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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Selenophosphate synthetase (SEPHS)는 셀레노시스틴

(selenocysteine) 생합성과정에서 active selenium donor로 사용되

는 인산셀레늄 (selenophosphate)을 합성하는 효소이다. SEPHS는

고등 진핵생물에서 high sequence homology를 가진 SEPHS1과

SEPHS2, 두 가지 isoform이 존재한다. 둘 중 SEPHS2만이 셀레노

시스틴 합성을 기능을 가지며, SEPHS1은 셀레노시스틴 생합성 능

력은 보이지 않지만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Sephs1에 대한 생화학

적·분자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초기발생 과정에서 SEPHS1의 기능을 밝

히고자 Sephs1이 표적 적중된 생쥐를 제작하고 E6.5, E7.5, E8.5

시기의 배아를 분리하여 형태를 관찰하였으며 더 나아가 전사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6.5 시기에는 wild type (WT)과

knockout (KO) 배아 사이에서 형태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E7.5 시기와 E8.5 시기로 갈수록 ectoderm 발달이 더디고 head

fold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등 morphological phenotype 차이가

발생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하

여 WT과 KO 생쥐의 각 발생단계별로 RNA를 분리하여 RNA

sequencing (RNA-seq)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발달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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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과 KO간 차등발현유전자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을 구하였고, 이 DEG들에 대해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

결과, reactive oxygen species (ROS)와 관련된 Gpx1, Gsto1 유전

자가 KO 배아에서 과발현 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Ingenuity Pathway Analysis 및 Biological Network Gene

Ontology tool (BiNGO)를 사용하여 관련된 signaling pathway를

분석한 결과, E6.5, E7.5, E8.5 모든 시기에서 LXR/RXR activation

pathway가 활성화된 것으로 예측 되었고, E6.5 또는 E7.5 시기에

는 coagulation system pathway가 활성화되어있지만 E8.5 시기에

는 오히려 억제되어있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E7.5 또

는 E8.5 시기에 Sephs1에 의해서 lipid metabolism pathway가 조

절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ephs1이 ROS를 조절하고 여러 signaling

pathway에 관여하면서 낭배 형성 (gastrulation)을 제어하는 기능

을 통해 생쥐의 초기 배아 발달 시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제시해준다.

주요어 : Selenophosphate synthetase 1 (Sephs1), 셀레늄, RNA

sequencing analysis, 초기배아발생, reactive oxygen species

(ROS)

학 번 : 2016-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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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셀레늄은 필수 미량 원소로 유기체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이다. 셀레늄은 주

기율표에서 VIA족 원소인 Sulfur 보다 더 많은 산화 혹은 환원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

소에서 필수적이다. 셀레늄은 세포 안에서 셀레노시스틴(selenocysteine; Sec)

의 형태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추가 되는데, 이러한 단백질들을

selenoprotein이라 부른다. Selenophosphate synthetase (SEPHS)는 HSe-과

ATP를 이용하여 monoselenophosphate를 합성 하는 효소이며, 생쥐에서는

SEPHS1과 SEPHS2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Kim et al., 1992; Guimarães

et al., 1996). SEPHS1과 SEPHS2는 homology가 매우 높으며 ATP binding

domain과 catalytic domain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EPHS2는 catalytic

domain에 Sec을 가지고 있는 selenium 단백질인 반면에 SEPHS1은

SEPHS2의 Sec이 있는 자리에 threonine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Low et

al., 1995). 또한 in vitro 모델에서 SEPHS2는 selenophosphate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SEPHS1은 SEPHS 기능이 없다 (Xu et al., 2007). 하지만

SEPHS1은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필수적이지만 SEPHS2는 필수적이지는 않다

(Alsina et al., 1998).

Sephs1의 molecular function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초파리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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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ephs1의 knockdown (KD)이 ROS 생성을 유도하고 세포 성장을 저해

시키고 초파리의 배아 세포인 SL2에서 Sephs1의 KD은 ROS의 축적을 유도하

였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Serras F et al., 2001). 그리고 Sephs1 KO 초파

리의 larval stage에서 lethality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다(Shim et al.,

2009). 또한 생쥐의 liver와 생쥐의 배아종양세포인 F9 cell에서 Sephs1의 결핍

을 유도하였을 때, 스트레스 관련 selenoproteins과 redox homeostasis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되었으며 이들의 발현 감소가 세포 내에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의 축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Tobe et al.,

2016).

셀레늄은 여성의 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산 또는 조산

을 경험한 여성이나 임신 중독증에 걸린 임산부에서 셀레늄 함유량과 셀레늄

단백질 중의 하나인 GPx의 활성이 정상보다 낮게 나타났다(Ghaemi et al.,

2013). 임산부에서 혈액내의 셀레늄의 양이 정상 태아의 발육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며 셀레늄 부족 시 자연유산(miscarriage)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었다

(Abdulah et al., 2013). 생쥐의 배아 발생단계에서 발생이 지연과 성장 지연은

배아의 퇴화(resorption)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초기 배아 성장 단계

에서의 성장 지연(retardation)은 embryonic cavity의 축소나 미분화된 배아형

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배아의 퇴화(resorption)의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 또

한 세포내 ROS의 축적은 비정상적인 세포사멸(apoptosis)를 유도한다. 따라서

배아성장 시기에 배아의 ROS의 축적은 비정상적인 배아를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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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yonic lethality를 일으킨다(Leu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Sephs1 total KO 생쥐를 이용하여 초기 배아 발달시기에

Sephs1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특히 명확

한 시기를 알아내기 위하여 초기 배아 발달 단계 중 낭배 형성(gastrulation)

과정(E6.5, E7.5 or E8.5)에서 관찰하였고 그 시기에 RNA를 추출하여 RNA

sequencing (RNA-seq) analysis를 통해 그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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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생쥐 관리

실험에 Sephs1 systemic KO 생쥐를 사용하였다. Sephs1 exon 2번

부위에 Lox P sequence를 삽입한 Sephs1fl/fl 생쥐와 EIIa-Cre 생쥐를

교배하여 heterozygous Sephs1 allele을 가진 생쥐를 만든다(Tobe R et

al., 2016). Heterozygous Sephs1 암컷 생쥐와 heterozygous Sephs1 수컷

생쥐를 교배하고 mating plug를 통해 짝짓기시기를 파악한다(mating

plug가 관찰된 날, 정각 12시가 embryonic day (E)0.5 이다). 그 후 E6.5,

E7.5 그리고 E8.5 시기에 임신한 암컷 생쥐를 해부하여 배아를 꺼낸다.

