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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D38 is a transmembrane glycoprotein, which catalyzes the synthesis and hydrolysis of cyclic
ADP-ribose (cADPR), a calcium-mobilizing agent that acts independently of inositol trisphosphate.
Pancreatic islets were obtained from pancreas of male Balb/c mice weighing 15∼20 g by a
collagenase technique. NAD-pretreated isolated islets showed decreased insulin secretion triggered
by glucose and inactivated hydrolytic activity of NAD glycohydrolase of CD38 due to
ADP-ribosyla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CD38 has a pivotal role in signal transmission between
2+
glucose stimulus and Ca -induced insulin se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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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포도당 이용을 촉진시켜

론

혈당을 낮춘다.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는 포도당에 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식생활의 서구화 및 연령의 고령
화에 따라 당뇨병의 유병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해 유발되어지는데 이때 세포 내부의 칼슘이온의 농도
증가가 동반되어진다[1].

다. 이러한 당뇨병은 인슐린의 결핍 내지는 분비저하

현재 인슐린 분비기전으로는 포도당 대사가 세포내

와 말초조직의 인슐린저항성 증대로 인한 고혈당의 동

ATP/ADP 비율을 올려서 ATP-sensitive potassium

일한 병적 소견을 나타낸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

channels (KATP channel)을 닫게하고 세포를 탈분극화

포로부터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주된 호르몬으로서

시키며 voltage-gated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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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도 기초의학연구비 및 1996년도 전남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channels를 열어서 세포내

칼슘이온의 농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슐린의
exocytosis가 일어난다는 모델이 가장 널리 받아 들여
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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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38은 다효소 기능을 갖고 있는 막-관통 당단백

따라서 본 연구는 췌장소도세포가 CD38을 지님을

질로서 B세포, T세포, NK세포, 대식세포 및 췌장소도

flow cytometry로 확인하고서, CD38이 지닌 NADase

세포에 존재함이 보고되었다[2∼5]. CD38은 ADP-

의 활성을 억제하면 췌장 소도 세포의 인슐린 분비능

ribosyl cyclase 활성과 ADP-ribosyl hydrolase의 활성

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기전은 무엇인지 살

을 갖고 있는데 ADP-ribosyl cyclase는 NAD로부터

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cyclic ADP-ribose (cADPR)와 nicotinamide를 생성하
는 반응을 촉매한다. 이 cADPR은 다시 CD38의 또

대상 및 방법

다른 촉매 활성인 ADP-ribosyl hydrolase에 의하여

1. 췌장소도세포의 분리와 배양

ADP-ribose (ADPR)로 바꿔지게 된다. 이상의 두 반
응을 합하면 결국 NAD로부터 ADPR가 생성된 결과

대한실험동물센터로부터 15∼20 g 무게의 7∼8주령

가 되기 때문에 결국 CD38은 NAD glycohydrolase

의 수컷 BALB/c 쥐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췌장소도

(NADase)의 촉매작용의 결과와 같기 때문에 NADase

세포의 분리는 수컷 BALB/c 쥐의 췌장으로 부터

가계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CD38의 반응

collagenase효소를 사용하는 ficoll 농도구배방법으로

산물중의 하나인 cADPR은 inositol trisphosphate의

췌장소도세포를 분리하였으며[11] 췌장소도세포를 대

2+
2+
작용점과는 다른 세포내 Ca 저장고로부터 Ca 유리

신할 MIN6n8a 세포주는 insulinoma cell line으로

에 관여하는 새로운 이차전령으로 밝혀졌다[6∼10].

Jun-Ichi Miyazaki박사 (University of Tokyo, Japan)

Jackson과 Bell[2]에 의해 밝혀진 인체 임파구 CD38

로 부터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췌장소도세포와

의 일차 구조를 보면 이 단백질은 단일 펩타이드로서

MIN6n8a세포는

짧은 세포질부위, 막-관통 부위, 그리고 C-말단쪽인 효

technologies, Inc., Grand Island, NY), 50 U/mL

소 촉매부위를 갖는 긴 세포외 부위로 나뉘어져 있다.

penicillin및 50 μg/㎖streptomycin (Flow Laboratories,

이것은 촉매부위가 막외에 존재하는 막외-효소로서 반

McLean, VA), 25 mM glucose를 포함하는 DMEM

응산물이 세포외부에서 생성됨을 의미하고 있다.

