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이학석사 학위논문

DRG2가 결핍되면 FGF21을 유도함으로써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부터 예방 연구

Developmentally Regulated GTP-Binding Protein 2 deficiency leads 

to protection from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 by inducing 

Fibroblast growth factor 21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생 명 과 학 과

정 소 연

[UCI]I804:48009-200000371382[UCI]I804:48009-200000371382



- 2 -

DRG2가 결핍되면 FGF21을 유도함으로써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부터 예방 연구

지 도 교 수 박 정 우

이 논문을 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1 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생 명 과 학 과

정 소 연



- 3 -

    



- 4 -

목    록

1. 국문요약           -------------------------------------------------------------- 6

2. 서론               -------------------------------------------------------------- 7     

3. 실험재료 및 방법   -------------------------------------------------------------- 9

4. 결과               ------------------------------------------------------------- 12

5. Legend to Figure   ------------------------------------------------------------ 18

① Decreased body weight in DRG2 depletion mice fed chow diet.

② Identify various causes of weight differences in DRG2 whole body knock out 

mouse.

③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Fatty acid and TG 

synthesis in DRG2 depletion mic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④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Lipolysis and

Thermogenesis in DRG2 depletion mice white adipose tissu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⑤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and Lipolysis in DRG2 

depletion mice Brown adipose tissu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 5 -

⑥ Fgf21 induction is responsible for improved metabolic profile in DRG2 KO 

mice

⑦ Atf4-dependent Fgf21 induction in DRG2 deficiency mice.

⑧ DNA damage pathway p53 is related to DRG2.

⑨ Decreased body weight in DRG2 depletion mice fed high fat diet.

6. 고찰      -------------------------------------------------------------------  27

7. 참고문헌 -------------------------------------------------------------------  30

8. Abstract  --------------------------------------------------------------------  33



- 6 -

국 문 요 약

DRG2 는 진화 적으로 보존 된 GTP 결합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아직 잘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대사에서 DRG2 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해 DRG2 의 전신

녹아웃 마우스를 생성했습니다. 흥미롭게도, DRG2 KO 마우스는 체지방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표현형은 혈청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의 감소를 동반하였으나 간

조직의 FGF21 생산 증가 및 백색 지방 조직 (WAT)의 Browning 을 동반했습니다. 

기계적으로 DRG2 결핍은 활동을 증가시키고 Akt 및 mTOR 를 증가시켜 자가 포식을

감소시켰다. DRG2 결핍 된 세포에서 자가 포식의 결함은 mitophagy 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및 ROS 를 증가시킵니다. DRG2 결핍은 일차 간세포

배양 및 간 조직에서 통합 스트레스 반응 및 FGF21 발현의 주요 조절자인 ATF4 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결과는 DRG2 가 mitophagy, 간세포에서 ATF4 

의존성 FGF21 생산을 조절하는 핵심 분자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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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GTP-binding protein (G-protein)은 세포내의 여러 가지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로써

large superfamily 를 이루고 있다. [1, 2]. 이 superfamily 에는 trimeric G-protein, 

monomeric G-protein,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GTPase 등과 같은 중요한

subfamily 가 존재한다. DRG2 에는 DRG1 과 DRG2 등의 2 종류가 존재한다. 이

유전자들의 사람 염색체상의 위치는 DRG1 은 사람의 22 번 염색체 22q12-Q12.1 부위에

존재하고 DRG2 는 사람의 17 번 염색체 17q11.2 부위에 존재하며 zebra fish 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진화적으로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3]. DRG2 Protein 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 아직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른 GTP-binding 

protein 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며, 세포 내 Endosome

신호전달 과정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미토콘드리아 회전율은 Mitophagy 라는 과정에서 자가 포식에 의해 결정적으로

제어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은 이전의 여러 자가 포식 결핍

모델 [4, 5, 6, 7]에서 보고되었으며, 자가 포식 결핍과 유사하게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제 2 형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의 발병 기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8]. Microarray 

분석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을 가진 인간에서 미토콘드리아 산화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9, 10].