그리고 배아의 영양막(trophoblast) 부위를 잘라서 MG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MG med, MD025)를 이용하여 genomic DNA (gDNA)

를 추출한다. 추출된 gDNA를 template로 하고 Sephs1 WT forward

primer (CATCCTCCGTGATTCCCCTG)과 Sephs1 WT reverse primer

(TCTGTAGGACATCTTGGGGCAC)를 가지고 WT genotyping PCR을

시행한다. 또한 Sephs1 KO forward primer

(GTGTCCTCCATAACTTCGTATAGC)과 Sephs1 KO reverse primer

(GAGAGCAGCAGTGTAGAGGTC)를 가지고 KO genotyping PCR을

시행한다. PCR 반응에는 10x PCR buffer, 10mM dNTP, primer

(10pmole), template, Taq polymerase (2.5unit)을 혼합하고 95℃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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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56℃에서 30초, 72℃에서 30초의 조건으로 40 cycles을 반복하여 증

폭하였다. 증폭된 DNA는 2% agarose gel (EtBr 0.5μg/ml)에 전기영동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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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쥐의 배아로부터 RNA 분리

생쥐의 배아 중 영양막(trophoblast)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

아를 준비된 Trizol reagent를 500μl에 넣고 vortexing을 1분간 시행한

후 4분간 incubation 하였다. Chloroform을 100μl 첨가하고 15초간

vortexing을 한 후 상온에서 3분간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sample을

4℃에서 13,200rpm의 속도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가 끝나

면 무색의 수용액 층인 상층액 200μl를 새로운 1.5ml tube로 옮겨주었다.

200μl의 isopropanol (Burdick&Jackson)을 첨가하고 상온에서 10분간

incubation 한 뒤 4℃에서 13,200rpm의 속도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가 끝나면 상층액을 제거한 후 500μl의 75% ethanol을 넣고 4℃

에서 13,200 rpm의 속도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온에서 10분간

pellet을 말린 후 0.1% DEPC 증류수 20μl에 녹였다. 그 후 genomic

DNA (gDNA)를 제거하기 위하여 DNase I (Ambion, AM2222)을 제작

사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 결과 E8.5에 한 개의 배아 당 평균적

으로 total RNA를 WT에서 694.5 ng 얻었고, Het에서 849.2 ng, KO에

서 508.6 ng을 얻었다. E7.5 배아에서는 WT에서 485.1 ng, Het에서

471.7 ng, KO에서 123.2 ng의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E6.5 배아의

경우 충분한 양의 RNA를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glycogen carrier를

이용하였고 WT에서 213.8 ng, Het에서 209.4 ng, KO에서 213.7 ng의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그 후 각각의 WT, Het, KO genotype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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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를 sequencing에 최소 필요량인 1 μg을 초과하도록 RNA를 모았고

(pooling) 사용 전까지 –70℃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 일련에 과정에

대한 모식도를 그림 1에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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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ork flow of preparation of RNA-seq A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ss from which RNA is extracted from the

embryos and managed to proceed with RNA-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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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PCR

배아에서 추출한 100 ng의 total RNA에 oligo dT primer (100pmole)

를 넣고 DEPC 증류수로 volume을 11.55μl로 맞춘 후, 70℃에서 5분간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M-MLV buffer, 5mM dNTP, M-MLV

reverse transcriptase (50unit, Promega), RNase inhibitor (5unit,

Promega)를 첨가하여 총 20μl의 반응액을 만든 뒤 37℃에서 80분간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70℃에서 15분간 M-MLV reverse

transcriptase을 불활성화 시킨 후 생성된 cDNA를 PCR template로 사

용하였다. PCR 반응에는 10x PCR buffer, 10mM dNTP mix, primer

(10pmole), template, Taq polymerase (2.5unit)을 혼합하고 95℃에서 30

초, 54℃에서 30초, 72℃에서 30초의 조건으로 cycle을 반복하여 증폭하

였다. 증폭된 DNA는 2% agarose gel (EtBr 0.5μg/ml)에 전기영동 하여

분석하였다.

RT-PCR에 사용한 primer는 표 1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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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rimer lists

Gene Pimer Tm (℃)

Apoa2
F: AGAATCGCAGCACTGTTCCT

60
R: TGGCACATCTCACTTAGCCG

Brachyury 
F: CTGTGAGTCATAACGCCAGC

59
R: AGATCCAGTTGACACCGGTT

Cer1 
F: ATCCTGCCCATCAAAAGCCA

60
R: TCAAGTGCACGGTGGTGAAT

Fga
F: CTGTGAGTCATAACGCCAGC

60
R: ATCACAGTCTCTCGTTGGGC

Fgf5
F: GGAAAACTCCATGCAAGTGCC

60
R: GAAGTGGGTGGAGACGTGTT

Gapdh5'
F: CAGTGGCAAAGTGGAGATTG

55
R: TTGATGTTAGTGGGGTCTCG

Gapdh center
F: GCTGAGTATGTCGTGGAGTC

55
R: GTCATGAGCCCTTCCACAAT

Gapdh3'
F: GTTCCTACCCCCAATGTGTC

55
R: AGAGTGGGAGTTGCTGTTGA

Gpx1
F: AGTTCGGACACCAGGAGAATG

60
R: GTACAAGACCTCGTGCTTCCA

Gsto1
F: AGTTCGGACACCAGGAGAATG

60
R: ATGACTTCGTGCCGGATTCC

Nanog
F: CGGCTCACTTCCTTCTGACT

60
R: GCGTTCCCAGAATTCGATGC

Pou5f1(Oct4) 
F: AAGTTGGCGTGGAGACTTTG

59
R: CCGCAGCTTACACATGTTCT

Rhox5
F: TGATGGATGCCTGTGTGTCC

60
R: TCTCACTCCACGACAAGCAG

Serpinf2 
F: GGAAGACCTGGCGAACATCA

60
R: AAGGGGAAATGAGCCACCTG

Six3 
F: TTGCTCTCTCTAACTCGCTGG

60
R: CCCGACCCTTGTTCATCTGG

Sephs1 exon 1~3
F: ATTCAGGCGACGCTTAAGG

60
R: AGGAAAGACCACCATGCCTC

Sephs1 exon 2~3
F: GAGAGTCCTTTAACCCGGAG

60
R: AGGAAAGACCACCATGCCTC

Sephs1 genotyping KO
F: GTGTCCTCCATAACTTCGTATAGC

60
R: GAGAGCAGCAGTGTAGAGGTC

Sephs1 genotyping WT
F: GAGATGCGTTTGTGTCCTCC

60
R: AGTGAGTGCCCGCCTTTA

Thbd
F: TGTCGAAACTTCCCTGGCTC

60
R: TTGTACTCCAGCTCTGCA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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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l-time PCR