이

용액에서 배양하였다. 췌장소도세포및 MIN6n8a세포

와 같이 막외에서 생성된 cADPR은 세포내부에서 기

를 0.125% trypsin과 3 mM EDTA가 들어있는 칼슘

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외부에서 생성된 다음 형질막

이온과 마그네슘이온이 없는 포타슘완충 생리식염수

을 가로질러서 세포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

용액에 37℃ 10분간 부치하여 개개의 세포로 만들어

러한 가설은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다.

실험에 사용하였다.

췌장소도세포에 CD38이 존재하여 NAD를 분해하

10%

heat-inactivated

FCS (Life

2. 인슐린 분비능 측정

여 cADPR을 생성하고 생성된 cADPR이 세포내 칼슘
이온저장소로부터 칼슘을 유리시켜 세포내 칼슘이온

췌장소도세포를 Krebs-Ringer Hepes (KRH), pH

농도가 증가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이뤄진다는 가설이

7.4 완충액에 30분간 전처리 한후 원심으로 세포를 모

일본의 Okamoto 등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나[8] 췌장소

은다음 용액을 제거하고 포도당을 포함하는 KRH 용

도세포에서 포도당에 유도되는 인슐린 분비기전에

액에서 37℃ 1시간 부치한 다음 용액의 일부를 취하여

cADPR의 관여는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

분비된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cADPR 매개 칼슘이온 유리도

Amersham 사의 insulin assay kit를 사용하여 방사면

온전한 세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microsome을

역방법으로 측정하고 rat insulin을 표준으로 하여 정

대상으로 하여 세워진 가설로서[8] 실제 췌장베타세포

량하였다.

표면에 존재하는 CD38에 의해 NAD로부터 cADPR

정량하였다.

인슐린의

농도는

3. NADase 활성측정

이 형성 되어 지고 세포내 칼슘 농도를 올리는지 여부
는 명명백백히 알려진 바 없다.

인슐린을

NADase 활성은 형광측정법으로 측정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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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로는 1-N6-etheno-NAD+ (Sigma, USA)를 사용하

agarose 20 μL을 가하고 다시 4℃에서 30분간 부치시

였다. 즉, 15 μL의 2 mM 1-N6-etheno-NAD+와 85 μL

켰다. 이 면역침전물을 세척액 (1% Triton X-100, 1%

의 0.1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를 함유

deoxycholate, 1% SDS, 150 mM NaCl, and 50 mM

한 반응액에 50 μL의 효소원인 췌장소도세포을 넣고

Tris, pH 8.5)으로 세척하여 면역침전물을 얻었다.

37℃ 10분간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를

6. ADP-ribosylation된 CD38의 전기
영동상의 동정

150 μL 넣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을 얻은 다음 그 중 100 μL를 900 μL의 0.1 M sodium
phosphate buffer와 섞고 fluorometer (Hitachi 3010)

100 μM의 NAD를 가하여 배양한 췌장 β islets 세

을 사용하여 297 nm의 여기 파장과 410 nm의 발광

7
포와 가하지 않고 배양한 췌장 β islets 세포 (1 x 10

파장으로 형광정도를 측정하였다. NADase 활성 단위

cell)를 RPMI

는 pmol/min/mg으로 표시하였다.

[adenylate-

32

1640로 2번 세척하고 10 μM의

P] NAD를 가하여 1시간동안 37℃에서

반응시키고 결합되지 않은 기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4. NAD 처리

RPMI 1640로 세척한 후 위와 같이 면역 침전물을 얻

췌장소도세포 (200 islets/100 μL)를 100 μM의 NAD

었다. 이 면역침전물에 Laemmli buffer를 가하여 95℃

를 포함한 세포 배양액에서 37℃ 3시간 전처치하고 난

에서 5분간 끓여 SDS-PAGE를 실시하고 gel를 말린

후 KRH 용액으로 두차례 씻고난 다음 NAD 처리에

후 autoradiograph을 실시하였다. ADP-ribosylation된

따른 인슐린 분비능의 변화 및 NADase 효소 활성 변화

아미노산 잔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방법으로 얻은

를 관찰하였다. 또한 in vivo 실험을 위하여 체중 40 g

32
[ P] ADP-ribosylation된 CD38의 면역침전물을 전기

내외의 수컷 쥐를 12시간 금식시킨 다음 ketamin과

영동한

rompun 4:1 혼합액 40 μL를 복강내 주사하여 마취시

electrotransfer시키고 그 filter에 증류수, 중화된 1 M

킨 후 복부 절개하여 common bile duct의 개구부로

NH4OH, 10 mM HgCl2, 1 M NaOH 등을 각각 가하

catheter를 삽입하고 췌장으로만 0.1 mL의 1 mM

고 45℃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autoradiograph을

NAD 용액 또는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이 흘

실시하였다.