2 형 당뇨병 (T2D)의 유병률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2D 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건강 문제가 되었습니다. T2D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1].

비만은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12] 심장 질환, 면역 기능 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

퇴행성 질환 및 특정 유형의 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13, 14, 15]. 

생활 습관 개입과 기존의 약리 치료는 많은 비만 및 T2D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옵션이 모든 경우에 성공적이지는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만과 T2D 환자를 위한 새롭고

잘 견디는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Fibroblast growth factor 21 (FGF21)은 최근 비만 및 T2D 치료를 위한 유망한 치료제로

등장했습니다 [16]. 이 펩타이드 호르몬은 여러 기관에서 분비되며 여러 조직에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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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7, 18]. FGF21 은 주로 간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 또는 근육에서도 분비됩니다 [19]. FGF21 은 FGF Receptor (FGFR)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b-Klotho 를 절대 공동 수용체로 필요로 합니다 [20]. ob / ob, db / 

db 또는 고지 방식이 (HFD)를 먹은 마우스 또는 비만 Zucker 당뇨병 성 지방 (ZDF) 

쥐에 재조합 FGF21 단백질을 투여하면 지방이 확고하게 감소하고 혈당과 중성 지방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21, 22, 23, 24, 25, 26]. 유사하게, 형질 전환

마우스에서 FGF21 의 간 특이적인 과발현은 동물을 식이 유발 비만 및 인슐린,M

저항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27, 28].

소포체 스트레스는 unfolded 또는 misfolded 단백질의 과도한 축적에 의해 유발되며, 

이는 차례로 3 개의 ER 막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전사 인자 6 (ATF6), 이노시톨 필요

효소 1(IRE1) 및 단백질 키나아제 RNA 유사 ER 키나아제 (PERK)를 활성화합니다.

ER 스트레스 동안 PERK 의 활성화는 진핵 개시 인자 2a (Eif2a)의 인산화와 활성화

전사 인자 4 (ATF4)의 번역 활성화를 초래합니다. 그 후, ATF4 는 아미노산 대사, 산화

환원 균형 및 세포 사멸과 관련된 일련의 표적 유전자를 유도합니다 [29].

최근 연구에 따르면 FGF21 의 발현은 ATF4 의 활성화를 통해 ER 스트레스 및

아미노산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유도됩니다 [30, 31, 32, 33, 34, 35]. FGF21 의 프로모터

영역은 ATF4 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FGF21 이 ATF4 의 직접적인

표적임을 시사합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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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및 방 법

RNA isolation

Control 과 DRG2 KO mouse liver tissue 를 제거한 후 Trizol 300ul 을 넣고

homogenizer 를 이용해서 tissue 를 갈아주었습니다. 그 이후 Trizol 700ul 를 추가로 더

넣어 1ml 을 맞추고 ice 에서 10 분간 incubation 을 시킵니다. 그리고 chloroform 을

200ul 넣어주고 vortexing 을 20 초 이상 철저하게 해줍니다. Sample 을 4 도씨로 맞춰진

centrifuge 을 10 분간 돌립니다. 그러면 RNA DNA 그리고 Protein and lipid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맨 위에 분리가 된 RNA 층을 조심스럽게 따서 새로운 e-tube 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RNA 와 동량의 isopropanol 을 넣고 inverting 해줍니다. Sample 을

4 도씨로 맞춰진 centrifuge 을 10 분간 돌립니다. 그러면 RNA pellet 층과 상층액이

생깁니다. 상층액을 제거 후 70% EtOH 을 1ml 을 넣어 4 도씨로 맞춰진 centrifuge 을

10 분간 돌립니다. Washing 이 끝나면 상층액을 버리고 완전히 EtOH 을 제거하기 위해서

air dry 해줍니다. Air dry 를 통해 완전히 EtOH 이 제거되면 Pellet 양을 보고 DEPC 

water 를 넣어 RNA 를 완전히 녹여줍니다.

cDNA Synthesis

RNA isolation 을 통해서 RNA 를 뽑고 나면 PCR 을 진행하기 위해서 cDNA 합성을

진행합니다. 한 sample 당 5X MMLV RT buffer 4ul, 5X DTT 4ul, 2mM dNTP 5ul, olig-

dT 1ul, MMLV RT enzyme 1ul, RNA 을 넣어줍니다. 이때, RNA 은 2ug 으로 농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37 도씨에서 1 시간 ~ 2 시간정도 incubation 시킵니다.