RT-PCR에 사용한 cDNA를 template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primer

mix (10pmole)와 2x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4309155), 3차 증류수를 혼합한 총 20μl의 반응액을 만들어

서 optical 96well reaction plate (Applied Biosystems)에 넣었다. 이

plate를 StepOne™ real-time PCR (Applied Biosystems) 기계에 넣고, 9

5℃에서 30초, 56℃에서 1분, 72℃에서 1분의 조건으로 40cycle을 반복하

여 증폭하였다. 형광 측정은 각 annealing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측정을

위하여 threshold cycle (Ct)를 사용하였다. Relative mRNA level을 구하

기 위해 comparative Ct (ΔΔCt) 방법을 사용하였고 Gapdh 혹은 Hprt의

ΔΔCt 값으로 normalization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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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아 내 SEPHS1 위치 관찰

SEPHS1의 세포 내 위치를 관찰하기 위해서, 탈락막(Decidua)에 감싸

진 배아를 1x PBS로 washing하고 4% paraformaldehyde (Sigma)로

4℃에서 overnight(8 시간이상)으로 shaker 위에서 fixation을 진행하였

다. 그 후 paraffin wax block을 만들어 0.5μm 두께로 section하여 슬라

이드에 붙였다. 5% BSA (Roche)용액으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고 SEPHS1 primary antibodies (santa cruz, sc-365945)를

1:100의 농도로 4˚C에서 overnight(8 시간이상)으로 염색 하였다. 그리고

Alexafluor 488 conjugated secondary antibodies를 1:100 농도로 상온

에서 1시간 동안 염색 후 EVOS® 형광 현미경을 통해 이미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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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nscriptome 분석

전사체(Transriptome) 분석을 위하여 배아로부터 추출한 준비된

total RNA를 마크로젠에 의뢰하여 RNA-sequencing을 수행하였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mRNA quality는 RNA 6000 Nano-Assay칩과

BioAnalyser 2100 (Agilent Technologies)를 통해 측정하였다. 모든 샘플

의 RNA의 RNA integrity number (RIN) 값이 8을 초과하였음을 확인

후 TruSeq RNA Sample Prep Kit v2 (Illumina)을 이용하여 cDNA 라

이브러리를 제작 후 Illumina HiSeq 4000을 사용하여 paired-end

sequencing을 수행하였다.

Sequencing raw-data를 마크로젠으로 부터 받아서 분석을 진행하였

다. Trim Galore (version 0.5.0, Babraham Bioinformatics)를 통해

trimming을 진행하였고, HISAT2 (version 2.1.0, CCB at Johns Hopkins

University)와 STAR (version 2.7, Alexander Dobin) aligner를 이용하

여 mouse genome (Mus musculus, mm10)에 모든 reads를 alignment

하였다. 그 후 StringTie (version 1.3.5, CCB at Johns Hopkins

University)를 통해 각 유전자의 양을 FPKM (Fragments Per Kilobase

of exon per Million fragments mapped) 값으로 정량화 하였고 FPKM

값이 0인 gene은 제외하였다. 그 후 log2 로 값을 변환하였고 필터링을

한 후 각 gene에 1을 더하였다. Benjamini-Hochberg algorithm 및

False discovery rate (FDR)을 이용하여 p-value를 구였다. Ballgown을



- 14 -

이용하여 differential expression genes (DEGs)를 구하였다.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method를 사용하여 샘플간의

similarities를 시각화 하였다. 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개발한

MeV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omplete linkage와 Euclidean distance를

반영하여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를 수행하였다. The Gene

Ontology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tool과 Biological Network Gene

Ontology tool (BiNGO) 및 Gene Ontology enRIchment anaLysis and

visuaLizAtion (GORILLA) tool을 사용하여 GO term 분석을 하였다. 그

리고 Ingenuity Pathway Analysis (IPA)를 사용하여 functional

annotation 분석 및 pathway를 예측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R 3.5.1

(www.r-project.org) 에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 및 시각화 하였

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식도를 그림 2에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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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ork flow of transcriptome analysis The matrix plot

for transcriptome analysis. Each step described which package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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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적인 분석

통계 분석은 GraphPad PRISM statistical analysis graphing

software (GraphPad, San Diego, CA)에서 제공하는 an unpaired

Student’s t test 또는 one-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n=3 이상의 데이터에서 평균값 (mean)과 분산(variance)을 구했

고, p-value < 0.05를 유의한 (significant) 수치라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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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생쥐의 Sephs1 knockout 배아에서 비정상적인 배

아발달 확인

이전의 연구에서 Sephs1이 KO된 배아에서 초기 발생 시기 중 E8.5에

서 크기에 대한 차이가 있음과 E11.5에 embryonic lethality가 있음이 보

고된 바 있다(Tobe et al., 2016). 하지만 정확히 어느 시기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time point를 찾기 위해

배아의 E6.5, E7.5 or E8.5 시기를 관찰하였다. 해당 time point를 선정한 이유

는 이전 논문에서 E8.5 이후부터 이미 발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time point를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E6.5 시기를 보면, Sephs1 WT과 Het 그리고 KO에서 형태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A∼C). Epiblast의 모양이나 배아의 크기에 대한 차이

가 없고, E6.5 시기에 관찰할 수 있는 실린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표

2). 총 110개의 E6.5 embryo에서 전반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며 그 중 3개의

E6.5 embryo의 대표 사진을 첨부하였다(Appendix 그림 1).

반면에 E7.5 시기에서부터는 Sephs1이 KO된 embryo에서 다음과 같은 차

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 3D∼F). 먼저 Sephs1이 KO된 embryo가 Het

나 WT embryo보다 크기가 더 작은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amniotic

cavity가 매우 작거나 잘 보이지 않고, embryonic ectoderm이 뚜렷하게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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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낭배 형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였

다(표 2). 총 86개의 E7.5 embryo에서 전반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며 그 중 3

개의 E7.5 embryo의 대표 사진을 첨부하였다(Appendix 그림 2).

이러한 배아의 발달 차이는 E8.5가 되면 차이가 더욱 심하게 관찰 된다(그림

3G∼I). 먼저 크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두드러지는 부분은 Sephs1 KO

embryo에서 head fold 부위에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eye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somite에 분획도 관찰 할 수 없다(표 2). 총 25개의

E8.5 embryo에서 전반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며 그 중 3개의 E8.5 embryo의

대표 사진을 첨부하였다(Appendix 그림 3).

