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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Selenophosphate synthetase (SEPHS)는 selenophosphate를 합성하는 효

소로, 셀레늄단백질 합성시 셀레늄 공여자를 합성하는 효소이다. 고등 진

핵 생물에는 SEPHS1, 2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하나, SEPHS2만이 이러

한 효소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SEPHS1은 세포 내 산화-환원 

항상성을 조절한다. Sephs1의 결손은 혈관 내피 암세포의 산화-환원 항상

성에 참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세포 내 

superoxide의 축적과 과산화수소 및 산화질소의 감소를 유도하였다. 축

적된 superoxide는 세포 내 DNA의 손상을 유도하여 p53 단백질을 활성

화 시켜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였다. 또한 축적된 superoxide에 의한 산

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이동능력과 세포 골격 조절 기작을 저해하였다.

Sephs1 결손에 의해 유도된 이러한 현상은 혈관 내피 세포의 특성인 혈

관 신생능력을 저해하였다. Sephs1의 결손에 의한 혈관 신생 저하는 

NFkB pathway 활성 저하 및 산화질소의 감소에 의한 결과임이 본 연구

를 통해 나타났다.

주요어: selenophosphate synthetase, 활성산소, 혈관내피 세포, 세포 성

장, 혈관신생

학  번: 2017-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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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셀레늄은 필수 미량원소로 면역력 증진, 항 바이러스, 암의 예방 등 인

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1]. 셀레늄이 부족할 경우 근-골격

계의 기능저하를 초래해 관절조직이 파괴되는 카신벡 병이 유도되며[2],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3]. 

반면 셀레늄이 과도할 경우 가축에서 blind stagger[4], 및 alkali 

disease[5]와 같은 독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셀레늄 대사의 정교한 조절

이 매우 중요하다. 셀레늄은 selenocysteine(Sec)의 형태로 셀레늄 단백

질이 합성될 때 co-translationally insertion되어 세포 내 항상성을 유

지하는데 역할을 한다. Sec을 포함하는 셀레늄 단백질은 인간에서 총 

25종의 단백질이 알려져 있고[6], 세포 내 산화-환원 항상성 유지[7], 

세포의 성장과 세포의 이동, 세포 골격조절[8,9] 및 세포 사멸의 조절

[10]에 있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 내 산화-환원 반응은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조절이

며, 이는 세포 내 물질대사를 통한 ROS의 생성 및 항산화 단백질을 통

한 ROS의 제거를 통해 그 균형을 유지한다. ROS가 적절하게 유지될 경

우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신호전달 물질로서 작용하고, 조직의 회복의 

신호가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11], 산화-환원 항상성이 어긋

나 ROS의 양이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세포 내 DNA 및 단백질의 손상

을 유도하며 [12, 13],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고[14], 세포 노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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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15]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16], 암의 진행을 유발하기도 한다

[17]. 이렇듯 산화-환원 반응의 항상성 유지가 세포의 기능 유지에 있

어 필수적이고, 인간의 건강 및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하

다. 실례로 신경계 질환[18] 및 퇴행성 질환 환자들에게 항산화물질을 

투여하여 질병의 진행을 억제 및 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19], 산화-

환원 반응의 조절을 통해 암의 치료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으며 

[20-22],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또한 항산화물질을 이용해 시도한 사례

[23, 24]도 보고된 바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산화-환원 반

응을 조절하는 것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단서가 되고 있다. 세포의 산화

-환원 항상성에 셀레늄 단백질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분자적인 기능 및 

조절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 산화-환원 항상성을 이용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많은 종류의 셀레늄 단백질의 

기능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그 조절 기전 또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Selenophosphate는 Sec의 합성에서 셀레늄의 donor로써 작용하는 필

수 기질이며, 이의 합성은 selenophosphate synthetase(SEPHS)라는 

효소에 의해 촉매된다. SEPHS는 고등 진핵생물에서 SEPHS1,2 두 종류

의 isoform이 존재하며, selenophosphate의 합성에 있어 SEPHS2만이 

효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SEPHS1은 selenophosphate를 합성하지 못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25]. 그러나 SEPHS1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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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항상성 유지, 세포의 기능 유지 및 개체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유

전자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초파리의 배아 세포에서 Sephs1의 knockdown을 유도한 결과 세포내 

ROS가 축적되며, 성장이 저해되고, mega-mitochondria가 형성되었으

며, vitamin B6의 활성화 형태인 pyridoxal 5’-phosphate의 합성이 저

해되었다 [26, 27]. 또한 생쥐에서 Sephs1의 결손을 유도하였을 때, 

embryonic lethality를 나타내었고, 쥐의 배아 암세포인 F9에서 Sephs1

를 knockdown시켰을 때 세포 내 산화-환원 항상성에 참여하는 셀레늄 

단백질(SEPW1, GPX1) 및 항산화 단백질(GLRX1, GSTO1 등)의 발현

이 감소하고, 세포 내 ROS가 축적되며, 세포의 성장이 저해되고 암의 

전이능력이 저해되는 등 세포의 기능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8]. 또한 인간의 경우 Sephs1은 5가지의 splicing 

variant가 존재하며, 각 splicing variant는 서로 다른 패턴의 상호작용

을 하고,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9]. 이처럼 

Sephs1은 비록 selenophosphate의 합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

나 그 기능이 세포 내 항상성 유지 및 다양한 기능의 유지에 있어서 중

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0], SEPHS1 자체의 분자적 기능과 그 조절 

경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 EC)는 개체의 발생 과정에서 혈관을 구성

하는 세포로 조직의 손상 회복[31] 및 암 세포의 성장 및 전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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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32]. 발생과정에 있어 EC는 vascular 

endothelium을 형성하여 개체의 순환계 발달 및 심장발달 과정에 참여

한다. 또한 파괴된 조직을 재생할 때 EC는 조직 재생에 필요한 물질들

의 수송 및 혈관신생을 통해 재생된 조직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암의 발생과정에서 암 세포가 성장할 때 필요한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EC의 특성은 발생단계의 유산과 

심혈관계 질환을 진단, 예방 및 치료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며

[33], 또한 암의 치료에 있어 새로운 target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EC의 혈관신생을 이용해 암을 진단하고[34], EC의 혈관신생을 억제해 

암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35], EC의 특성을 다방면으로 이용한 암 

치료 전략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SEPHS1은 세포 내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는 유