Reverse transcription PCR 

RNA isolation 을 통해 RNA 를 뽑고 cDNA 합성을 하고 난 후에 PCR sample 을

준비합니다. PCR master mix 5ul, FGF21 Primer forward 1ul, FGF21 Primer reverse 1ul, 

cDNA(2ug) 3ul 을 넣고 PCR 기계에 넣고 Annealing temperature 를 맞추어 30 cycle 

정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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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Electrophoresis

PCR 이 끝나고 나면 Agarose gel 을 만들고 sample 을 8ul 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30 분간 100V 로 electrophoresis 을 해줍니다. 그리고 gel 만을 기계에서 빼서 Etbr

buffer 에 15 분간 넣고 UV 로 찍어줍니다.

Real time PCR

Bright green 2X Q-CPR master mix (cat : mastermix-R) 7.5ul, sTDW 5ul, Primer forward

1ul, Primer reverse 1ul, cDNA 0.5ul 를 Q-PCR 전용 Plate 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Q-

PCR 기계에 넣고 sample 을 설정한 후 기계를 돌려줍니다.

Atf4    (F) : AGCAAAACAAGACAGCAGCC (R) : ACTCTCTTCTTCCCCCTTGC

Fgf21   (F) : TACACAGATGACGACCAAGA  (R) : GGCTTCAGACTGGTACACAT

Cpt1a   (F) : CCGATCATGGTTAACAGCAA   (R) : TGCAGCAGAGATTTGGCATA

Acadm (F) : AGGTTTCAAGATCGCAATGG   (R) : CATTGTCCAAAAGCCAAACC

Acadl    (F):GGGAATGAAAGCTCAGGACA   (R) : AGAATCCGCATTAGCTGCAT

Srebf1c (F) : TGCGGCTGTTGTCTACCATA     (R) : TGCTGGAGCTGACAGAGAAA

Fasn     (F) : CTCCGTGGACCTTATCACTA     (R) : CTGGGAGAGGTTGTAGTCAG

Dgat2    (F) : TCATGGGTGTCTGTGGGTTA   (R) : CAGAGTGAAACCAGCCAACA

Ppara    (F) : GGATGTCACACAATGCAATTCG   (R) : TCACAGAACGGCTTCCTCAGGT

Acaca    (F) : CCAGGCCATGTTGAGACGCT    (R) : ATCACAGAGCGGACGCCATC

Scd1     (F) : TGGAAATGCCTTTGAGATGG    (R) : CCAGCCAGCCTCTTGACTAT

Pnpla2   (F) : CATGATGGTGCCCTATACTC     (R) : GTGAGAGGTTGTTTCGTACC

Lipe      (F) : AAGGACTTGAGCAACTCAGA   (R) : TTGACTATGGGTGACGTGTA

Mgll      (F) : GACGGACAGTACCTCTTTTG    (R) : AGAAAAGTAGGTTGGCCTCT

Ppargc1a  (F) : ATACCGCAAAGAGCACGAGAA  (R) : CTCAAGAGCAGCGAAAGCGTC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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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ea      (F) : GCCGTGTTAAGGAATCTGCTG   (R) : TGCTCTTCTGTATCGCCCAGT

P21       (F) : GAATCTTCAGGCCGCTCAGA     (R) : AGTACTTCCTCTGCCCTGGC

Protein isolation

RIPA buffer 에 10X phosphatase inhibitor 와 50X Protease inhibitor 를 1X 가 되게

넣는다. RIPA buffer(10X PI+50XPI)를 100ul 넣고 조직을 homogenizer 를 이용해서

갈아준다. 그리고 Ice 에 30 분~1 시간 동안 incubation 시킨다. 4 도씨 13000rpm 

Centrifuge 를 15 분간 돌려준다. 이 후 상층액만 따서 새 e-tube 로 옮겨준다. 그리고

BCA assay kit 를 이용해서 protein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준다. BCA 를 통해 맞춰진

Protein 에 4X Sample buffer 를 넣고 100 도씨에서 10 분간 protein sample 을 넣어둔다.

