-regulation of Traf2 expression and Akt acetylation in cardiac hypertrophy. However we could not confirm either a 

higher depression in Akt acetylation or the activation of FOXO1 by the SIRT1 activatio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Traf2 served as an important mediator that enhanced cardiac hypertrophy by activating AKT pathway, and 

the positive effects of exercise training on the inhibition of Traf2 in cardiac hypertrophy.

Key words : obesity, cardiac hypertrophy, Traf2, SIRT1, akt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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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resan et al., 2011). 뿐만 아니라 감소된 SIRT1

의 활성화는 FOXO 전이효소의 활성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식작용을 통한 심장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지방식이 

섭취에 의한 심장비대에 SIRT1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여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Figure 1>. 이러한 관점에서 비만에 의한 심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어떤 기전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가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Figure 1. Hypothesis of cardiac hypertrophy through 
Traf2/SIRT-1/Akt mechanism by high fat diet-induced 
inflammation(IRS: insulin receptor substrate,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FOXO: Forkhead Box O, Traf2: TNF 
receptor associated factor 2, SIRT1: sirtuin1) 

이에 본 연구는 심장비대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된 Traf2와 SIRT1이 Akt를 통한 

단백질 합성과 자식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기

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심근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실

험을 통해서 TNF-α/Traf2/SIRT1에 의한 단백질 합성

(Akt pathway)과 자식작용(FOXO pathway)에 따른 심

장비대 기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심장비대를 개선하

기 위한 식이조절과 운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심근세포(HL-1 cell)를 이용한 in vitro 실험을 통해

서 TNF-α/Traf2/SIRT1에 의한 단백질 합성(Akt 

pathway)과 자식작용(FOXO pathway)에 따른 심장비

대 기전을 확인하고, 심장비대를 개선하기 위한 식이

조절과 운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세포배양

생쥐 심장근 세포인 HL-1(Invitrogen, USA)을 

Claycomb medium(87% Claycomb medium, 10% FBS, 

100U/ml penicillin, 100μg/ml streptomycin, 0.1mM 

norepinephrine, 2mM L-glutamine)으로 37℃와 5% 

CO2가 공급되는 cell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지

는 매일 교환하였으며, 약 70%정도 confluence되었을 

때 실험목적에 따라 6-well plate 등으로 분할하였다. 

TNF-α가 Traf2와 SIRT1과 상호작용 하는가를 분석하

기 위해서 TNF-α(Sigma, #T7539, USA)를 6 well plate

에 배양된 HL-1 세포에 각각 Con, 10, 20, 40ng/ml 등

으로 처치한 후 24시간 후 PBS로 2회 세척하고 cell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수확 후 TNF-α의 농도에 따른 

Traf2와 SIRT1의 발현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SIRT1 construct 및 세포내 과발현

SIRT1 과 발현(SIRT1 WT)과 활성억제(SIRT1 G261A)

를 위한 construct는 현재 보유중인 것을 사용하였다. 

SIRT1 construct 제작을 위해서 pAd-Track Flag-SIRT1

과 pCruzHA SIRT1 G261A를 구입하였으며(Addgene, 

USA), 구입한 E.coli는 kanamycin이 포함된 aga-plate에 

골고루 펴 바른 후 37℃ incubator에서 밤새도록 배양하

며, 배양된 aga-plate에서 하나의 colony를 골라 4ml의 

LB broth와 100ug/ml의 kanamycin을 첨가하여 37℃에

서 밤새도록 배양하였다. 배양 후 plasmid mini-prep 

kit(Qiagen, USA)으로 plasmid DNA를 정제하며, 정제

된 HEK293A 세포에 이입(transfection) 한 후 Flag과 

HA 단백질의 발현이 확인된 plasmid는 plasmid 

maxi-prep kit(Qiagen, USA)을 이용하여 plasmid DNA

를 충분히 확보된 SIRT1-WT과 SIRT1-G261A는 SIRT1

이 Akt와 FOXO1의 활성을 조절하는가를 확인하기 위

해서 lipofectamine(Invitrogen, USA)을 이용하여 배양

된 HL-1 세포에 이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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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