러가도록 유지한 다음 10분후 catheter를 제거하고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filter에

7. 경구 당부하 검사

suture 하여주고 NAD 주입 3시간 후에 경구 당부하검

경구 당부하 검사는 12시간 이상 금식시킨 다음 포

사를 실시하였다.

도당 1.5 g/kg body weight를 위 삽관 주입하여 실시

5. CD38의 면역침전

하고 포도당 주입 직전과 주입후 30, 60, 90, 120분에

췌장 β islets 세포 (1 x 107 cells)를 lysis buffer (20

꼬리정맥으로부터 정맥혈액을 각각 채취하여 혈당과

mM Hepes, pH 7.4, 150 mM NaCl, 1% Triton

혈액내 인슐린 양의 측정에 사용하였다. 혈당은

X-100, 1 mM PMSF,

EDTA, 10 μg/mL

Dextrostix에 정맥혈 1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glucose

leupeptin, 10 μg/mL pepstatin)으로 lysis시킨 다음 원

oxidase 방법으로 gluc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mM

심시켜 깨지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였다. 그 상층액에

결

goat anti-rat IgG antibody-agarose 20 μL를 가하고
4℃에서 30분간 부치시키고 원심시켜 비특이적으로

과

1. 췌장소도세포의 인슐린 분비능

goat anti-rat IgG antibody-agarose에 결합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그 상층액을 취하였다. 그 상층액에 rat

생쥐의 췌장으로부터 collagenase효소를 사용하는

anti-mouse CD38 antibody를 5 μg를 가하여 4℃에서

ficoll 농도구배 방법으로 췌장소도세포를 분리한후 여

4시간 동안 부치시킨 후 goat anti-rat IgG antibody-

러 농도의 포도당을 포함하는 KRH 용액에서 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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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lucose stimulated insulin secretion from isolated
pancreatic islets. Pancreatic islets were obtained
from pancreas of male Balb/c mice weighing 15∼
20 g by a collagenase technique. Isolated islets
were preincubated with KRH, pH 7.4 for 30 min.
Following preincubation the media were removed
and the cells were incubated at 37℃ for 1 hour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glucose. After
incubation, the media were collected and were
used for insulin assay. Data are means±SD.

NAD-Tx

Fig. 2. Decreased insulin secretion from NAD-pretreated
islets. Isolated islets were preincubated at 37℃ for
3 hours with or without β-NAD (100 μM), then
washed twice. After that the cells were incubated
at 37℃ for 1 hour with the tw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lucose (5 mM or 25 mM). After
incubation, the media were collected and were
used for insulin assay. Data are means±SD.

자극에 의한 basl level의 인슐린 분비도 감소시켰다.
시간 부치한 다음 용액의 일부를 취하여 분비된 인슐
린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포도당 자극에 따른 인슐린
분비능을 살펴보.았다. Fig. 1에 표시한바와 같이 포도
당 농도 5 mM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basal level로 소

따라서 NAD 전처리는 포도당에 의한 인슐린 분비의
basal level 및 stimulated insulin release 모두를 저하
시키는 인슐린 분비능의 저하를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NAD 전처리에 의한 NADase 활성변화

량 이루어지다가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키면 인슐린 분
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5 mM 농도에 이르
면 인슐린 분비가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췌장소도세포를 NAD로 전처리하면 Fig. 3에 표시
한바와 같이 전처리 2시간 까지는 NADase 활성이 시

2. NAD 전처리에 의한 인슐린 분비능의
변화
100 μM의 NAD를 포함한 세포 배양액에서 37℃ 3
시간 전처치하여 NAD 전처리에 따른 인슐린 분비능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2에 표시한바와 같이 대조

간에 비례하여 감소하여서 2시간에 18.8%의 효소활성
만 남아있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정도가 점차 둔화되었
으며 3시간에 9.7% 정도의 효소활성만 남게된다. 따
라서 이후의 실험에서는 NAD 전처리는 3시간으로 하
였다.