그리고 SDS-PAGE Gel 을 만들고 western blot 을 진행한다.

Energy expenditure

9 week Control male mouse 와 11 week DRG2 whole body KO male mouse 각 6 마리씩

모두 Energy expenditure cage 에 넣어준다. 그리고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소비량,

호흡량을 측정한다. 

High Fat diet

Fat 60kcal, Protein 20kcal, carbohydrate 21kcal 으로 구성된 high fat 먹이를 Control 

male mouse 와 DRG2 KO male mouse 에게 3 주간 안정적으로 먹입니다. 그리고 Body 

weight 과 Food intake 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24hr 의 starvation 후에 glucose 측정기를

이용하여 glucose 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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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Decreased body weight in DRG2 depletion mice fed chow diet.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간의 body weight 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매주 두 mouse 의 body weight 을 측정하였습니다. Control mouse 의

body weight 에 비해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body weight 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1-A)

6 주 된 Control, DRG2 Hetero, DRG2 KO female mouse 또한 1 년 된 Control, DRG2 KO 

mouse 의 body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Control mouse 에 비해서 Hetero 

mouse 가 크기가 더 작고 DRG2 KO 는 Hetero mouse 의 비해 몸 크기가 더 작습니다.

Old mouse 인 1 년 된 mouse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KO 

mouse 의 body 크기가 작습니다. (Figure 1-B)

10 주된 Control mouse 와 DRG2 KO mouse 의 body weight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KO mouse 가 body weight 이 더

낮았습니다. (Figure 1-C)

Figure 1 의 결과들을 보고 Control mouse 의 비해 DRG2 whole body KO mouse 가 body 

weight 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dentify various causes of weight differences in DRG2 whole body knock out mouse.

Body weight 의 차이가 나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먹는 양의 차이, 활동량의

차이,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 Glucose 처리 능력의 차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 중 어떠한 차이 때문에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body weight 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간의 Food intake 를 확인했습니다. 결과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간의 Food intake 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Figure 2-A) 이를 통해서

두 mouse 간의 body weight 차이는 먹는 양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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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Energy expenditure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mouse 간의 Energy

expenditure 는 DAY 때는 차이가 없다가 mouse 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 night 시간에는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whole body KO mouse 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Total Energy expenditure 는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KO 

mouse 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2-B) 이렇게 DRG2 KO mouse 는 energy 

expenditure 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body weight 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energy expenditure 도 두 mouse 간의 body weight 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ntrol mouse 와 DRG2 KO mouse 간의 Blood glucose level 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KO mouse 의 blood glucose 

level 은 더 낮았습니다 (Figure 2-C). 의아하게도,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KO 

mouse 의 blood insulin level 도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2-D). DRG2 KO 

mouse 의 insulin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Glucose level 이 낮은 이유가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KO mouse 가 glucose 처리 능력이 더 증가했기 때문인 것을 Glucose 

tolerance test 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2-F). 이렇게 DRG2 가 결핍되면

Glucose 의 처리 능력이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Insulin tolerance test 를

진행하였습니다. ITT 결과는 두 mouse 간의 insulin sensitivity 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2-E).