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ROS의 축적을 억제하며 세포의 성장 및 이동

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30]. 특히 암세포를 활용한 연구에서 

세포의 성장과 전이과정이 큰 폭으로 저해되었다. 이렇듯 SEPHS1에 의

해 조절되는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 산화-환원 항상성 유지, 세포의 성

장 및 이동능력은 노화와 퇴행성 질환 그리고 암의 발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이러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SEPHS1에 의한 세포의 기능 조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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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고, SEPHS1 자체의 기능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C는 개체의 발생, 조직의 재생. 심혈관계 질환 및 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필수적인 요소로 EC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화-환원 항상성, 

세포의 성장 및 세포의 이동능력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다양

한 세포의 기능을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진 SEPHS1를 EC에서 연구하

여 SEPHS1의 분자적인 역할과 이의 기능이 EC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

해 작용하는지 규명한다면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해 새로운 치료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C에서 산화-환원 항상

성과 이로 인한 세포의 생리학적 조절에 있어 SEPHS1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자 및 세포 생물학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기존의 세포 수준에서 

Sephs1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보통 RNA interference(RNAi) 방

법을 이용한 SEPHS1 결핍 세포에서 기능을 연구하였으나, RNAi의 특

성상 완벽한 결핍을 유도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CRISPR/Cas9을 이용한 knockout(KO) EC를 제작하고 off-target 

effect를 배제하고자 Cas9에 의한 KO는 회피하나 SEPHS1의 발현은 

회복 하는 mutant를 제작하여 SEPHS1의 기능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EC에서 활성산소의 축적과 이를 조절하는 항산화 단백질들의 조절, 산

화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성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EC의 고유한 특성

인 혈관형성능력 조절에 있어 SEPHS1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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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2H11 세포는 한국 원자력병원에서 제공받았다.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는 Grand island Biological Company(Gibco) 사의 

(10010023)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Hyclone (SH3024302)을 사용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은 Merk (TMS-013-B)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100 mm tissue culture dish, 60 mm tissue culture dish, 6 well 

plate, 24 well plate 는 Becton Dickinson (BD)사 (353003,  353002, 

354404, 354412)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Gelatin , paraform 

aldehyde (PFA), calcein-acetoxymethyl(calcein-AM) 및 N-acetyl 

cysteine (NAC)은 Sigma (G1363, P6148-500G, 56496-20X50UG, 

A7250-5G)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Carboxy methyl 2′,7′

-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CM-DCFDA), dihydroethidium 

(DHE) 는 Thermo-fisher (C6827, D11347)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DAF-FM은 Thermofisher (D23844)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항체는 SantaCruz사의 SEPHS1 (SC-365945 1:100, 1:2,000), γ

H2AX(SC-54606, 1:100), P53 (SC-71817, 1:1,000) 

p21(SC-271532, 1:2,000) FAK (SC-27116), NFkB p65 (SC-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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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였고, VINCULIN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CST, 1:20,000)을 사용하였다. anti-mouse 및 anti-rabbit IgG HRP는 

Cell Signaling Technology사의 (7076S, 7074S 각각 1:10,000) 제품

을 사용하였고, anti-mouse IgG Alexa Flour 488 제품을 사용하였다. 

Matrigel은 BD사의 (356234) 제품을 사용하였다. Western blot의 

develop ECL 용액으로는 Thermo –fisher 사의 SuperSignalWest Pico 

PLUS Chemiluminescent Substrate (34577)을 사용하였고, X-ray 

film은 Agfa사의 (11299-024)을 사용했다.

2. Sephs1 KO 및 KI EC의 확보

이 과정은 같은 실험실의 Qiao Lu가 진행하였다. Sephs1 KO EC는 

CRISPR Cas9을 통한 frame shift mutation을 통해 획득하였다.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의 김락균 교수의 연구실에서 CRISPR Cas9의 plasmid를 

제공받았고 이에 Sephs1 exon8을 targeting 하는 sgRNA를 클로닝하여 

exon8에 frame shift를 유도할 수 있는 lenti virus를 확보하고, 

infection을 통해 EC에 frame shift mutation을 유도한 후 single 

colony selection으로 각 clone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clone은 gDNA를 

추출하여 sequencing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고, frame shift가 성공

적으로 유도된 8-22 clone을 실험에 활용하였다. Sephs1 KI의 제작은 

sgRNA가 target하는 염기서열에 mutagenesis를 일으킨 SEPHS1 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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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플라스미드를 transfection하여 제작하였다. transfection 후 10일 동

안 selective marker인 zeocin을 400μg/ml 의 농도로 첨가하여 배양 

후 single colony selection을 통해 KI clone을 확보하였다. 확보한 KI 

clone의 배양은 200 μg/ml의 zeocin이 포함된 배지로 배양하였다.

3. Cell culture 및 ROS scavenger 처리방법

연구에 사용된 2H11의 배양은 ATCC의 2H11 배양 protocol에 따라 진

행하였다. 활성산소 제거를 위한 NAC의 처리는 growth medium에 

NAC을 첨가하여 배양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용된 NAC의 최종 

농도는 1mM이고, 24시간 마다 새로운 NAC으로 growth medium을 교

체하였다. superoxide의 제거를 위한 SOD는 최종 300unit/ml의 농도로 

처리하였고, 실험 24시간 전에 growth medium에 SOD를 첨가하는 것

으로 처리하였다. mitochondrial superoxide의 scavenger인 mitotempo

는 최종농도 5μM을 growth media에 첨가하여 overnight동안 배양후 

실험에 활용하였다. Angiotensin II의 경우 tube formation assay를 시

작함과 동시에 media에 200nM의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였고, mRNA 

extraction 및 DAF-FM 염색의 경우 동일 농도로 4시간 동안 처리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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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troviral transduction

Hydrogen peroxide의 특이적 probe인 roGFP2-Orp1은 retrovirus를 

매개로 한 transduction 방법으로 probe를 도입하였다. 그 방법은 선행

연구 [9]의 방법을 토대로 viral genome을 포함한 plasmid와 VSV-G

를 GP293에 transfection 시킨 후, 48시간 동안 배양 후 culutred 

media에 남아있는 virus particle을 수확하였다. 수확한 virus particle

은 1:1의 비율로 growth media에 희석하여 각 세포에 처리하였고, 24

시간 주기로 virus particle이 들어있는 growth media를 새 것으로 교

체하였다. infection 과정은 총 4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5. 활성산소 축적 조사

일반적인 활성산소를 조사하기 위한 CM-DCFDA는 최종농도 2μM로 

serum free DMEM에 첨가하여 항온항습 incubator에서 30분간 염색하

였다. superoxide를 조사하기 위한 DHE는 최종농도 5μM로 growth 

media에 첨가하여 incubator에서 10분간 염색하였다. Nitric oxide의 

조사를 위한 DAF-FM은 최종농도 3μM으로 serum free DMEM에 첨가

하여 incubator에서 30분간 염색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hydrogen 

peroxide를 조사하기 위한 roGFP probe는 세포에 도입 후 Carl Zeiss 

사의 LSM-700 을 이용해 405, 488 nm의 파장에서 방출되는 이미지를 

촬영 후, ImageJ를 통해 405/488 excitation이미지를 각각 구해 40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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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488 nm 이미지로 나누어 그 비율을 이미지로 나타내었고, 이

를 look up table의 green fire로 false color code를 부여하였다.