Lysis buffer(#89900, Thermo Scientific)를 이용하여 수

확된 세포를 10분간 원심분리(1500g, 4℃)한 후 상층액 

획득한 후 단백질 농도는 Lowry et al.(1951)의 방법에 

의해 정량분석 하였다. 정량분석 후 시료를 전기영동과 

membrane 전이 후 항체 처리하여 단백질 발현량 분석을 

위한 band 시각화(SigmaGel 이용)를 실시하였다. 

Immunoblotting에서 이용한 일차항체는 Traf2(Santa 

Cruz), SIRT1(Millipore), p-Akt, acetylated Akt, Akt, 

p-mTOR, mTOR, p-FOXO1, acetylated FOXO1, 

FOXO1(Cell Signaling)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각 측정항목에 대한 결과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치항목별로 처치농도

와 시간경과 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정은 Tukey법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결과

TNF-α/Traf2/SIRT1을 통한 심장비대

TNF-α가 최근 심장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진 Traf2와 SIRT1과 상호작용 하는가를 분석

하기 위해서 Traf2와 SIRT1의 발현정도가 TNF-α의 농

도에 의존하여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2A>와 같다. 심근세포에서 TNF-α농도의 증가

에 따라서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associated 

factor 2(Traf 2)가 현저하게 증가함으로서 활성화 시키

는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NF-α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SIRT1의 농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서 억

제되는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심근세포에서 TNF-α의 

특정 농도인 20 ng/ml으로 처리하여 SIRT1 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배양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농도가 둔화

됨으로서 역시 억제시키는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B>. 

Figure 2. Traf2 & SIRT1 responses with TNF-α dose concentrations(A) and treatment ti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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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와 FOXO1에 대한 SIRT1의 역할

TNF-α와 상관없이 SIRT1 자체가 심장비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resveratrol(SIRT1 activator)과 nicotinamide(NAA; 

SIRT1 inhibitor)가 SIRT1의 활성 조절하는 가를 알아

보기 위해 SIRT1의 target protein인 FOXO1의 

acetylation 정도를 분석하였다<Figure 3A>. 또한 

Control그룹과 Resveratrol 처리그룹으로 구분하여 Akt 

인산화와 FOXO1 인산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3B>

와 같다. Control 그룹 및 10 mM nicotinamide 처리그

룹과 비교한 결과 50 uM Resveratrol 처리그룹이 현저

하게 FOXO1을 deacetylation 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서 심근세포에서 SIRT1이 FOXO1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Control 그룹과 비교한 결과 

50 μM Resveratrol 처리그룹이 현저하게 Akt 인산화를 

둔화시키며, FOXO1의 인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

TNF-α에 의해 유도된 심장비대 개선을 위한 

식이조절과 운동의 효과검증

고지방식이는 TNF-α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킴(Yang et al., 2012)에 근거한 TNF-α 처리, 운

동과 식이요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포로 유입

된 후 AMP analog인 ZMP로 전이되고 AMPK를 자극

하여 운동효과 유발항목(Börgeson, et al., 2017; Manio 

et al., 2016)으로 널리 알려진 5-aminoimidazole-4- 

carboxamide ribonucleoside(AICAR) 처리 및  SIRT1 

차단 조건 등을 부과하여 Traf2, SIRT1, Akt 

pathway(hypertrophy), FOXO pathway(autophagy) 

등을 분석하였다. 그룹 구분은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Group1은 Normal-Normal diet(Control), 

Group2는 High fat-High fat diet(사전-사후 TNF-α; 심

근비대), Group3은 High fat-Normal diet(사전-TNF-α; 