Figure 2 를 통해서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간의 body 

wight 차이의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food intake, Energy expenditure 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glucose 의 처리능력에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Fatty acid and TG synthesis

in DRG2 depletion mic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간의 liver tissue 에서 지방 축적과 지방

소모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Beta oxidation, Fatty acid and TG synthesis 관련된

gene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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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에서 Real time PCR 을 이용해서 beta 

oxidation 관련된 gene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liver tissue 에서 beta-oxidation 관련된 gene 들의 mRNA 발현 양이 DRG2 KO 

mouse 의 liver tissue 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ure 3-A)

다음으로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liver tissue 에서 fatty acid 

and TG synthesis 에 관련된 gene 들의 mRNA level 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4 가지

gene 들의 발현은 DRG2 KO mouse 의 liver tissue 에서 감소하였지만 2 가지 gene 에서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ure 3-B)

이를 통해서 liver 에서의 지방 합성, 지방 소모 관련 gene 발현이 두 mouse 에서의

body weight 차이를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Lipolysis and Thermogenesis 

in DRG2 depletion mice white adipose tissu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간의 white adipose tissue 에서 beta-

oxidation, lipolysis 그리고 thermogenesis 관련 gene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에서 Real time PCR 을 이용해서

beta oxidation 관련된 gene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white adipose tissue 에서 beta-oxidation 관련된 gene 들의 mRNA 발현

양이 DRG2 KO mouse 의 white adipose tissue 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ure 4-A)

다음으로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white adipose tissue 에서

Lipolysis 에 관련된 gene 들의 mRNA level 을 Q-pcr 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lipolysis 관련 gene 들의 발현은 DRG2 KO mouse 의 white adipose tissue 에서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Figure 4-B)

마지막으로 white adipose tissue 에서 thermogenesis 관련 gene 들의 발현을 Q-PCR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Control mouse 에 비해서 DRG2 whole body KO white adipose

tissue 의 thermogenesis 관련 gene 들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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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white adipose tissue 에서의 beta-oxidation, lipolysis 그리고

thermogenesis 가 DRG2 whole body KO 의 body weight 차이를 설명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and Lipolysis in DRG2 

depletion mice Brown adipose tissu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간의 brown adipose tissue 에서 beta-

oxidation 와 lipolysis 관련 gene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두 mouse 의 brown adipose tissue 에서의 beta-oxidation 관련 gene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brown adipose 

tissue 에서 beta-oxidation 관련 gene 들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Figure 5-A) 다음으로 두

mouse 의 brown adipose tissue 에서의 Lipolysis 관련 gene 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brown adipose tissue 에서 lipolysis 

관련 gene 인 Lipe gene 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Figure 5-B)

Fgf21 induction is responsible for improved metabolic profile in DRG2 KO mice

24 시간 동안 Fasting 을 한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Liver 

tissue 에서 FGF21 의 mRNA level 을 RT-PCR 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Control mouse 의

FGF21 mRNA level 에 비해서 DRG2 KO mouse 의 Liver 에서 FGF21 mRNA level 이

GAPDH 와 비교했을 때 더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igure 6-A)

RT-PCR 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real time PCR 을 이용하여 Control 

mouse 와 DRG2 KO mouse 간의 FGF21 mRNA level 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앞선 RT-PCR 결과와 마찬가지로 DRG2 KO mouse 에서의 Liver FGF21 mRNA level 이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6-B)

FGF21 ELISA Kit 를 이용해서 여러 tissue 에서 발현되어 blood 로 흘러가는 FGF21 을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Control mouse 의 serum FGF21 양에 비해서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serum FGF21 양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mouse 의 FGF21 

발현 양 증가를 위해서 이 두 mouse 에게 24 시간의 Fasting 을 시켰습니다 (Figure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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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f4-dependent Fgf21 induction in DRG2 deficiency mice.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Body weight 감소가 FGF21 의 증가 때문이라는 가설을

앞선 FGF21 mRNA, Serum FGF21 발현 증가로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이 DRG2 KO 

mouse 에서의 FGF21 이 어떠한 Pathway 를 통할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FGF21 의

Transcription facto 로 알려져 있는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4 (ATF4)의 발현양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Liver tissue 에서 ATF4 의

MRNA level 을 Q-PCR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두 mouse 의 liver tissue 에서

ATF4 의 mRNA 발현양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igure 7-A) 

마찬가지로 ATF4 의 Protein 양도 Control moues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가

크게 차이 없다는 것을 western blotting 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TF4 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ER Stress response 중 Eif2α 와 phosphorylated Eif2α 의 protein 양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오히려 phosphorylated Eif2α 의 protein 양이 DRG2 whole body 

KO mouse 에서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7-B)

DNA damage pathway p53 is related to DRG2.