4. NAD 전처리에 의한 CD38의 ADP
ribosylation 확인

군에서 포도당 농도를 5 mM에서 25 mM로 변화시키
면 5∼6배의 인슐린분비 증가가 이루어짐에 반하여
NAD 전처리군에서는 인슐린의 분비 증가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또한 NAD 전처리는 5 mM 농도의 포도당

NAD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능 감소와 NADase 활
성저하가 CD38의 covalent modification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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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se Activity(nmole/min/106cells)

100 μM NAD :

1

－

＋

Control
NAD-Tx

0.5

0

0

0.5

1

1.5
2
Time (hr)

2.5

3

Fig. 4. [adenylate-32P] NAD-dependent modification of
CD38. Twenty Islets were incubated with 100 μ
M NAD and further incubated with 10 M
32
[adenylate- P] NAD at 37℃ for 1 hour.
Immunoprecipitated CD38 was fractionated by
SDS-PAGE and autoradiography was performed.

3.5

Fig. 3. NAD-dependent inactivation of CD38. 50 islets
were incubated with or without β-NAD (100 μM)
at 37℃ for the indicated times in 100 μL of
KRH, and the cells were washed with KRH, The
preincubated cells were then incubated in 50 μL
PBS containing 200 μM of 1,N6-etheno-NAD.
After 10 min incubation at 37℃, the reaction was
stopped with 150 μL of 10% trichloroacetic acid.
The reaction mixture was centrifuged, 100 μL of
supernatant was mixed with 0.9 mL of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 and
fluorescence was measured using a fluorometer at
excitation of 297 nm and emission of 412 nm.
Data are means±SD.

5. NAD 처치 쥐
NAD 처리에 의한 인슐린 분비 감소가 in vivo 상황
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common bile duct의 개구부
로 catheter를 삽입하여 췌장으로 1 M NAD 용액 또
는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을 흘려 넣어주었다
가 3시간 후에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Fig. 5
에 표시한 바와 같이 NAD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혈당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공복혈
당이 의미있게 높으며 또한 포도당 자극 후에도 혈당

지 알기 위하여 췌장소도세포를 10 μM의 [adenylate32

은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NAD를 가하여 1시간동안 37℃에서 반응시키고

고

췌장소도세포를 파괴시켜 항 CD38항체로 CD38만 선

찰

택적으로 분리하여 얻은 다음 전기영동을 실시하고
autoradiograph을 실시하였다. Fig. 4에 표시한바와 같
32

이 췌장소도세포를 P-NAD와 함께 부치하면 대조군
32

CD38은 다효소 기능을 갖고 있는 막-관통 당단백
질인데[2∼4] 이런 효소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기

에서 P-ADP ribosylation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때

이전에 특정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하여 반응하는 T 임

32

P-ADP ribosylation된 부분은 CD38 그 자신이

파구의 항원으로서 발견되었다[10]. 그 후, 독립적으로

32

P-ADP ribosylation 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에 반하여

2+
2+
Ca 신호전달의 연구과정중에 NAD 대사산물이 Ca

NAD 전처리군은 32P-ADP ribosylation 된 띠를 거의

유리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13]. 이 NAD 대사

발견할수 없었다. 따라서 NAD 전처리는 췌장소도세

산물의 구조 분석 결과 이 분자가 cADPR로 밝혀졌다

포막의 CD38 수용체분자의 ADP ribosylation을 과도

[14]. 이 cADPR을 생성하는 반응을 촉매시키는 효소

하게 초래하여 포도당자극에 의한 더 이상의 ADP

는 맨 처음 Aplysia californica에서 정제되고 클로닝

ribosylation을 초래할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되어 그 일차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15∼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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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이 나왔는데 인체 CD38의 아미노산 서열을 보면

Blood Glucose (mg/dL)

400

세곳의 hyaluronic acid 결합 부위가 존재하고 마우스
의 것은 두곳이 존재한다[22]. 세포외 hyaluronic acid

300

는 특이 수용체 또는 결합 단백과 작용하여 세포 부착,
이동, 성장과 분화의 조절에 관여한다[23]. CD38의 수

200

용체에 해당하는 분자가 인체 내피세포에서 발견되었
는데 면역침전과 면역블롯에 의하면 이 분자는 약

100
0

Control
NAD-Tx
0

30

60
90
Time (min)