6. 유세포분석

ROS의 검출을 위한 형광프로브는 정량분석을 위해 유세포 분석을 통해 

형광의 세기를 비교하였다. BD사의 Canto2 모델의 기기를 주로 사용하

였고, FSC, SSC각 250, 120의 값으로 전체 live cell을 dot plot에 나

타나게 하고, 각 1-2 x 10
4

개의 세포를 측정하였다. 측정 후 flowjo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FSC-A, SSC-A로 live cell을 골라내었고, FSC-H, 

FSC-W의 파라미터로 singlet cell을 gating 하였다. single cell 로 

gating이 끝난 후 각 probe의 형광 파장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을 구하

였고, 이의 mean 값을 토대로 상대 비교를 진행하였다. 

7. PCR 및 qPCR

PCR에 활용한 primer는 NCBI의 primerblast 사이트에서 디자인한 후 

코스모진텍의 올리고합성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였다. qPCR은 applied 

biosystem 사의 protocol에 따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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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sternblot 및 면역염색

Westernblot은 10% SDS-PAGE를 통해 lysate의 size exclusion 

chormatography 후 semi-dry 방법의 transfer를 통해 1시간 30분 동

안 NC membrae으로 transfer를 진행하였다. transfer 후 10분간 

ponceau S staining을 통해 transfer의 효율을 점검하고, 5% Skim 

milk in TBST로 상온에서 1시간동안 blocking을 진행하였다. blocking 

후 각 primary antiobody의 titer를 4℃에서 overnight 으로 반응 시킨 

후 각 host에 맞는 secondary IgG와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 후 

ECL 용액으로 develop하였다. 면역염색은 Abcam사의 protocol에 약간

의 변형을 하여 활용하였다. 샘플의 fixation은 4% PFA in PBS로 상온

에서 10분간 진행하였고, permeabilization은 0.1% triton x-100 in 

PBS로 상온에서 5분 동안 진행하였다. permeabilization이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3% BSA in PBST로 blocking을 진행하였고, 각 primary 

antibody의 titer에 따라 4℃에서 overnight 동안 primary antibody를 

처리하였다. primary antibody 처리 후 PBST로 5분간 상온에서 2회씩 

wash 한 후, primary antibody의 host에 맞는 secondary antibody를 

상온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형광 현미경을 통해 signal을 관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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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포 성장조사

세포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MTT assay는 24 well plate에 2,000 cell

을 seeding하여 진행하였다. seeding 5시간 후 day0를 측정하기 위해 

MTT를 2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조사하였다. 그 이후의 일자는 day0

에 MTT를 넣은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MTT를 반응 시킨 후 day 별로 

세포의 성장을 조사하였다. 세포의 분열 측정을 위한 BrdU assay는 

roche 사의 protocol에 따라 진행하였다. BrdU labeling pulse는 

growth media에 BrdU를 첨가 후 항온 항습 incubator에서 3시간동안 

진행하였고, DNA denatruation은 2N의 HCl로 진행하였다. 세포 주기를 

측정하기 위한 PI staining은 Abcam사의 protocol을 참고하여 진행하였

다. 세포를 70% EtOH로 4℃에서 2시간 동안 고정 후 RNAse 

100ug/ml, propodium iodide (20ug/ml)로 세포의 DNA 염색 후 BD사

의 FACS canto2 기기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10.  혈관신생조사

EC의 혈관신생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tube formation assay는 선행연

구 [32]의 방법에 약간의 변형을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EC를 

6-well plate에 105 개씩 seeding 후 24시간동안 배양한 뒤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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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DMEM으로 starvation을 3hr 동안 유도하였다. 배양된 EC를 

trypsin으로 떼어내 100μl의 matrigel이 포함된 48-well plate에 4×104

개 씩 분주한 뒤 6시간 뒤 EC를 현미경을 통해 tube의 형성을 비교하

였다. 촬영 후 각각의 이미지는 NIH의 ImageJ 프로그램의 

angiogenesis plugin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1.　세포의 이동능력조사

세포의 이동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wound healing assay를 수행하였다. 

6-well plate에 3×105 개의 세포를 seeding 한 후 overnight 동안 배

양하였다. 다음날 yellow tip으로 6-well plate 정 중앙에 wound를 주

고 12시간동안 세포가 이동한 면적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여 조사하였

다.

12. 통계처리방법

각각의 독립실험 3회 수행 후 각각의 결과에 대해 microsoft의 Excel 

프로그램에서 student t-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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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Sephs1 KO 및 KI EC의 검증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EC는 내피 암세포인 2H11 세포를 사용하였고, 

이 세포에 CRISPR/Cas9를 이용해 Sephs1 에  frame shift를 유도한 

세포 중 단일 클론 세포로 선별 후 Sephs1 knockout(KO) 세포로 활용

하였다. Sephs1 KO는 gDNA sequencing을 통해 exon 8에 frame 

shift가 유도된 단일 클론을 사용하였다. 또한 Sephs1 KO EC에서 

SEPHS1의 발현을 회복하기 위해 SEPHS1 과발현 플라스미드를 

transfection 후 single colony selection을 통해 SEPHS1 KI EC를 확

보하였으며 이 과정까지는 실험실의 Qiao Lu가 진행한 세포를 받아 향

후 실험에 활용하였다(그림 1). 확보한 KO 및 KI의 검증을 위해 

transcript 수준에서 WT, KO 및 KI를 구분할 수 있는 primer를 디자인 

하였다. 사용한 reverse primer는 모두 Sephs1 CDS 말단에 위치하며, 

forward primer의 3’ end의 상보적 결합 여부에 따라 3’ extension의 

여부에 따라 PCR product가 합성되거나 되지 않는 primer를 디자인하

였다. primer#1은 WT와 KI의 sequence 모두 상보적 결합을 하나 KO

에서는 3’ end에서 상보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다. primer #2는 KI에서

만 3‘ end에서 상보적 결합을 이루어 KI에서만 PCR product가 증폭되

도록 디자인 하였다. PCR 결과 primer#1에서 WT 및 KI에서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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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을 확인하였고, KO에서는 증폭이 되지 않은 것을 관찰하였다. 