DNA damage 로 인해 p53 의 활성화가 FGF21 과 연관이 있다 라는 논문이

출간되었습니다. (Figure 8-A)그래서 DRG2 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ntrol mouse 

liver tissu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liver tissue 에서 p21 mRNA 발현양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DRG2 KO 에서 P21 발현양이 Control 에 비해 높았고 DNA 

damage pathway 를 통해서 DRG2 KO 에서 FGF21 발현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Figure 8-B)

Decreased body weight in DRG2 depletion mice fed high fat diet.

앞선 실험들은 모두 일반 먹이를 섭취한 mouse 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Fgf21 의 역할은 비만 mouse 모델에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DRG2 와 비만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에 High Fat Diet 를 준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HFD 를 준 후,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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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Control mouse 에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body weight 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igure 9-A) 이 Body weight 

차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시작 body weight 값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과, Control mouse 와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값이 1 로 시작했을 때, Control 

mouse 값에 비해서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증가 값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9-B) 이 값의 차이가 DRG2 whole body KO 가 먹이를 덜 먹어서

생기는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High fat diet 를 준 두 mouse 의 food intake 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두 mouse 간의 food intake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igure 9-C) 또,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Glucose 의 level 을 확인 한 결과

두 mouse 간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igure 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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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creased body weight in DRG2 depletion mice fed chow diet.

(A) Body weight of DRG2 WT and KO mice fed chow diet. (B) Physical appearance of 

representative WT, DRG2 hetero, and DRG2 KO mice. (C) Body weight of WT and DRG2 KO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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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dentify various causes of weight differences in DRG2 whole body Knock 

out mouse.

(A) DRG2 WT and DRG2 KO measure food intake. (n=6) (B) Energy expenditure adjusted for body 

mass in male DRG2 WT and DRG2 KO mice fed chow for 1 week.(n=4) (C,D,E) Fasting blood 

glucose and insulin concentrations, and HOMA-IR in male DRG2 WT and DRG2 KO  mice fed 

Chow. (F) GTT in male DRG2 WT and DRG2 KO mice fed C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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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Fatty acid and TG 

synthesis in DRG2 depletion mice live tissu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A) Relative mRNA levels from genes associated with β-oxidation in the liver of Chow-fed DRG2 

+/+ and DRG2 -/-  mice. (B) Relative mRNA levels from genes associated with fatty acid and 

triacylglycerol (TG) synthesis in the liver of Chow-fed DRG2 +/+ and DRG2 -/-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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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Lipolysis and

Thermogenesis in DRG2 depletion mice white adipose tissu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A) Relative mRNA levels from genes associated with β-oxidation in the white adipose tissue of 

Chow-fed DRG2 +/+ and DRG2 -/- mice. (B) Relative mRNA levels from genes associated with 

Lipolysis in the white adipose tissue of Chow-fed DRG2 +/+ and DRG2 -/- mice. (C) Relative 

mRNA levels from genes associated with Thermogenesis in the white adipose tissue of Chow-fed 

DRG2 +/+ and DRG2 -/-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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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xpression level of the gene related to β-oxidation and Lipolysis in 

DRG2 depletion mice Brown adipose tissue fed chow diet was confirmed.

(A) Relative mRNA levels from genes associated with β-oxidation in the brown adipose tissue of 

Chow-fed DRG2 +/+ and DRG2 -/- mice. (B) Relative mRNA levels from genes associated with 

Lipolysis in the brown adipose tissue of Chow-fed DRG2 +/+ and DRG2 -/-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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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gf21 induction is responsible for improved metabolic profile in DRG2 KO 

mice

(A) RT-PCR for Fgf21 in liver Control mice and DRG2 KO mice. (B) Relative Fgf21 mRNA expression 

in liver DRG2 WT and DRG2 KO mice using Q-PCR. (C) Serum FGF21 was measured using a DRG2 

WT and DRG2 KO mice fasting 24hr using FGF21 ELISA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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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tf4-dependent Fgf21 induction in DRG2 deficiency

(A) Relative ATF4 mRNA expression in liver DRG2 WT and DRG2 KO mice using Q-PCR. (B) 

Immunoblotting for Atf4, phosphorylated Eif2α (p-Eif2α) and Eif2α in Liver of DRG2 +/+ and 

DRG2 - /-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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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NA damage pathway p53 is related to DRG2.