120

120-kDa으로 밝혀졌다[24].
CD38이 세포외부로부터의 신호를 수용하는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실험결과들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실험들은 CD38 수용
체와 그의 리겐드간의 상호작용을 모방하는 촉진적인

Fig. 5. Blood glucose levels in NAD treated mice. 100 μL
solution of 1 M NAD or phosphate buffered saline
was perfused into the pancreas through the
common bile duct of male Balb/c mice weighing
40 g. 3 hours late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were
done by intragastric intubation of glucose (1.5 g/kg
body weight). Blood glucose were checked by
glucometer using dextrostix from their tail vein at
the time of 0, 30, 60. 90, 120 minutes after
glucose loading. Data are means±SD.

항-CD38 단일클론항체의 이용으로부터 나왔다. 그 첫
번째가 말초혈액 단핵구와 T 세포주의 CD38의 결찰
이 세포활성화와 증식 신호를 유발시켰다[25]. 또 다
른 흥미있는 관찰은 CD38의 결찰이 단백 인산화를 유
발시키는 것이었다. CD38의 결찰은 단백 인산화 효소
syk의 타이로신 인산화의 유발과 그 인산화 효소 활성
을 증가시켰다[26]. HL-60 세포에 retinoic acid (RA)
를 처리하면 120kDa c-cbl proto-oncogene 산물을 포
함하여 몇 개의 단백질에 타이로신 인산화를 유발시켰
다[27]. 이런 결과는 p120c-cbl을 포함한 세포내 단백

Aplysia ADP-ribosyl cyclase의 아미노산 서열을 인간

질의 타이로신 인산화가 CD38에 의해 매개되는 막-관

의 임파구 표면 항원인 CD38의 아미노산 서열과 비교

통 신호전달에 필요한 단계임을 시사해준다.

하였을 때에 두 분자간에 상당한 상동성 (69%)이 있음

NADase는

세균의

phosphatidylinositol-특이성

이 밝혀지게 되었다[18]. 인체 임파구 CD38의 일차

phospholipase C (PI-PLC)로써 가용화될 수 있음으로

구조를 보면 이 단백질은 단일 펩타이드로서 짧은 세

이 효소가 glycosylphosphatidylinositol (GPI) 결합으

포질부위, 막-관통 부위, 그리고 C-말단쪽인 효소 촉매

로 막에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28]. 이를 이

부위를 갖는 긴 세포외 부위로 나뉘어져 있다. 즉,

용하여 가토 적혈구막에 결합되어 있는 NADase가 정

CD38의 촉매부위는 막외에 존재하는 막외-효소이다.

제되어 그 성상이 밝혀졌고 조직 분포도 알게 되었다

2+
따라서 cADPR의 작용점이 세포내 Ca 저장고라고 생

[29,30]. 오래전부터 NADase의 활성이 기질 NAD에

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막외에서 생성된 cADPR은

의해 억제된다는 보고들이 발표된 바 있었다[12,31].

형질막을 가로질러서 세포내로 들어가야 한다. 최근

이러한 기질 NAD에 의한 효소 NADase의 활성억제

CD38이 세포내부로 이동한다는 보고가 있으며[19,20]

는 auto-ADP-ribosylation때문임이 밝혀진 바 있다

2+
세포 외부에서 형성된 cADPR이 세포내부의 Ca 저장
2+
고로부터 Ca 유리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21].

[32]. 이런 결과는 NADase가 생리적으로 ADPribosylation에 의해서 그 활성이 조절될지 모름을 시

CD38은 효소의 기능외에 단순히 표면 항원으로서 기

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NAD에 의한 NADase

능을 하면서 세포-세포 상호작용에서 세포 부착 분자

의 활성억제 현상이 임파구와 같은 다른 세포에서도

로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보

일어나는지를 알아 본 결과, 임파구 CD38도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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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D에 의하여 ADP-ribosylation되면서 활성이 소실