종합해 보면 낭배 형성 시기로 알려진 E6.5 (early), E7.5 (middle), E8.5

(late) 동안에 발달이 매우 더디거나(retardation)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관

찰하였다. 특히 Sephs1이 KO된 배아에서 초기 발생 시기가 E7.5부터 시

작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Sephs1이 생쥐의 초기배아발

달 시기 중 낭배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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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Sephs1 deficient embryos

at E6.5, E7.5 or E8.5. Bright field image of embryo after complete

removal of Reichert’s membrane. (A-C) Normal morphogenesis in

E6.5 embryos with Sephs1 KO mutations. (D-F) Abnormal

morphogenesis in E7.5 embryos with Sephs1 KO mutations. (G-I)

Significantly abnormal morphogenesis in E8.5 embryos with Sephs1

KO mutations. Scale bars represent: 500 μm in A-I. Ac: amniotic

cavity; All: Allantois; Am: amniotic membrane; Ee: embryonic

ectoderm; Epc: ectoplacental cone; Epi: Epiblast; Hf: Head fold; Ht:

Heart; Ps: Primitive streak; Sm: Som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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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Sephs1 deficient embryos

at E6.5, E7.5 or E8.5.

Sephs1

WT
Sephs1 Het Sephs1 KO

E6.5

Epiblast - 관찰됨 - 관찰됨 - 관찰됨

Primitive

streak
- 관찰됨 - 관찰됨 - 관찰됨

E7.5

Ectoderm - 모양이 뚜렷함 - 모양이 뚜렷함 - 관찰 어려움

Amnion - 경계가 분명함 - 경계가 분명함 - 경계가 모호함

E8.5

- Head fold 형성

관찰됨

- Somites 형성이

뚜렷함

- Heart 관찰됨

- Head fold 형성

관찰됨

- Somites 형성이

뚜렷함

- Heart 관찰됨

- Head fold 불완전

형성 관찰됨

- Somites 형성이

불완전함

- Heart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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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유전자 발현 조사를 통한 각 배아의 배아발달

시기 확인

본 연구에 사용될 각 배아의 발생단계를 분자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각 E6.5, E7.5, 그리고 E8.5 단계의 배아에서 RNA를 추출한 뒤 각 발생

단계 특이적으로 발현된다고 알려진 표지 유전자(marker gene)들을 사

용하여 각 표지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PCR로 조사하였다.

우선 추출한 RNA의 quality 조사하였다. 추출한 RNA들에 대해

no-RT PCR을 수행한 결과 genomic DNA의 contamination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그림 4A). 또한 추출된 RNA의 분해(degradation) 여부를 조

사하기 위해 total RNA추출물에 있는 Gapdh mRNA를 표적으로 한

primer를 사용하여 5’-말단부위, center and 3’-말단부위에 대해

RT-PCR 수행한 후, 각 부위 별 PCR산물의 band intensity를 조사하였

다. 그림 4B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샘플에서 band의 강도가 동일

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RNA들이 추출과정에서 분해되지 않았음

을 제시한다. 해당 PCR band가 saturation 되어 band의 강도가 동일하

게 나온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PCR cycle 수를 20에서 40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35 cycle에서 saturation이 없고 가장 적합한

band 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Sephs1의 KO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T-PCR을 수행

하였다. 그림 5A에서 볼 수 있듯이 Sephs1의 exon2 부위를 타겟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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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가지고 RT-PCR을 진행하였을

때 KO된 sample의 mRNA 샘플에서는 Sephs1의 band가 없음을 통하여

KO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여 각 시기에 알맞은 embryonic stage marker

유전자를 선정 하였다. Li et al(2013)과 Acampora et al (2013)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stem cell marker로 알려진 Oct4 (Pou5f1 유전자라고도

불림)와 Nanog, 그리고 early development 시기에 morphogenesis에 관

여하는 Fgf5 유전자는 E6.5 시기와 E7.5 시기에 발현이 높다. 그리고

Brachyury (T 유전자라고도 불림) 및 Cer1 유전자는 E6.5시기에도 발현

하지만 E7.5 시기에 더욱 발현이 높다(Li et al., 2013, Bhargava et al.,

2017). 반면에 forebrain과 eye development marker인 Six3 유전자는

E7.5 시기부터 발현을 시작하여 E8.5 시기로 진행될수록 발현이 점차 증

가 한다 (Zhang et al., 2010).

따라서 Oct4, Nanog, Fgf5을 통해 E6.5, E7.5와 E8.5 사이의 time

point를 구분하였다. 그림 5A에서 볼 수 있듯이 E6.5와 E7.5 시기에는

Oct4, Nanog, Fgf5 유전자의 발현이 되었지만 E8.5 시기에는 발현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Nanog에 대하여 qRT-PCR 해보았을 때 그림 5B에

서 볼 수 있듯이 E7.5에서 E8.5에 비해 약 100배 이상의 발현양이 증가

하였다 (p<0.0001).

그리고 middle gastrulation 시기인 E7.5 시기에서 가장 높은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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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Cer1과 Brachyury 유전자를 통해 E6.5와 E7.5 에서 추출한

RNA의 time point를 확인하였다. 그림 5A를 보면, E6.5에서 추출한

RNA에서 band 강도가 E7.5 에서 추출한 RNA의 것보다 매우 약한 것

을 관찰하였고 따라서 이는 E6.5 시기와 E7.5 시기의 embryo를 잘 구분

하여 분리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qRT-PCR을 통해 Brachyury 유

전자의 발현도를 정량화 하여 E6.5와 E7.5 그리고 E8.5를 비교하여 보았

을 때 p값 0.0001미만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Six3 유전자를 통해 E8.5 time point를 구분하였다. E8.5

이전 시기에서는 Six3의 PCR band가 거의 관찰 되지 않지만, E8.5 시기

에 WT 샘플에서는 Six3의 발현을 명확히 관찰 할 수 있다(그림 5A).

이 결과를 qRT-PCR을 통해 E7.5와 E8.5에서 Six3의 발현값을 정량화

하여 비교하였을 때 p값 0.0001미만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3I

에서 관찰 했던 것처럼 E8.5 시기에 KO 샘플에서는 형태적으로 eye를

관찰 할 수 없었던 결과와 동일하게 Six3의 발현도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기적인 차이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안에서 genotype

간에 차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E6.5와 E7.5 시기에서 notochord의

development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Brachyury gene이 WT

보다 KO에서 RNA expression level이 감소했다. 특히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E6.5에



- 24 -

서는 약 3배, E7.5에서는 약 2배정도의 발현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5B).