(A) Diagram depicting FGF21 in cisplatin-induced apoptosis. Upon cisplatin treatment, P53 is 

phosphorylated and activated to induce cell apoptosis. P53 also induces FGF21 expression. Upon 

induction, FGF21 represses the expression and phosphorylation of P53 to reduce apoptosis. (B) 

Relative P21 mRNA expression in liver DRG2 WT and DRG2 KO mice using Q-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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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creased body weight in DRG2 depletion mice fed high fat diet.

(A, B) Body weight of DRG2 +/+ and DRG2 -/- mice fed high fat diet. (n=6) (C) DRG2 +/+ and 

DRG2 -/- measure food intake. (n=6) (D) Fasting blood glucose in male DRG2 +/+ and DRG2 -/-

mice fed 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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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DRG2는 zebra fish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진화적으로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DRG2 

Protein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 아직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른 GTP-binding protein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며, 세포 내

Endosome 신호전달 과정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DRG2가 결핍되어 있는 mice들은 body weight이 Control mice에 비해서 매우 감소해 있

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DRG2가 obesity에 영향을 줄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Obesity는 최근 식습관이 달라짐에 따라 비만인 사람들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

고 있는 질환입니다. 미용 목적일 뿐 만 아니라 비만은 심장 질환, 면역 기능 장애, 고혈

압, 관절염, 신경 퇴행성 질환 및 특정 유형의 암에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

한 비만은 다양한 질환 외에도 제2형 당뇨병과도 크게 연관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

다. 생활습관의 개입과 기존의 약리 치료는 많은 비만 및 제2형당뇨병 환자에게 효과적

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옵션이 모든 경우에 성공적이지는 않으

며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만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새롭고 잘 견디는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키우고 있던 DRG2 whole body KO mouse가 Control mouse에 비해서

body weight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가장 먼저 정말 DRG2 whole body KO mouse가 Control 

mouse에 비해서 body weight이 작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mouse의 body weight

을 14주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 DRG2 KO mouse의 body weight이 Control mouse에 비

해서 4주부터 차이가 생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으로도 두 mouse간의

body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1을 통해서 DRG2 whole body KO mouse의 body weight이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body weight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

양한 원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DRG2 KO mouse가 Control mouse에 비해서 덜 먹

어서 body weight이 적은 것일 수 있으므로 Food intake양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두 mouse간의 Food intake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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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Energy expenditure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mouse가

주로 활동하지 않은 시간인 낮 시간에는 두 mouse간의 energy expenditure 차이는 보이

지 않았지만 주로 mouse가 활동하는 시간인 밤에는 DRG2 whole body KO mouse가

Control mouse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아 DRG2 

KO mouse의 body weight 차이가 energy expenditure의 차이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다음으로는 Blood의 glucose level을 확인하였습니다. Blood의 glucose가 잘 처

리되지 않는다면 blood에 남아 도는 glucose 들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lipogenesis 과

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body weight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lood glucose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제2형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mouse간의 blood glucose 

level을 확인한 결과 DRG2 whole body KO mouse의 blood glucose 양이 Control mouse

에 비해서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Blood glucose가 낮다는 것은 insulin이 많

이 발현되어 glucose를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RG2 KO mouse에 insulin이 많이 발현되어 glucose가 control mouse에 비해 낮은 것인

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insulin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glucose가 낮은 DRG2 KO 

mouse는 insulin 양도 낮은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nsulin이 적어도 다른 이유

로 인해 glucose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Glucose tolerance test

를 통해서 glucose 처리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DRG2 KO mouse가 Control mouse