Primer#2의 경우 KI에서만 특이적으로 PCR product가 합성된 것을 관

찰하여 transcript 수준에서 WT, KO 및 KI를 구별하고, 성공적인 KO와 

KI를 검증하였다. 다음은 단백질 수준에서 Sephs1의 KO 및 KI가 성공

적으로 유도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westernblot을 통해 전체 

protein의 양을 상대 비교하였다. 그 결과 WT와 KI에서는 SEPHS1의 

밴드가 검출되었으나, KO에서는 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각 세포

에서 발현되는 SEPHS1의 양과 발현 패턴을 조사하고자 SEPHS1 항체

를 이용하여 세포면역염색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WT에서는 SEPHS1의 

시그널이 핵에서 강하게 나타난 것을 관찰하였고, KO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그널이 관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KI에서는 WT와 같은 

패턴으로 핵에서 강하게 시그널을 관찰하여 Sephs1의 KO와 KI가 성공

적으로 유도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세포들을 향후 실험에 이용하였다.(그

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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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ephs1 KO 및 KI EC의 제작. 그림 상단에 Sephs1의 exon 8의 염기

서열을 표적으로하는 sgRNA의 디자인이다. 중단은 Sephs1 KO single clone 

세포의 gDNA를 sequencing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하단의 그림은 SEPHS1

의 발현을 회복하나 CRISPR Cas9을 통한 Sephs1 KO를 회피할 수 있는 

knock-in 플라스미드의 모식도이다. 붉은색 글씨는 mutagenesis를 준 서열을 

의미한다.

     



- 17 -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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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림 2. Sephs1 KO 및 KI EC의 검증. (A) WT, KO, KI를 구분하기 위한 

PCR primer design의 모식도. 밑줄 친 염기서열은 PAM sequence를 나타내

고, 점선은 각 EC의 cDNA와 상보적 결합을 나타낸다. 파란색으로 표기한 서열

은 KO에서 insertion 된 부분을 나타내며, 붉은색으로 표기한 서열은 KI 제작

을 위해 mutation을 유도한 sequence를 나타낸다. (B) WT, KO, KI의 검증을 

위한 PCR 결과. Hprt는 internal control 이다. (C) KO 및 KI EC에서 

SEPHS1의 발현을 westernblotting으로 조사. Vinculin은 internal control로 

활용하였다. (D) 면역세포염색을 통한 KO 및 KI EC의 SEPHS1 발현조사. 

Anti-SEPHS1의 시그널이 WT와 KI에서 핵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KO에서 

시그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배율은 20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 및 KI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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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산소종의 축적을 조절하는 Sephs1의 기능

SEPHS1의 결핍으로 인한 ROS의 축적을 조사하기 위해 각 ROS 특이적

인 probe를 활용했다. 일반적인 ROS를 측정하기 위해 DCFDA를 이용

해 세포를 염색 후 각각 형광 현미경을 통해 ROS의 축적 정도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2H11 세포 대비 Sephs1 KO 세포에서 DCFDA의 형광

이 강하게 나타났고 Sephs1 KI 세포에서 형광이 감소하였다. 이를 유세

포 분석을 통해 정량하여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ROS가 3.5 배이상 축적 

되었고, 이는 KI에서 정상세포와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다(그림 3). 다

음으로 superoxide는 DHE를 활용해 염색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

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세포 대비 KO 세포에서 2.5배 축적된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4). 또한 Hydrogen peroxide의 축적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해 reduction/oxidation GFP (roGFP)에 Orp1이 연결된 roGFP-Orp1의 

plasmid를 각각의 EC에 retroviral transduction을 통해 probe를 도입

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의 405nm 파장과 488nm 파장을 이용해 

excitation을 준 후 이미지를 촬영하였고, 선행연구 [28]의 방법에 따라 

405nm/488nm의 이미지를 구하여 각각의 EC에서 나타난 ratio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KO에서 WT에 비해 

Hydrogen peroxide의 양이 60%로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 

probe의 mitochondria specific isoform을 세포에 같은 방법으로 도입

하여 분석한 결과 mitochondrial hydrogen peroxide 또한 WT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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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고, 이는 모두 KI에서 WT와 비슷

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5). 다음으로 nitric oxide(NO)의 축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NO의 특이적 probe인 DAF-FM으로 세포를 염

색후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 결과 WT와 KI에서 DAF-FM의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KO에서 시그널이 크게 감소한 것을 관찰

하였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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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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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 KO EC에서 일반적인 활성산소의 축적 여부 조사. (A) 세포에 

CM-DCFDA를 염색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WT 및 KI에서는 시

그널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KO에서는 세포에서 강하게 시그널이 나타났다. 

배율은 100배이다. WT는 wild tpy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와 KI를 

나타낸다. (B) 위의 세포의 유세포 분석 결과. 유세포 분석 후 세포들을 live 

cell 및 single cell gating을 통해 분류하고, 이들 세포에서 나타나는 형광의 

세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히스토그램의 검은선은 WT, 붉은 선은 

KO, 파란선은 KI를 나타내며,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들의 형광세기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3회의 반복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수준을 조사

하였다. ***는 p<0.00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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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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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4. Sephs1 KO에 의한 superoxide의 축적 여부 조사. (A) superoxide 특

이적 probe인 DHE로 세포를 염색 후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CM-DCFDA의 결과와 유사하게 KO에서만 시그널이 강하게 관찰되었다. (B) 

위 세포의 유세포 분석 결과. 상단의 dot plot은 유세포 분석한 세포의 live, 

single cell gating을 나타내고, 하단 우측의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3회의 반복 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수준을 조사

하였다. **는 p<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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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Sephs1 KO에 의한 hydrogen peroxide의 축적 여부 조사. (A) 

roGFP-Orp1 probe 및 mitochondrial isoform의 공초점현미경 사진이다. 우측

의 막대는 형광 세기를 color code로 표현한 것이다. 배율은 40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 와 KI를 나타낸다. (B) 각 세포에

서 나타난 405nm/488nm의 형광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1회의 실험에 총 

6개의 세포에서 405/488nm의 ratio를 구하였고, 총 3회의 반복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수준을 조사하였다. *은 p<0.05를, **는 p<0.0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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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 Sephs1 KO에 의한 NO의 축적 여부 조사. (A)　NO특이적 probe인 

DAF-FM으로 세포를 염색 후 공초점현미경을 통해 형광의 세기를 관찰하였다. 