하지만 E8.5에서는 발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를 통해 그

림 3에서 형태적인 차이를 E6.5 시기에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분자생물

학적인 차이는 이미 E6.5 시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embryonic stage-specific marker를

통해 각 time point에서 embryo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리하것을 보여

주었고 특히 Sephs1-deficient embryo에서 초기 낭배 형성 시기(early

gastrulation at E6.5)에 Brachyury gene의 RNA expression level이 상

당히 감소했다는 결과를 통해 E6.5에서 형태적 차이는 없었지만 이미 분

자생물학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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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NA quality check from E6.5, E7.5 or E8.5 embryos. (A)

No RT-PCR results using RNA template to confirm gDNA

contamination in all samples. (B) RT-PCR result in some portion of

Gapdh to comfirm mRNA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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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mbryonic marker differences in Sephs1 deficient

embryos at E8.5, E7.5 or E6.5. (A) mRNA of embryonic marker

related genes expression level analyzed by RT-PCR. (B) mRNA of

embryonic marker related genes expression level analyzed by

quantitative qRT-PCR. Relative quantitation of genes was normalized

to Hprt. All results are shown as means ± standard errors. ****: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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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phs1이 knockout된 생쥐의 배아에서 SEPHS1

발현 조사

다음으로 genotype 조사를 통해 KO이 된 배아에서 KO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Sephs1의 expression을 SEPHS1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여

immunohistochemistry (IHC)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쥐의 배아는 크기가

작고 매우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배아를 단일로 추출하여 파라핀 블

록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탈락막(decidua) 전체를 파라핀

블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탈락막은 생쥐의 maternal

조직이기 때문에 생쥐의 어미의 genotype과 같은 Sephs1 Het genotype

갖는다는 것이다. 그림 6 에서 볼 수 있듯이 WT 샘플에서는 배아부분

과 탈락막부분 모두에서 SEPHS1의 발현이 관찰되나, KO 샘플의 배아

에서는 SEPHS1의 발현을 관찰 할 수 없으나 그 주변부(탈락막 부분)에

서는 SEPHS1 protein의 expression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KO의

genotype을 가지는 생쥐의 배아에서는 Sephs1의 발현이 일어나지 않으

며 어미로부터 SEPHS1이 배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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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mmunohistochemistry(IHC) staining of SEPHS1

expression in E7.5 embryos. Shown are representative IHC images

of SEPHS1 protein expression. SEPHS1 (white arrows) was detected

in nucleolus at Sephs1 WT but not KO. Scale bar represents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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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 발생단계에서 배아의 전사체 분석

Sephs1 결핍 초기 배아에서 낭배 형성 동안에 어떤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RNA sequencing (RNA-seq)을 통해

transcriptome 분석을 진행하였다. RNA-seq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RNA양은 1 μg이나 각 배아에서 얻은 RNA 양은 이것보다 적으며 또한

샘플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embryonic stage별로 각 유전자

형(genotype) 별로 RNA를 pooling 하였다. E6.5 WT, E6.5 KO, E7.5

WT, E7.5 KO, E8.5 WT, E8.5 KO 총 6개의 pooling 된 RNA sample을

가지고 RNA-seq을 진행했다. Sequencing을 진행하기 전에 Bioanalyzer

를 이용하여 RNA quality를 측정해보았을 때 모든 샘플에서 RIN 값이

9.4 이상으로 나왔으며 이는 추출된 total RNA의 품질(RIN값이 8이상이

면 좋은 품질로 판단함)이 RNA-seq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Appendix 그림 4).

Paired-end sequencing을 수행하였으며 sequencing결과 E6.5 WT 샘

플에서 60,495,624 개, E6.5 KO 샘플에서 64,113,416 개, E7.5 WT 샘플

에서 68,121,282 개, E7.5 KO 샘플에서 62,813,676 개, E8.5 WT 샘플에

서 59,896,952 개, E8.5 KO 샘플에서 70,453,264 개의 reads를 얻었으며,

각 read의 평균 길이는 101 bp 이다. 따라서 mouse reference genome

(mm10)에 3X coverage로 sequencing되었다. Sequencing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astQ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hred score (Dea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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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2)를 측정하였다. 모든 샘플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준인 phred

score 30 이상의 값으로 sequencing이 수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ppendix 그림 5). 각 reads은 trimming을 거쳐 Hisat2 aligner로 각

read를 chromosome에 mapping 하였다. Mapping이 완료된 각 샘플별

processed read 개수, mapped read 개수 및 mapping이 되지 않은 read

수를 표 3 에 표기하였다. 모든 샘플에서 98%이상으로 mapping이 되었

기 때문에 raw-data reads에서부터 mapping까지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

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WT 샘플에 대한 KO 샘플의 상대적 발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유전자 당 FPKM값을 구하였고 동일 유전자에 대해 FPKM값을 비교하

였다. 분석한 RNA-seq data가 각 유전자의 발현정도를 명확히 반영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배아발생단계의 표지자로 사용했던

Brachyury gene에 대해 각 샘플 당 FPKM 값을 비교한 결과, E6.5에서

WT에 비해 KO embryo에서 FPKM값이 3.77배 감소하였으며, E7.5에서

는 WT에 비해 KO embryo의 FPKM값이 2.02배 감소하였고, E8.5 에서

는 FPKM값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 결과는 그림

6B에서 보여준 qRT-PCR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RNA-seq의 결과

가 유전체의 발현정도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적중표적유전자(targeted gene)로 사용된

Sephs1의 FPKM을 보았을 때 WT과 KO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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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 결과는 Sephs1 전체 서열 (chr2: 4,879,564–4,912,556)에

대하여 FPKM을 구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exon2가 KO에서 delete

되었어도 WT과의 길이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Integrative Genomics Viewer (IGV)를 통해 Sephs1에 mapping된 reads

를 관찰한 결과, KO sample에서는 mapping된 reads의 수가 0임을 확

인하였다(표4에 *표시함).