에 비해서 glucose 처리를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DRG2 KO mouse가

glucose를 잘 처리하는 이유가 적은 양의 insulin으로도 많은 양의 glucose를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insulin sensitivity가 높아서 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insulin tolerance test를 진

행하였습니다. 결과 두 mouse간의 insulin sensitivity 차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그렇다면 DRG2 KO mouse가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blood의 glucose가 잘 처리되거나 glucose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Glucose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남은 glucose로 인해서 지방양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축적이 될 수 있거나 지방이 소모될 수 있는 조직에서의 gene 발현양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Liver tissue에서 beta-oxidation 관련 gene, Fatty acid and TG 

synthesis 관련 gene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beat-oxidation gene은 DRG2 KO에서 감

소되어 있고 Fatty acid and TG synthesis 관련 gene은 일부는 증가했지만 일부는 감소했

습니다. 이를 통해서 liver에서의 지방 합성, 지방 소모 관련 gene 발현이 두 mouse에서

의 body weight 차이를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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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White adipose tissue에서 beta-oxidation, lipolysis 그리고 thermogenesis 관

련 gene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gene 모두 DRG2 KO mouse가 Control에 비해 증가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DRG2 KO mouse의 white adipose tissue에서의 beta-oxidation, 

lipolysis 그리고 thermogenesis가 증가되어 body weight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glucose를 잘 처리하는 이유가 white adipose tissue에서 beta-

oxidation과 lipolysis로 인한 thermogenesis 증가일 것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현

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gene이 FGF21 입니다. 그래서 DRG2와 FGF21의 관계를 증명하

기 위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FGF21이 가장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

는 Liver tissue에서의 FGF21 mRNA level을 확인하였습니다. DRG2 whole body KO mouse

의 Liver tissue의 FGF21 mRNA level이 Control mouse에 비해서 크게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FGF21은 endocrine hormone으로 다양한 tissue에서 발현되었다가

blood로 가서 다른 target tissue에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serum에서의 FGF21 level을 확

인하였습니다. Serum의 FGF21 양도 mRNA 양과 마찬가지로 DRG2 KO mouse에서 더 증

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DRG2 KO mouse에서 FGF21의 발현양이 증가되어서

White adipose tissue에서 beta-oxidation, lipolysis 관련 gene들의 증가로 인해

thermogenesis가 증가해서 glucose의 처리 능력이 증가되어 body weight이 감소될 것이

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pathway를 통해서 DRG2 KO mouse가 FGF21 발현양이 증가되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 가장 잘 알려진 FGF21 전사인자인 ATF4 발현양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

상과는 반대로 ATF4의 mRNA, protein의 양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ATF4의

upstream인 p-eif2a의 protein 양은 더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pathway를 통해서

FGF21 level이 증가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방에서 하는 다른 연구들 중

DNA damage와 DRG2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DNA 

damage pathway 중 p53이 FGF21과 관련이 있다 라는 논문도 최근에 출판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P53의 target gene인 P21의 mRNA 발현양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는 DRG2 

KO mouse의 liver tissue에서 control mouse에 비해서 p21 발현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증

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DNA damage pathway와 FGF21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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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G2 is evolutionally conserved GTP-binding protein. However, its role is not well defined 

yet. To determine the role of DRG2 in energy metabolism, we generated mice with whole 

body knock-out of DRG2. Interestingly, DRG2 KO mice showed a decrease in body fat. This 

phenotype was accompanied by decrease in serum insulin level and blood glucose level 

but increase in FGF21 production in the liver tissue and browning of white adipose tissue

(WAT). Mechanistically, DRG2 depletion increased activity and Akt and mTOR, which led to 

decrease in autophagy. Defect in autophagy in DRG2 depleted cells resulted in defect in 

mitophagy and thus increase in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ROS. DRG2 depletion 

increased expression of ATF4, a key regulator of the integrated stress response and FGF21 

expression in primary hepatocyte culture and liver tissue. Collectively our results suggest 

that DRG2 is a key molecule in regulating mitophagy, ATF4-dependent FGF21 production 

in hepat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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