과발현시킨 transgenic mice를 이용한 연구에서 Ca

됨을 알았다. 그러나 CD38분자의 ADP-ribosylation은

mobilizing activity가 정상에 비해 3배이상 항진되었

auto-ADP-ribosylation때문이 아니라 임파구 표면에

음도 관찰되었다[34]. 최근 사람의 CD38 유전자의

존재하는

ADP-ribosyl

polymorphism이 보고되었을 뿐만아니라[35] 제 2형

transferase에 의하여 촉매된다. 이 CD38분자의 ADP-

GPI-결합

cysteine-특이성

당뇨병 환자의 일부에서 CD38의 자가면역항체가 발

ribosylation에 의하여 임파구의 증식이 억제되고 결국

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36,37]. 그러나 포유동물의 세

세포사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CD38분자의 ADP-

포에서 cADPR 매개 Ca

ribosylation의 분자적 기전은 결국 정상적인 CD38분

은 아직도 중대한 논의 과정으로서 수많은 연구자에

자의 costimutatory function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의해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전히 인슐린

즉, CD38분자는 정상적으로 리겐드에 의해 자극 (결

유리기전에 있어 cADPR 의 직접적인 관련여부는 많

합) 될 때 CD38분자 자신이 세포내로 유입되어 세포

은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내의 NAD를 분해하여 산물을 생성시킴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세포내 Ca

2+

농도를 증가시켜 임파구의 증식을

2+

신호 기전의 생리적 중요성

본 연구에서 마우스 췌장 β islets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에 CD38이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으며

ADP-

CD38이 세포 표면에서 수용체로서 또는 보조 수용체

ribosylation은 정상 세포에서 임파구의 증식과 세포사

로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다. 앞으로

에서 중요한 조절기전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우스 췌장 β islets 세포에서 포도당 자극에 의하여

유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CD38분자의

lck

단백

CD38 분자 또는 그 산물이 어떻게 세포내의 신호전달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

분자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인슐린 분비 신호전달에

음을 보여주므로써 이러한 가설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관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일

있다.

차적으로 CD38 산물중의 하나인 ADPR의 표적 분자

특히 임파구 CD38은 세포질에 위치하는 p56

세포질내 유리 칼슘이온은 췌장소도세포에서 포도

는 KATP 통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가설은

당에 의해 유발된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는 과정에 있

심근세포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는데 ADPR이 ATP보

어 주요한 신호일 것으로 믿어져 왔으며 CD38-

다 훨씬 더 강하게 KATP 통로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cADPR 신호전달계가 인슐린 분비과정에 관여한다는

다[12]. 이는 바로 CD38이 포도당 자극에 의하여 세

보고가 있다[33]. 췌장베타세포의 세포내 칼슘이온의

포내로 유입된 다음 세포내 NAD를 이용하여 cADPR/

농도는 형광시약인 quin-2나 fura-2를 이용하여 측정

ADPR을 생성하여 KATP 통로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이 가능한데 세포내 칼슘이온의 증가와 포도당 자극에

막 탈분극이 일어나 voltage-sensitive Ca

2+

통로가 열

2+

반응하여 초래되는 인슐린 유리사이에는 고려해야할

리어 세포내로 Ca 이 유입됨으로써 세포내 Ca2+농도

불일치가 존재한다[13].

가 증가하여 인슐린-함유 vesicle이 exocytosis되어 인
ADP-ribosyl

슐린 분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췌장 β

cyclase와 cADPR hydrolase 효소활성을 나타내는 효

islets 세포에서 이러한 CD38과 포도당 자극에 의하여

소적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2,10].

일어나는 신호 전달 체계와의 관계가 확실히 밝혀지게

CD38은 췌장소도세포에 존재하여 cADPR의 형성

되면 당뇨병 병인에 CD38의 막외-효소가 어떤 관계가

과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8]. 또한 췌장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리라 생각되며 CD38에 대한

소도세포에서 포도당 대사 과정중 형성되는 ATP는

연구의 진전은 추후 당뇨병의 진단 및 치료에 직접적

cADPR hydrolase 효소 활성을 억제하여 cADPR축적

으로 응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시사한다.

사람의

임파구

항원인

CD38은

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CD38이 소도세포에서의
포도당에 의해 유도된 인슐린 유리에 중심적 역할을
하리라 여겨졌다[8]. 뿐만아니라 소도세포에 CD3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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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cyclic ADP-ribose의 합성과 분해를 촉매하는 효

4. Kim H, Jacobson EL, and Jacobson MK:

소이다. 15∼20 g 무게의 Balb/c 생쥐의 췌장으로부터

Synthesis and degradation of cyclic ADP-rib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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