심근비대 완화), Group4는 High fat-High 

fat+Exercise(사전-사후 TNF-α; 심근비대+AICAR), 

Gorup5는 High fat-Normal+Exercise(사전-TNF-α; 심

근비대 완화+AICAR), Group6은 High fat-High 

Figure 3. Validity of RSV effects instead of SIRT construct(A: FOXO1 response to resveratrol & 
nicotinamide, B: Comparison of Akt and FOXO1 between control and resver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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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xercise without SIRT1(사전-사후 TNF-α; 심근비

대+AICAR+NAA), Group7은 High fat-Normal+ 

Exercise without SIRT1(사전-TNF-α; 심근비대 완화

+AICAR+NAA)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험조건을 구

Figure 4. Experimental condition for validity test of diet and exercise intervention in TNF-α induced cardiac hypertrophy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AICAR, 5-Aminoimidazole-4-carboxamide-1-β-d-ribofuranoside; NAA, 
nicotinamide)

Figure 5. Effects of diet and exercise intervention on positive improvement in TNF-α induced cardiac hypertrophy(NN: 
Normal-Normal diet, HH: High fat-High fat diet, HN: High fat-Normal diet, HHE: High fat-High fat+Exercise, 
HNE: High fat-Normal+Exercise, HHEG: High fat-High fat+Exercise without SIRT-1, HNEG: High 
fat-Normal+Exercise without SI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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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후 비교한 결과, <Figur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Traf 2는 심근비대 세포에서 현저하게 활성화되며, 

운동수행(AICAR처리) 그룹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IRT1은 TNF-α처리에 의한 심근비대 세포에서 현

저하게 둔화되며, 운동수행(AICAR처리) 그룹은 다소 

완화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Akt 인산화는 예상

과 다르게 TNF-α처리에 의한 심근비대 세포에서 현저

하게 둔화되며, 운동수행(AICAR처리) 그룹은 완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IRT1의 영향은 현저하게 확인

할 수 없었다. FOXO1 인산화는 TNF-α처리, 운동수행

(AICAR처리) 및 SIRT1 등의 영향을 현저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논의

비만으로 증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가 심

장비대를 유도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비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Akt signaling 

활성화의 중요한 매개체인 Traf2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가를 분석한 결과, TNF-α의 농도에 의존하여 Traf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근세포의 

비대과정에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AKT 신호

체계(Chen et al., 2013; Maillet et al., 2013)에 대한 

Traf2의 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Huang et 

al.(2014)은 Traf2 과변이를 유도한 심근 비대세포에서 

AKT인산화가 유의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AKT는 GSK3 β(a negative 

regulator of calcineurin/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 signaling and hypertrophy)에 대한 작용을 통해

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한 결과에 의해 뒷받침

됨으로서 Traf2는 심장비대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raf2가 AKT 신

호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심근의 정상적인 기능수행과 보상적 비대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NFκB 신호체계(Santos et al., 

2010; Leychenko et al., 2011)를 통해서 AKT 작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Huang et al., 

2014), 이러한 NFκB pathway에서의 역할은 심장세포

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Donners et al., 2008; Divakaran et al., 2013).

항염증 및 세포성장과 같은 다양한 과정에 관여

(Howitz et al., 2003; Ford et al. 2005; Kojima et al., 

2008) 하는 등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SIRT1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TNF-α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SIRT1의 발현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40ng/ml의 TNF-α처치에 의해서 심근세포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세포위축현상이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TNF-α처치가 심근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비만에 따른 TNF-α에 의한 심근비대와 관련된 

실험을 위한 조건은 <Figure 2A와 B>를 기준으로 농

도는 20ng/ml로 하였으며, 처치시간은 36시간으로 하

여 모든 실험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SIRT1 activator인 resveratrol 처치가 

TNF-α에 의해 야기된 염증을 억제하고(Zhu et al., 

2011)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Lin et al., 2015)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SIRT1 자체가 심근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