WT에서는 DAF-FM의 시그널이 관찰되나, KO에서는 시그널이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배율은 20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 

와 KI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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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산소 축적의 원인 조사

각 활성산소 특이적 probe의 염색결과 Sephs1 KO는 superoxide의 축

적을 유도하였으나 hydrogen peroxide와 nitric oxide는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M-DCFDA에 의해 나타난 일반적

의 활성산소의 축적이 superoxide의 축적에 의존적인 결과인지 조사하

기 위해 superoxide의 특이적 scavenger인 SOD를 처리 후 각 세포에 

CM-DCFDA와 DHE를 염색하여 형광의 세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SOD를 처리한 세포에서 DHE의 시그널이 감소하여 superoxide가 성공

적으로 제거된 것을 관찰하였고, 같은 세포에서 CM-DCFDA를 염색하

여 관찰한 결과 CM-DCFDA의 형광 세기의 감소가 관찰되었다(그림 7). 

이러한 결과는 CM-DCFDA를 통해 검출된 축적된 활성산소가 대부분이 

supreoxide임을 시사한다. Sephs1 KO에 의한 활성산소의 축적은 

superoxide가 주로 축적되어 있다. 선행연구 [36]에 따르면 

superoxide의 축적은 mitochondria, 및 xanthine metabolism과 SOD와 

같은 superoxide scavenger에 의해 유도되므로, superoxide의 축적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자 mitochondria의 기능과 mitochondrial 

superoxide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mitochondria의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을 측정하

였다. membrane potential 측정은 특이적 probe인 JC-1을 활용해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WT 및 KI에서는 높은 membrane potential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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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JC-1 aggregates의 시그널이 관찰되었으나 KO에서는 JC-1 

aggregates의 시그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고, 이를 유세

포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WT에 비해 60% 수준으로 

membrane potential이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8). 또한 

mitochondrial superoxide의 축적 유무를 간접적으로 조사하고자 

mitochondrial superoxide의 특이적 sacavenger인 mitotempo와 

superoxide 특이적 scavenger인 SOD를 KO EC에 처리 후 DHE의 시

그널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NAC과 SOD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DHE의 시그널이 KO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mitotempo를 처리한 그룹에

서는 KO와 비슷한 정도의 시그널을 관찰하였다(그림 9). 이러한 결과는 

Sephs1 KO로 인한 superoxide의 축적이 mitochondrial superoxide가 

아닌 cytoslic superoxide의 축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cytosolic superoxide의 축적과 산화-환원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PCR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superoxide의 축적

에 관여하는 xanthine dehydregenase 1 (Xdh1), NADPH oxidase4 

(Nox4),  superoxid dismutase 1 (Sod1)의 발현을 mRNA 수준에서 조

사하였다. 그 결과 superoxide를 생성하는 Xdh1의 양이 증가하였고, 

superoxide의 scavenger인 Sod1 와 superoxide를 생성하는 Nox4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또한 감소한 NO의 원인을 조사하고자 nitiric oxide 

synthase (Nos)의 발현을 조사하였는데, Nos2(iNos)의 발현이 K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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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다음으로 산화-환원 항상성을 조절하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Glutathione을 매개로 하여 

hydrogen peroxide를 제거하는 glutathione peroxidase (Gpx)는 WT

와 KO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peroxiredoxin1 (Prdx1)의 양이 KO에서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단백질 산화-환원을 조절하는 

glutathione-S transferase α4(Gsta4)의 발현이 KO에서 큰 폭으로 감

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10). 이러한 결과는 Sephs1 KO에 의한 

superoxide의 발현이 Sod1의 발현 감소에 영향을 받으며, NO의 감소가 

축적된 superoxide 및 iNos의 감소에 의한 영향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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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Sephs1 KO EC에서 축적된 ROS의 major type 조사. 상단의 사진은 

세포의 DHE 염색 결과이고, 하단의 사진은 CM-DCFDA의 염색 결과이다. 배

율은 20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와 KI를 나

타내며 SOD는 superoxide dismutas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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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Sephs1 KO에 의한 mitochondrial memrane potential 저하. (A) 

JC-1 probe로 염색한 EC의 공초점현미경 이미지. JC-1 aggregates(붉은색)의 

시그널이 KO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배율은 400배이다. WT는 wild type

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와 KI를 나타낸다. (B) 위의 세포의 유세포 분

석 결과 x 축은 JC-1 monomer(초록색)의 형광 세기를 나타내며, y 축은 

JC-1 aggregates(붉은색)의 형광세기를 나타낸다. 우측의 그래프는 유세포분석

을 통해 측정한 형광세기의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3회의 반복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는 p<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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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itochondrial superoxide 축적 조사. Mitochondrial superoxide의 축

적 유무를 superoxide specific scavenger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배율은 100

배이다. KO는 Sephs1 KO를 나타내며, NAC은 N-acetyl cysteine, SOD는 

supeorxide dismutas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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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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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0. Superoxide의 축적 및 산화-환원 항상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 

조사. (A) superoxide의 축적과 산화-환원 항상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PCR 

결과. (B) 이 유전자들의 qPCR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회 반복실험 

후 각 유전자의 Ct 값을 이용해 상대적 발현양을 구하였고, 이의 평균값을 이

용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 그룹에 대해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조

사하였다. *, p<0.05, **, p<0.01, ***, p<0.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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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C 성장을 조절하는 Sephs1의 기능

SEPHS1이 결핍된 EC의 성장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MTT실험을 통

해 EC의 성장을 측정하였다 (그림 11). 그 결과 2일차부터 정상EC와 

KO EC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3-4일차에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또한 SEPHS1의 결핍으로 인해 축적된 ROS와 EC의 성

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KO EC에 N-acetyl cysteine(NAC)을 