그 다음으로 RNA-seq 분석을 통하여 각 stage 별로 up or down

regulated gene의 counts를 측정하였다. E6.5에서 WT과 KO 간에 663

개의 up-regulated 유전자와 1,027개의 down-regulated 유전자가 관찰되

었으며 E7.5에서 982 개의 up-regulated 유전자와 800개의

down-regulated 유전자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E8.5에서 568 개의

up-regulated 유전자와 561 개의 down-regulated 유전자가 관찰되었다

(그림 7A). E6.5에서 E7.5를 거쳐 E8.5에 이르면서 발현이 KO에서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차등발현유전자(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괄목할 만한 점은 Sephs1이

KO된 embryo가 E6.5 시기에서 형태적인 차이는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DEG는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이고 이는 Sephs1에 의한 분자적인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전사체들의 조절이 early gastrulation 시기에 가장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E8.5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분자적인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형태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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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히려 DEGs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다음으로 Smear plot을 통해 DEGs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시각화하였

다(그림 7B). E6.5 시기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outer range) DEGs가

많이 존재하는 반면에 E7.5와 E8.5시기로 갈수록 그림에 회색으로 표지

된 log2 fold change 근처에 있는 DEGs만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을 통해 각 sample간

genotype별 similarity 보다 embryonic stage 별로 similarity가 더 높아

서 배아 발생시기(time-point)에 따라 그루핑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7C). 또한 Pearson’s coefficient 수치도 genotype의 간의 유사성

보다 embryonic stage 간의 유사성의 수치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그

림 7D, E). 결론적으로 sequencing 분석 결과는 각 genotype별 차이, 즉

WT과 KO의 차이 보다 time-point에 차이, 즉 E6.5, E7.5 또는 E8.5 간

에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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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apped reads count

Sample
Number of

processed reads

Number of

mapped reads(%)

Number of

unmapped reads (%)

E6.5 WT 60,495,624
59,637,311

(98.58%)

858,313

(1.42%)

E6.5 KO 64,113,416
63,193,992

(98.57%)

919,424

(1.43%)

E7.5 WT 68,121,282
66,941,237

(98.27%)

1,180,045

(1.73%)

E7.5 KO 62,813,676
61,756,870

(98.32%)

1,056,806

(1.68%)

E8.5 WT 59,896,952
58,985,452

(98.48%)

911,500

(1.52%)

E8.5 KO 70,453,264
69,150,521

(98.15%)

1,302,74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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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PKM of embryonic stage marker genes in RNA-seq

analysis.

*: indicate read counts of Sephs1 exon2 portion

The FPKM of embryonic marker genes was calculated from

RNA-seq analysis. The fold change of KO FPKM versus WT FPKM

at each time-poin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qRT-PCR data.

Gene 

ID
Transcript ID Gene Symbol

FPKM

E6.5 WT E6.5 KO E7.5 WT E7.5 KO E8.5 WT E8.5 KO

109079 NM_175400 Sephs1
33.31 
(849*)

31.32
(0*) 

32.34 
(712*)

30.23
(0*) 

27.45 
(670*)

26.09
(0*)

18999 NM_001252452,NM_013633 Pou5f1 547.22 472.04 421.68 242.50 3.01 8.35 

71950
NM_001289828,NM_001289830,

NM_001289831,NM_028016
Nanog 29.66 20.86 15.68 10.87 0.05 0.45 

14176 NM_001277268,NM_010203 Fgf5 38.73 34.48 11.80 11.79 0.10 0.37 

12622 NM_009887 Cer1 70.09 34.59 54.48 35.92 2.12 0.30 

20997 NM_009309 Brachyury 67.85 18.00 174.30 86.28 16.24 22.82 

20473 NM_011381 Six3 0.63 0.29 1.46 0.37 2.42 2.20 

14433 NM_001289726,NM_008084 Gapdh 1735.52 1952.59 1666.19 1581.49 2102.73 1983.93 

20768 NM_009266 Sephs2 61.72 75.36 56.16 75.99 49.25 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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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he statistics of DEGs obtained in RNA-seq (A)

Counts of up & down DEGs between WT and KO in E6.5, E7.5 or

E8.5 time point. (B) Smear plot provide visual summaries of statistics

for all measured DEGs in E6.5, E7.5 or E8.5 time point. The average

logCPM(count per million) is shown on the x-axis. The vertical bars

at log2 1 and -1 indicate the cutoff used for differential expression of

the DEGs. (C)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analysis separated

samples according to each component character. (D, E) Correlation

matrix to evaluate Pearson’s coefficient (Range: -1≤ r ≤ 1). The

closer the R value is to 1, the more similarity is between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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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ne ontology (GO) 분석 및 Pathway 예측

Heat map of 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해 각 stage별 유전자 발현

패턴을 관찰하였다(그림 8A). 총 10개의 발현패턴 변화를 나타내는

cluster 군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들 각 cluster에 속하는 유전자군들

에 대하여 GO term analysis를 시행하였다. 패턴을 관찰한 결과 lipid 관

련 유전자가 모든 시기에서 up-regulation 되어 있었고, 신경전달 신호

관련 유전자들과 혈액 조절 및 단백질 대사관련 유전자들은

down-regulation 되어 있었다. 배아의 발달이나 세포의 성장에 관련한

유전자들은 E6.5와 E7.5 시기에는 up-regulation 되어있는 반면에 E8.5

시기에는 down-regulation 되어 있었다. E8.5 시기에는 배아가 퇴화

(resorption)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달과 생장에 관련한 유전

자의 발현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다음으로 이전 연구를 통해

SEPHS1이 ROS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DEG 중에

ROS related genes의 발현패턴을 분석 해보았다. 초기 낭배 형성 시기

(early gastrulation stage at embryonic day 6.5)에 KO sample에서

Gsto1, Gpx1과 같은 ROS related genes의 expression level이 매우 높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8B). E6.5 시기에서 이미 ROS level이 증가 되

어있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이러한 유전자들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

된다. 이렇게 Sephs1이 KO된 배아에서 ROS를 조절하기 위해 ROS

related genes의 발현이 높아졌지만, 그 중심에 있는 Sephs1의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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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ROS 항상성 조절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이전 연

구를 통에서 밝혀진 사실과 같이 ROS에 의한 세포 손상과 사멸로 인해

Sephs1 KO에서 embryonic lethality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그리고 IPA를 통해 pathway 예측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3 stage 모

두에서 Sephs1의 KO이 비타민 A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liver X

receptor(LXR)과 retinoid X receptor(RXR) pathway의 activation을 유

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9). Coagulation system은 E6.5와 E7.5에서

는 KO에 의해 activation되어 있지만, E8.5에서는 inhibition 되어 있다.