점에서 SIRT1의 활성화 및 억제조건에서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resveratrol(SIRT1 activator)과 

nicotinamide(SIRT1 inhibitor)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Figure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SIRT1의 

target protein인 FOXO1의 탈아세틸화(deacetylation)

가 50μM resveratrol에 의해서는 증가되었으며, 

nicotinamide에 의해서는 감소되었다. 이에 50μM의 

resveratrol을 처치하여 SIRT1 활성을 증가시킨 결과 

<Figure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Akt의 인산화는 감

소되었으며, FOXO1의 인산화는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하지 않은 상황과 같이 TNF-α와 같은 염

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SIRT1

이 Akt와 FOXO1의 활성을 조절하여 심장의 비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NF-α에 의해 유도된 심장비대 개선을 위한 식이조

절과 운동의 효과검증을 위해서 운동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AICAR 처리와 TNF-α 및 SIRT1 차단 조

건을 부과하여 Traf2, SIRT1, Akt 및 FOXO pathway 등

을 분석한 결과, 심근비대에 대한 운동 및 식이에 의한 

영향은 Traf2의 영향을 현저하게 둔화시키며, 아울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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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Akt 인산화에 다소의 영향을 미침으로서 운동

수행은 Traf2 저하과정을 통한 심근비대 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작용과정들을 

요약 정리하면 <Figure 6>과 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IRT1 활성화에 의한 Akt인산화에 대한 둔화작용은 현

저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며, FOXO1 활성화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심근비대 

개선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바 있는데, Santos et al.(2016)은 심근경

색 증상 후 재활과정에서 운동트레이닝은 PPAR-α 활성

화를 통한 좌심실 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

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NF-κB, TNF-α및 PPAR-α 상

호작용에 의한 염증반응과 세포사멸의 억제효과를 보고

하였다. 또한 산소공급 저하를 비롯한 심근경색의 경우 

미토콘드리아 활성산소에 의한 과산화지질화현상이 유

발되며 이 과정에서는 NF-κB, TNF-α 및 IL-1 등의 활성

화가 동반되는데, 규칙적인 운동트레이닝을 비롯한 긍

정적인 자극은 IL-10 및 IL-13과 같은 항염증 매개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NF-κB, TNF-α 및 IL-1 등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Garavelo et al., 2015). 한편 운동의 구체

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유산소성 운동을 비롯한 심장

재활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심장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그 지침이 널리 제시되어 왔으며(Oldridge 

et al., 2012; Achttie et al., 2013), 그 기전도 일정부분 제

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 기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

는 여전히 미흡하며, 운동트레이닝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른 특이적 효과분석결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와 관

련하여 Lu et al.(2015)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중

강도의 지속적 운동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근조직

의 재활과 관련된 핵심적인 지표로 제시되어 온 세포사

멸(Frank et al., 2003), 산화성 스트레스(Blanc et al., 

2003), 탄수화물 및 지방대사기전(Bijland et al., 2013)을 

분석한 결과 심근조직의 항산화효소 활성화, 세포사멸

의 억제, PI3K/Akt-p38mapk-AMPK pathway 의 활성

화, 탄수화물-지방대사의 활성화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상에서 심근비대과정에서 Traf2의 활성화와 Akt 

인산화 억제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심근비

대에 대한 운동수행의 긍정적인 효과기전 중 Traf2의 

억제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

로서 in vivo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FOXO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제 운동처치와 함께 LC-3, 

Figure 6. We can confirm the inhibit effects of research topics’ arrow markers in experimental hypothesis of 
effects of exercise training and diet treatment on diet-induced obese cardiac hypertrophy(gray arow : 
confirmation in this study, dot arrow : supposition, black arrow : previous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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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g12 등을 포함한 자식작용관련 변인을 분석하는 등 

약간의 추가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심장비대기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식이조절과 운

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심근비대과정에서 Traf2의 활

성화와 Akt 인산화 억제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

으며, 심근비대에 대한 운동수행의 긍정적인 효과기전 

중 Traf2의 억제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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