처리한 후 성장을 측정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으나 정상 EC의 약 70% 

수준으로 성장이 회복된 것을 관찰하여 ROS에 의해 EC의 성장이 영향

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ephs1 KO에 의해 세포 분

열의 저해를 조사하기 위해 BrdU assay를 수행하였다 (그림 12). 그 결

과 3시간의 BrdU　pulse 동안 S-phase를 통과한 세포가 WT과 KI에 

비해 50%수준에 그친 것을 관찰하였다. 다음으로 세포의 성장이 저해된 

원인을 조사하고자 각 세포 주기에 해당하는 세포의 분포를 PI staining

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림 13). 그 결과 WT, KI에 비해 KO 세포에서는 

G2/M phase에 해당하는 세포의 분포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

한 변화는 NAC을 처리한 KO 그룹에서 rescue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은 ROS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시사한다. G2/M phase에 해당하는 

세포의 분포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DNA damage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DNA damage의 마커인 Histone 2A의 인

산화(p-γH2AX) 여부를 세포면역염색을 통해 조사하였다(그림 1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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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WT, KI에 비해 KO p-γH2AX의 시그널이 증가하였고, 이는 NAC

을 처리한 그룹에서 감소한 것으로 KO에 의해 증가한 활성산소가 DNA 

damage를 유도한 것을 시사한다. 또한 DNA damage response의 신호

전달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DNA damage response의 마커인 p53과 

p21 그리고 G2/M arrest의 마커인 Cyclin B1(CCNB1)의 양을 

westernblot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p53과 p21의 경우 KO세포에서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고, CCNB1은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15). 

이러한 결과는 Sephs1 KO에 의해 축적된 활성산소가 DNA damage를 

유도하고 이는 p53의 활성화를 통해 G2/M phase에 머무르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포의 성장이 저해됨을 시사한다. 또한 p53의 

경우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경로 또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사멸유도 

여부를 조사하였다.  TUNEL assay를 통해 조사한 결과 WT와 KI에서

는 시그널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KO에서 미약한 시그널이 나타났다(그

림 16). TUNEL의 경우 DNA의 nick을 특이적으로 형광표지 하는 것으

로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의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어 annexin 

V, PI staining을 통해 세포의 사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WT, KO, KI 

모두에서 세포의 사멸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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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ephs1 KO에 의한 세포 성장 변화 조사. 2일차에 각 세포의 성장이 

차이 나기 시작하며 3일 및 4일차에 세포의 성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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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Sephs1 KO에 의한 세포 분열저해 (A) 세포 분열을 측정하기 위한 

BrdU assay 결과. 3시간의 BrdU pulse 이후 BrdU positive cell을 형광현미

경을 통해 조사하였다. 배율은 20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와 KI는 각각 

Sephs1 KO 및 KI를 나타낸다. (B) 1회 실험 당 3장의 필드를 촬영 후 전체 

세포(DAPI) 대비 BrdU positive 세포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3회의 반복 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는 p<0.05를 **는 p<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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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Sephs1 KO에 의한 G2/M phase 세포 분포의 증가. 그림의 상단 및 

하단의 좌측은 PI staining 후 DNA content를 유세포 분석으로 분석한 히스토

그램이며, 우측의 그래프는 각 phase에 해당하는 세포의 비율의 평균값을 나타

낸다. 3회의 반복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는 WT

와 KO사이의 t-test를 나타내며, #는 KO와 NAC과의 그리고 $는 KO와 KI 사

이의 t-test를 나타낸다. *는 p<0.05를 나타내며, **는 p<0.01을 ***는 

p<0.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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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4. 활성산소에 의한 DNA damage 유도 여부 조사. (A) DNA damage 

마커인 p-γH2AX 면역염색 결과이다. 배율은 10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와 KI를 나타내며, NAC은 N-acetyl cysteine을 

나타낸다. (B) 위 세포에서 전체 세포 대비 p-γH2AX positive 세포의 비율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1회의 실험 당 3개의 필드를 촬영 후 분석하였으

며, 3회의 반복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는 

p<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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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NA damage 반응의 마커 westernblot. Vinculin은 internal contro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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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각 EC의 TUNEL assay 결과. 배율은 200배이다. WT는  wild type 

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 와 KI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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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C의 Annexin V, PI staining 결과. x 축은 Annexin V의 형광세기

를 나타내며, y 축은 PI의 형광세기를 나타낸다. 십자선을 기준으로 3사분면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정상 세포이며, 1사분면은 late apoptosis, 2사분면은 

necrosis, 4사분면은 early apoptosis를 나타낸다. WT는 wild typ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 와 KI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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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C의 혈관신생을 조절하는 Sephs1의 기능

Sephs1 KO에 의한 EC의 기능 저하를 조사하기 위해 in vitro에서 혈관

신생을 조사할 수 있는 tube formation assay를 진행하였다. tube 

formation의 induction을 위해 세포들은 각각의 전처리 후 3시간 동안 

serum starvation을 주었으며, 이를 matrigel 위에 깔고 EC의 tube 

formation 능력을 조사하였다. 6시간의 incubation 후 이를 관찰하고 

ImageJ의 angiogenesis plugin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미지 상에 

나타난 형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분홍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node의 

수, 노란, 초록, 파란색 선으로 나타난 branch의 수, branch의 총 길이

에 해당하는 tube length 모든 지표에서 KO에서 WT와 KI에 비해 혈관

신생의 저해가 관찰되었다 (그림 18). 이러한 현상은 NAC을 처리한 KO 

세포에서 회복 되어 이는 축적된 ROS에 의한 영향임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37]에 따르면 EC의 혈관신생능력은 세포의 분열, 이동능력과 

외부 자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KO EC에서 혈관신생 능력이 

저해된 원인을 조사하고자 세포의 이동능력을 측정하였다. Wound 

healing assay를 통해 세포의 이동능력을 조사하였는데, 12시간동안 

WT와 KI의 세포는 거의 대부분의 wound를 회복하였으나, KO에서는 

세포가 이동한 영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9). 또한 KO에 NAC

을 처리한 그룹에서 세포가 이동한 영역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Sephs1

KO에 의해 축적된 활성산소가 세포의 이동능력을 저해하였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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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혈관신생능력이 저해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 [38]에 따르

면 세포의 이동에 있어 cytoskeleton rearrangement과 cell adhesion

의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KO EC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변

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cytoskeleton rearrangement은 세포면역염색을 

통해 tubulin과 actin을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20). 그 결과 WT, 