Coagulation system과 관련된 prothrombin의 결핍에 의한 E9.5 시기에

embryonic lethality가 일어난다는 보고 (Hogan et al., 2002)와 연관 지

어 생각해보았을 때, 앞서 살펴본 ROS에 의한 damage와 예측된 비정상

적인 coagulation system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Sephs1이 KO된 배아

에서 embryonic lethal을 통한 배아의 퇴화(resorption) 과정을 유도되었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IPA 분석으로 얻은 LXR/RXR pathway와 coagulation system 속에

포함된 DEGs를 선별하여 qRT-PCR 통해 각 stage에서 WT과 KO사이

의 발현양의 차이와 RNA seq에 의해 얻어진 FPKM값의 fold change사

이의 correlation여부를 조사했다(그림 10). 이 결과는 RNA-seq 분석에

의에 의해 얻어진 FPKM값이 실제 mRNA expression level을 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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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통해 computational predicted pathway가 실제 배아에서도

비정상적인 차이를 나타냄을 보여줌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LXR/RXR 및 coagulation pathway에 Sephs1이 관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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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ranscript profiles of genes involving in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and qRT-PCR. (A) Hierarchical clustering

Heat-map of DEGs. Log2 fold-change values were used for clustering

analysis, which represent the relative transcription level under the

Sephs1 KO compared to the WT control. ‘Red’ indicates relatively



- 40 -

higher expression and ‘Green’ indicates lower expression. (B) mRNA

of ROS related genes expression level analyzed by qRT-PCR.

Relative quantitation of genes was normalized to Gapdh. All results

are shown as means ± standard errors. ****: p < 0.0001; ***: p <

0.001; **: p < 0.01;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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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athway prediction for DEGs using IPA. (A) The

DEGs of a fold change of ≥2 of KO versus WT input IPA at E6.5.

(B) at E7.5. (C) at E8.5. X axis represents GO terms Y axis

represents –log(p-value). Top 10 of canonical pathway using up and

down D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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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Validation of IPA result from RNA-seq analysis

using qRT-PCR (A) mRNA of LXR/RXR pathway and coagulation

system related genes expression level analyzed by qRT-PCR. (B)

Comparison fold change value between FPKM and qRT-PCR of

genes included LXR/RXR pathway and coagulation system from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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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phs1 ΔE2 Variant에 대한 분석

Sephs1는 다양한 variants가 존재한다(Jiwoon Na et al., 2018 and

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이전 논문에 사용하였던 Sephs1의

ATG start codon이 존재하는 exon2를 타겟으로 하는 systemic

knock-out mouse를 사용하였다(Tobe et al., 2016). 따라서 본 실험 조건

에서 여러 Sephs1 variants 중에 ΔE2 form의 variant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RT-PCR을 수행하였고 KO sample에

서 exon2부위가 deletion 되어 110bp 길이의 짧아진() mRNA band를 확

인 할 수 있었다(그림 11A). 또한 RNA-seq후 read들의 mapping결과에

서도 WT에서와는 달리 KO embryo에서는 exon2에 mapping된 read들

은 찾을 수 없다(그림 11B). 따라서 Sephs1 exon2 targeted systemic

KO mouse 모델에는 Sephs1 ΔE2 isoform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에 알려진 Sephs1의 기능인 ROS homeostasis 조절을 온전히 수

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Sephs1은 start codon이 포함

된 exon2 부위에 catalytic domain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아마도 Sephs1

ΔE2 isoform은 active site로 알려진 sequence를 포함하지 않아서

Sephs1의 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Sephs1 exon2 부

분이 Sephs1의 ROS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한다는 것을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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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ephs1 ΔE2 variant in RT-PCR and alignment

mapped reads. (A) Detection of truncated Sephs1 mRNA from

reverse transcription PCR product using primer from forward exon1

to reverse exon3. (B) IGV map view in Sephs1 region (chr2: 4,879,564

–4,912,556). Indicated black arrow is Sephs1 exon2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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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Selenophosphate synthetase (SEPHS)는 셀레늄 단백질의 합성 시

selenium donor인 selenophosphate를 합성하는 기능을 한다(Ehrenreich

et al., 1992). 고등진핵생물에는 2개의 SEPHS paralogue (SEPHS1,

SEPHS2)가 있지만(Guimaraes et al., 1996), SEPHS2만이

selenophosphate 합성하는 기능을 가지며 SEPHS1은 셀레늄단백질의 생

합성 과정에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Xu et al., 2007).

Sephs1이 비록 selenophosphate의 합성하는 기능은 없거나 매우 적지

만, 세포의 redox homeostasis를 조절하며 이를 통하여 cell growth와

proliferation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이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초파리의 배아 세포 연구에서 Sephs1의 KD은 ROS의 축적을 유

도하였고(Serras et al., 2001) Sephs1 KO은 larval stage에서 lethality를

일으킨다(Shim et al., 2009). 또한 생쥐의 배아종양세포에서 Sephs1의

KO 하였을 때 세포 내에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축적을 가져

온다는 선행연구가 있다(Tobe et al., 2016).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기능

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mouse embryo의 발생과정에서 Sephs1의 기능

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정확히 어느 시기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배아의 퇴화(resorption)가 일어나는지에 대

한 연구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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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Sephs1 deficient에 대한 차이가 E6.5시기에는

morphological difference가 없었고 E7.5 시기부터 형태적 차이가 발생한

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E8.5에서 head fold나 somite에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낭배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후에

organogenesi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embryonic lethality

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연구에서 HeLa cell에서 Sephs1을

knock-down (KD)한 결과 cell migration이 저해됨을 밝힌 적이 있다

(Jiwoon Na et al., 2018). 따라서 in vivo에서 마찬가지로 Sephs1

deficient 상황에서 cell migration이 저해되었기 때문에 낭배 형성이 제

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Sephs1 exon2 targeted KO을 하였을 때 배아에서 SEPHS1 단

백질의 발현이 없음을 IHC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 사

용한 생쥐 모델에는 Sephs1 ΔE2 isoform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던 ROS homeostasis 조절 등의 Sephs1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Sephs1의 main function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도메인이 Sephs1 exon2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

을 제시 할 수 있다.

RNA-seq analysis를 통해 molecular functional difference는 이미

E6.5 시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차이

는 ROS에 의한 세포 손상 및 사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사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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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신호전달경로 예측(transcriptome analysis and pathway

prediction)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mouse에서 다양한

Sephs1 splice variants 중 Sephs1 ΔE2 isoform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ΔE2 isoform은 development 시기에

Sephs1의 ROS 조절기능을 온전히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추후 mouse에서 Sephs1 variants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tinoid는 척추동물의 배아 발달에 관여한다(Kam et al., 2012 and

Lu et al., 1997). 또한 retinoid는 세포성장, 세포사멸, 면역반응 그리고

epithelial 성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riancik et al., 2010,

Gudas et al., 2011, Hogarth et al., 2010, Mora et al., 2008, Mukherjee

et al., 2006, Pino-Lagos et al., 2008). Retinol(비타민A)로부터 유래된

morphogen인 Retinoic acid (RA)는 세포의 분화와 기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Richard et al., 2012). LXR pathway에 의한 콜레스테

롤과 지실 항상성(lipid homeostasis)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

(inflammation)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Gong et al., 2009). 사람의 태

반(placenta)에서 발현하는 LXR은 저산소증(hypoxia)에 의해 조절 된다

(T. Plösch et al., 2010). ROS는 N-4-hydroxyphenyl retinamide

(4HPR)-induced 세포사멸(apoptosis)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Sun et

al., 1999). 하지만 Sephs1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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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analysis로 예측된 LXR/RXR pathway에서 Sephs1 deficient 상황은

retinoid와 관련한 세포의 성장 및 증식에 영향을 받아 낭배 형성이 제대

로 이루어 지지 않고 퇴화(resorption)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추측

한다.