KI 세포에서는 tubulin과 actin이 넓게 퍼진 형태로 관찰되었으나 KO에

서는 전반적으로 좁고 긴 fillopodia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cell 

adhesion을 조사하기 위해 focal adhesion의 marker인 focal adhesion 

kinase (FAK)를 면역염색을 통해 관찰하였다(그림 21). 그 결과 WT, 

KI 세포에서는 actin과 FAK의 시그널이 넓게 겹치는 lamellipodia가 관

찰된 반면 KO에서는 lamellipodia의 형성이 저해된 것을 관찰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KO에 NAC을 처리한 그룹에서 lamellipodia의 형성이 소폭 

회복되었다. 또한 혈관신생의 마커로 활용되는 유전자의 발현을 PCR을 

통해 조사하였다(그림 22). 그 결과 EC의 adhesion에 관여하는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 1(Vcam1) 과 vascular endothelial 

cadherin (VE-Cad)의 발현이 WT와 KI보다 KO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혈관신생 마커인 metalloproteinase 2 (Mmp2)와 Cxcl1와 IL8의 발현

이 KO에서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Sephs1 KO가 EC의 어

떤 경로를 통해 혈관신생을 저하하였는지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33, 40]에 따르면 혈관신생의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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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C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nitric oxide이며, 이는 iNOS

와 같은 효소에 의해 생성된다. 앞서 활성산소의 축적에 관여하는 유전

자의 발현에서 iNos의 발현이 감소하고, DAF-FM의 염색에서도 nitric 

oxide가 감소한 결과를 토대로 감소한 NO에 의한 영향이 혈관신생 저

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혈관신생에 관

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해당 유전자들과 iNos 모두 

Nuclear factor kappa B(NFkB)의 활성에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이므로, 

KO EC에서 NFkB의 활성화 여부를 면역 세포 염색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WT 세포에서 tube formation assay와 동일한 starvation 후 

serum recovery를 주었을 때, NFkB의 위치가 핵에 나타나는, NFkB가 

활성화 된 세포가 다수 존재하고, NFkB의 inducer인 Angiotensin II를 

처리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NFkB가 활성화 된 것을 관찰하였

다. 그러나 KO의 경우 starvation 후 serum recovery를 주었을 때, 

DAPI와 NFkB의 signal이 겹치는 세포의 수가 적었으나, Angiotensin 

II를 처리하였을 때, 일정 세포들에서 NFkB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그

림 23). 따라서 Angiotensin II를 처리하였을 때, NFkB 활성화에 따른 

iNos의 발현 회복 여부와 nitric oxide의 rescue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Angiotensin II를 처리한 KO세포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Angiotensin 

II를 처리한 KO 세포에서 DAF-FM의 시그널이 회복 되었고, mRNA 수

준에서 iNos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Angiotensin II를 처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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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s의 발현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4). 따라서 Angiotensin 

II에 의한 NFkB의 활성화 및 iNos와 nitric oxide의 rescue가 실제 

tube formation 능력을 회복시켰는지 조사하기 위해 Angiotensin II를 

처리한 그룹에서 tube formation 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KO에 비

해 Angiotensin II를 처리한 KO EC에서 tube formation 능력이 회복된 

것을 관찰하였다(그림 25). 이러한 결과는 SEPHS1의 결핍이 NFkB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의 target gene인 iNos의 발현을 저해하여 nitric 

oxide의 감소를 유도하고 이에 의해 tube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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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8. KO EC에서 나타난 혈관신생 저하. (A) 상단의 사진은 tube 

formation 결과이다. 하단의 사진은 imageJ의 angiogenesis plugin 으로 분석

한 이미지이다. 분홍색 동그라미는 node를 나타내며, 노랑, 초록, 파란색 선은 

branch를 나타낸다. branch의 모든 길이는 tube length이다. WT는 wild type

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와 KI를 나타내며 NAC는 N-acetyl cysteine

을 나타낸다. (B) ImageJ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회

의 반복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는 p<0.05를 **

는 p<0.01을 ***는 p<0.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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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Sephs1 KO EC에서 cell migration 조사. (A) Wound healing assay 

결과 wound 발생 0시간으로부터 12시간까지 세포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배율

은 4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 및 KI는 각각 Sephs1 KO와 KI를 나타내

며 NAC은 N-acetyl cysteine을 나타낸다. (B) 0시간 wound 영역에 대해 각 

EC가 이동한 영역의 비율을 구하고, 이의 평균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3회

의 반복실험 후 student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조사하였다. **는, p<0.0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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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Sephs1 KO에 의해 변화한 cytoskeleton 염색 결과. WT 및 KI에서 

tubulin과 actin이 부채꼴 형태로 퍼져있으나 KO에서 가늘고 긴 형태로 존재한

다. 배율은 40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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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C의 focal adhesion staining. 하얀색 화살표는 focal adhesion site

에 위치하는 FAK와 Actin의 시그널이 겹치는 부분으로 lamelllipodia를 나타낸

다. 배율은 40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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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혈관신생 마커의 PCR 결과. Hprt는 internal contr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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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ngiotensin II를 처리한 EC의 NFκB activation 조사. 각 EC에 tube 

formation assay와 동일한 starvation 후 FBS induction 및 Angiotensin II 처

리 후 30분 뒤의 NFκB의 위치를 조사하였다. 흰색 화살표는 NFκB가 핵에 위

치한 세포를 나타낸다. 배율은 200배이다. WT는 wild type을 KO와 KI는 각각 

Sephs1 KO 및 KI를 나타내며, AngII는 Angiotensin II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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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4. Angiotensin II 처리에 의한 NO 생성 rescue 및 iNos 발현 rescue 

여부 조사. (A) KO EC에 Angiogentsin II 처리 후 6시간 뒤 DAF-FM 

staining 결과. 배율은 200배이다. (B) Angiotensin II 처리 4시간 뒤 iNos의 

발현 변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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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5. Angiotensin II에 의한 혈관신생 rescue 여부 조사. (A) Tube 

formation을 유도한 지 6시간 후의 모습을 관찰한 것이다. WT는 wild tpye을 

KO는 Sephs1 KO를 AngII는 Angiotensin II를 나타낸다. (B) 위의 이미지를 

ImageJ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배율은 100배이다. 분홍색 동그라미는 node

를 나타내고, 노랑, 초록, 파란색 선은 branch를 나타낸다. 모든 선 길이의 총 

합은 tube length이다. *는 p<0.05를 **는 p<0.01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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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선행연구의 SEPHS1 결핍은 공통적으로 ROS가 증가하고 세포의 성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6, 28]. 그러나 축적된 ROS의 종류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배아 유래 암세포인 F9에서의 SEPHS1의 

결핍은 Glrx1의 발현 저하를 통한 hydrogen peroxide의 축적을 유도하

였으나 EC에서 SEPHS1의 결핍은 hydrogen peroxide는 감소하고, 

superoxide의 축적을 유도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산화-

환원 항상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세포마다 차이가 있는 것과 

SEPHS1의 기능이 세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에서 SEPHS1의 결핍에 의해 변화하는 산

화-환원 항상성 조절 유전자의 발현과 이들이 참여하는 pathway의 변

화를 조사한다면 SEPHS1의 분자적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마리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론 Sephs1 KO 

EC에서 나타난 산화-환원 항상성 조절 유전자들의 많은 것들이 

Nuclear factor erythrocyte  like 2(NFELE2, Nrf2)의 target gene으

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39]에 의하면 Nrf2는 산화 스트레

스가 유도될 때 활성화 되어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EC에서 Sephs1의 KO는 산화 스트레스가 WT에 비

해 높게 유도되어 있음에도 Nrf2의 target gene의 발현감소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Sephs1의 기능과 Nrf2의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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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HS1을 통한 새로운 산화-환원 항상성 조절기작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조사하였던 ROS의 축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nitric oxide의 축적여부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40, 41]

에 따르면 nitric oxide는 EC에서 혈관형성 및 면역세포에서 염증반응이 

유도 될 시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Nitric 

oxide는 iNos 및 eNos에 의해 합성되고, superoxide에 의해 

peroxinitrite로 변화하는데, EC에서 Sephs1의 KO는 iNos의 발현 저하 

및 superoxide의 축적이 nitric oxide의 감소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Sephs1 KO에 의해 축적된 산화 스트레스는 주로 superoxide가 축적

된 것으로 나타났다. superoxide의 축적은 크게 mitochondria, NADPH 

oxidase family, eNOS uncoupling, xanthine dehydrogenase의 활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EC에서 Sephs1의 KO의 경우 

Sod1의 감소 및 Xdh의 발현 증가가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순한 유전자의 발현으로 superoxide의 축적 기작을 설명하기에는 한

계가 있어 SOD의 활성 및 XDH의 활성을 조절하는 inhibitor 혹은 

rescue reagent를 처리하여 Sephs1 KO EC에서 superoxide의 축적 변

화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NADPH oxidase family의 경우 

Nox1, Nox2와 같은 다른 종류의 유전자의 발현과 eNOS의 uncoupling

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면 superoxide 축적 기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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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 유래의 superoxide는 감소하였으나 JC-1 염색을 통해 조

사한 mitochondria의 membrane potential은 낮아져 있는 것이 의문점

으로 남아있다. 선행연구[42]에 의하면, mitochondria의 dysfunction은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의 저하로 나타나며, 이는 

mitochondiral ROS가 증가하는 표현형을 나타내었다. Mitochondria의 

경우 complex Ⅰ-Ⅴ 에 따라 각각 물질대사가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ROS의 양과 위치 또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43].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mitochondria complex의 활성

을 조사하여 SEPHS1의 기능과 mitochondria의 membrane potential 

유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SEPHS1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EPHS1의 결핍으로 인해 축적된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성장을 저해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26, 28]과 동일한 결과

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포의 성장 저해의 원인을 조사

하고자 세포 주기 조절 및 이를 조절하는 조절자들의 발현 변화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Sephs1 KO 에서는 축적된 ROS에 의해 DNA damage

가 유도되어 p53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세포가 G2/M phase

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여 세포의 성장이 저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KO EC에서 G2/M 중 G2에 머무르는 세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추정

되는데, 면역염색을 통해 관찰한 세포의 핵의 형태가 metaphase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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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chromosome condensation은 거의 관찰되지 않고, prophase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

[26]에서 마우스의 초기 배아에서 Sephs1의 KO를 유도할 경우 

embryonic lethality를 나타내었는데 반해 EC에서 Sephs1의 KO는 p53

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TUNEL의 시그널이 증가하긴 하나 세포의 사멸

은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ephs1 KO의 재료

가 되었던 2H11 세포가 암세포인 점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일반적으로 암세포의 경우 primary 세포보다 세포 사멸에 저항성

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포의 성장이 둔화되나 사멸은 유

도 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포의 사멸과 SEPHS1

의 기능에 대해 실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Human umbe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과 같은 primary 

cell에서 SEPHS1의 결핍을 유도하고 세포의 사멸이 유도 되는지 조사

할 필요가 있다.

혈관형성을 조절하는 SEPHS1의 기능을 조사한 결과 SEPHS1의 결핍

은 혈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NfkB의 활성

화 및 nitric oxide의 감소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Sephs1 KO에 의해 저해된 혈관형성의 기

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 특히 혈관형성의 경우 

endothelial cell과 주변의 smooth muscle cell, wound 부위의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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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비되는 VEGF와 같은 다양한 인자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단순히 NFkB와 nitric oxide의 감소가 혈관형성능력 저해의 원인의 전

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실험을 통해 KO EC에서 나타

난 혈관형성의 저해 원인을 VEGF, EGF, Insulin, mTOR pathway와 같

은 다양한 조절경로에 대해 조사하여 SEPHS1에 의해 조절되는 혈관형

성의 기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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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inhibitory effect on cellular growth and
angiogenesis of accumulated superoxide by Sephs1

knockout in endothelial cancer cells.

Jisu Jung

School of biolog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enophosphate synthetase (SEPHS) is an enzyme that synthesizes

selenophosphate which plays as donor for selenoprotein synthesis. In

high enkaryotes, there are two isoforms of SEPHS. Only SEPHS2 has

enzymatic activity for selenophosphate synthesis, SEPHS1 has no

enzymatic activity. However, Sephs1 is an essential gene. knockout of

Sephs1 induces embryonic lethality in early mouse embryo and it

participates in regulation of redox homeostasis. knockout of Sephs1 in

endothelial cancer cell (2H11) attenuated expression of genes which

participates in redox homeostasis, and that promoted accumulation of

superoxide and decreased bioavailability of nitric oxide in endothelial

cancer cells. up-regulated oxidative stress by accumulated superoxide

induced DNA damage of cells and inhibited cellular growth via

triggering activation of p53 pathway. Accumulated oxidative stress

also inhibited cellular motility and attenuated cytoske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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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rangement. Sephs1 knockout in endothelial cancer cells inhibited

angiogenesis in endothelial cancer cell by down-regulation of NFkB

activation and low level of nitric oxide bio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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