본 연구를 통해 Sephs1이 초기 배아 성장 중 낭배 형성 시기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RNA-seq analysis를 통해

ROS에 의한 비정상적인 초기배아발달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과 기존

에 알려지지 않은 LXR/RXR pathway 및 coagulation system에 관여하

여 그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한

정확한 pathway validation 및 conditional KO mouse를 이용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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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endices

Appendix 표 1. FPKM of DEGs in RNA-seq analysis

Appendix 표 2. DEGs related RXR/LXR and coagulation pathway in IPA

Appendix 표 3. Top 10 of up-regulated DEGs in E6.5

Appendix 표 4. Top 10 of down-regulated DEGs in 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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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표 5. Top 10 of up-regulated DEGs in E7.5

Appendix 표 6. Top 10 of down-regulated DEGs in E7.5

Appendix 표 7. Top 10 of up-regulated DEGs in E8.5

Appendix 표 8. Top 10 of down-regulated DEGs in E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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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표 9 . GO analysis of molecular and cellular functions

for DEGs using IPA. Top 5 results in E6.5

Name p-value range
Number of

molecules

Cell-To-Cell Signaling and Interaction 4.10E-04 – 9.19E-11 90

Cellular Development 3.66E-04 – 4.14E-10 101

Cellular Function and Maintenance 4.00E-04 – 4.14E-10 90

Cellular Growth and Proliferation 2.37E-04 – 4.14E-10 75

Cell Death and Survival 3.58E-04 – 2.21E-09 109

Appendix 표 10 . GO analysis of molecular and cellular

functions for DEGs using IPA. Top 5 results in E7.5

Name p-value range
Number of

molecules

Protein Synthesis 4.16E-04 – 7.77E-12 71

Cellular Movement 6.08E-04 – 8.36E-11 92

Lipid Metabolism 5.54E-04 – 1.38E-10 70

Molecular Transport 5.85E-04 – 1.38E-10 90

Small Molecule Biochemistry 5.54E-04 – 1.38E-10 75

Appendix 표 11 . GO analysis of molecular and cellular

functions for DEGs using IPA. Top 5 results in E8.5

Name p-value range
Number of

molecules

Cell Death and Survival 5.74E-03 – 8.07E-10 89

Lipid Metabolism 4.79E-03 – 4.54E-09 47

Small Molecule Biochemistry 5.17E-03 – 4.54E-09 56

Protein Synthesis 4.42E-03 – 3.43E-08 39

Cell-To-Cell Signaling and Interaction 4.83E-03 – 1.08E-0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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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1.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Sephs1

deficient embryos at E6.5. Bright field image of embryo after

complete removal of Reichert’s membrane. Normal morphogenesis in

E6.5 embryos with Sephs1 KO mutations. Scale bars represent: 500 μ

m. Epc: ectoplacental cone; Epi: Epiblast; Ps: Primitive st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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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2.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Sephs1

deficient embryos at E7.5. Bright field image of embryo after

complete removal of Reichert’s membrane. Abnormal morphogenesis in

E7.5 embryos with Sephs1 KO mutations. Scale bars represent: 500 μ

m. Ac: amniotic cavity; Am: amniotic membrane; Ee: embryonic

ectoderm; Epc: ectoplacental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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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3.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Sephs1

deficient embryos at E8.5. Bright field image of embryo after

complete removal of Reichert’s membrane. Significantly abnormal

morphogenesis in E8.5 embryos with Sephs1 KO mutations. Scale

bars represent: 500 μm. All: Allantois; Hf: Head fold; Ht: Heart; Sm:

Som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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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4. Quality of extracted mRNA using

Bioanalyzer. Both the 28s/18s rRNA subunit ratio and the RNA

integrity number (RIN) were used to evaluate RNA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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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5. Phred score from RNA-seq rawdata using

FasQC. Observing the quality of raw-data file of RNA-seq using

FastQC program. The quality of all raw data is over 30 in Phre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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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6. Specific part of the BiNGO analysis result

at E6.5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athways involved in

epithelial or primary neural tub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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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7. Specific part of the BiNGO analysis result

at E7.5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athways involved in lipid

metabolism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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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그림 8. Specific part of the BiNGO analysis result

at E8.5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athways involved in the

organic acid metabol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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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ophosphate is an active selenium donor in selenium metabolism,

and selenophosphate synthetase (SEPHS) is the enzyme that

participates in the synthesis of selenophosphate. In higher eukaryotes,

there are two isoforms of SEPHS: SEPHS1 and 2. The two isoforms

show significantly high sequence homology, but only SEPHS2 has

enzymatic activity for selenophosphate synthesis. However, SEPHS1

plays a crucial role in cell growth and proliferation.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a systemic Sephs1 deficiency in mouse embryo

leads to underdeveloped embryos at embryonic day (E)8.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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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rption to maternal tissue at E14.5, which results in embryonic

lethality. To elucidate the molecular function of Sephs1 in embryonic

development, embryos were prepared at E6.5, E7.5 and E8.5. There is

no morp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Sephs1 knock-out (KO) and

wild type (WT) embryos in E6.5. However, defective gastrulation and

morphological differences were observed at E7.5 and E8.5.

Transcriptom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NA sequencing

(RNA-seq) technologies.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in KO

embryos compared with wild type embryos were detected for their

respective time points. The DEGs were used for the prediction of

signaling pathway using Ingenuity Pathway Analysis (IPA). Although

there were no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E6.5, molecular functional

differences were detected by IPA analysis. Interestingly, LXR/RXR

activation, coagulation system and lipid metabolism pathway were

revealed by GO analysis which were undiscovered in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related genes

such as Gpx1 and Gsto1 were upregulated in Sephs1 deficient E7.5

and E8.5 embryos. In addition, Sephs1 ΔE2 isoform could not replace

the major-type Sephs1 function in development. The results

suggested that Sephs1 orchestrates mouse embryo development by

playing crucial roles in regulating ROS and controlling gastr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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