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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불포화지방산의 과산화를 일으켜서, 높은 

반응성을 띄는 친전자성 지질산화물 (예: 4-HNE, 4-ONE)을 만든다. 

4-HNE 와 4-ONE는 친핵성 아미노산 잔기와 결합하여 단백질 기능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니피그 심근세포와 hERG K+ 이온통로가 발현

된 HEK 세포주를 이용하여 4-HNE 와 4-ONE 가 심장 이온통로에 미

치는 영향과 기전을 연구하였다. 

4-HNE (30-100 µM)과 4-ONE (1-10 µM) 단기처리 (< 5 분)는 hERG

전류를 감소시켰다. 4-HNE 는 hERG 전류의 전압의존성을 민감하게 만

들었으나, 4-ONE 는 그렇지 않았다. hERG 전류와 달리 막전압의존성

칼슘전류 (ICa,L)는 두 물질에 의하여 감소되었으며, 4-ONE 는 ICa,L 의 

비활성화를 느리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4-HNE 와 4-ONE 의 단

기처리는 KCNQ1/KCNE1 K+전류 (IKs)를 줄였다. 실제로 4-HNE 와 4-

ONE 는 기니피그 심근세포의 활동전압기간 (APD90)을 연장시켰고 4-

ONE 의 효과가 더 강했다. 100 µM 4-HNE 단기처리로 감소된 hERG

전류는 세포막 비투과성 환원제 TCEP 에 의해서 회복되었으나 4-

ONE 에 의한 억제는 회복되지 않아서, hERG 단백의 작용 잔기가 다

르거나 결합 강도의 차이를 시사하였다.  

낮은 농도 4-HNE (10 µM) 장기노출 (3 시간) 후에는 TCEP 

처치로도 비가역적인 hERG 전류감소가 일어났다. 그러나 4-ONE 의 

낮은 농도 장기노출 (1 µM, 3 시간)로는 전류감소가 없었다. 10 µM 4-

HNE 장기노출은 APD90를 길게 하였으나 ICa,L과 IKs에 영향은 없었다. 

4-HNE 장기노출은 세포막에 발현된 mature hERG (155 kDa)을 

감소시켰으나, 세포질 분획의 immature hERG (135 kDa)는 변화 

없었다. 세포 전체의 mature hERG 감소는 프로테아좀과 라이소좀 

분해 억제 약물 (bortezomib, bafilomycin)로 방지되었으나, 4-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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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노출로 감소된 hERG 전류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세포막 hERG 

양도 여전히 감소되었다. 4-HNE 장기노출은 hERG 의 내포작용 

(endocytosis)을 유도하고, 이후 프로테아좀과 라이소좀에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억제제로는 전류감소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   

4-HNE 와 4-ONE 에 장-단기 노출되는 경우 심장의 hERG 전류 

등 다양한 이온통로 전류들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른 심장근세포

의 활동전압 연장은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4-HNE 장기노

출에 의한 hERG 분해촉진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실험이 필요하다. 

-------------------------------------------------------- 
주요어: 심장 이온통로, hERG 이온통로, 친전자성 물질, 지질산화물, 

4-hydroxynonenal, 4-oxonon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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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온통로에 대한 친전자성물질의 효과 

친전자성(electrophilic) 물질은 반응성이 높은 α,β-unsaturated 

carbonyl 구조를 가지며, 친핵성 (nucleophilic)이 있는 물질과 쉽게 

반응한다. 이들은 생체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잔기 (시스테인, 

히스티딘, 라이신)나 친핵성을 띄는 DNA 에 결합하여 단백질의 

정상적 기능을 돕거나, 병리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Jacobs and Marnett, 2010; Swenberg et al., 

2011). 친전자성물질은 외인성과 내인성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외인성 

친전자성물질들 중 연소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환경공해 물질인 

아크롤레인 (acrolein)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되며, 식물성 

친전자성 물질들은 식품이나 약제 형태로 섭취된다. 이런 것들로는 

와사비와 머스타드에서 매운 맛을 내는 물질인 allyl isothiocyanate 

(AITC), 강황 추출물인 커큐민 (curcumin), 프로폴리스 추출물인 

caffeic acid phenethyl ester (CAPE) 등이 있다.  

 친전자성물질들은 다양한 이온통로 (TRPA1, TRPV1, ORAI1 

등)들의 기능 변화시킬 수 있다. Acrolein 과 AITC 는 TRPA1 을 

활성화 시키며 (Cheah et al., 2014), 췌장 베타세포에 작용하면 

Ca2+을 증가시켜 인슐린 분비를 높인다 (Cao et al., 2012; 

Raisinghani et al., 2011). Curcumin 과 CAPE 는 T 세포의 SOCE 

(store-operated Ca2+ entry)를 공통적으로 억제하며, 이에 따라 

T 세포의 항염증 반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Shin et al., 2012; 

Shin et al., 2011). 본 연구자는 Curcumin 과 CAPE 가 심장의 

hERG 이온통로를 억제하는 작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 (Cho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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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 친전자성물질과 지질산화물 

내인성 친전자성물질은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에서 불포화 지방산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s)인 linoleic acid 와 

arachidonic acid 의 과산화가 일어나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다. 지질산화물은 친전자적인 성질로 인해 친핵성을 띄는 생체 

내 지질, DNA, 아미노산의 잔기와 쉽게 반응을 일으킨다. 

지질산화물은 여러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신호전달계를 

조절하고 (Levonen et al., 2004; Uchida et al., 1999), 미토콘드리아 

호흡과 (Humphries et al., 1998; Landar et al., 2006) 세포사멸에도 

영향을 주는 등 (Ji et al., 2001; Kondo et al., 2002; Landar et al., 

2006),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작용을 한다. 대표적 지질산화물로는 4-

hydroxynonenal (4-HNE)와 4-oxononenal (4-ONE), MDA 

(malondialdehyde)가 있다. 4-HNE 와 4-ONE 는 aldose reductase 

(AR), aldehyde dehydrogenases (ALDH)에 의하여 분해되거나, 

glutathione (GSH)과 결합하여 GS-HNE 를 형성하면서 대사되거나 

독성이 방지된다 (Ayala et al., 2014). 하지만, 염증 (inflammation), 

허혈 (ischemia) 등 산화적 스트레스가 심하게 증가되거나 

대사처리가 약화되면, 더 증가된 4-HNE 는 단백질의 시스테인 

(cysteine), 히스티딘 (histidine), 라이신 (lysine) 잔기와 결합을 하는 

Michael addition 반응, 또는 Schiff base 반응을 일으킨다. 형성된 

단백질-HNE 부가물은 단백질의 정상적 기능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Higdon et al., 2012b; Jacobs and Marnett, 2010; Schaur, 2003), 4-

HNE 와 4-ONE 는 독성 이차전달자 (toxic second messenger)로 

불리며 병리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Barrera et al., 2014; 

Curtis et al., 2012; Esterbauer et al., 199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HNE 는 생리학적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생성이 일어나며, 그 생리적 농도는 0.1 에서 3 µM 의 범위를 

보이지만 (Esterbauer et al., 1991; Uchida, 2003), 관상동맥 질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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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죽상경화증 환자의 조직에서 4-HNE 부가물은 

뚜렷하게 증가한다. 또한 류마티스나 허혈성 질환 같은 심각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격은 환자의 혈장 4-HNE 는 생리적 농도보다 약 3 에서 

10 배 이상 증가된다 (Dalle-Donne et al., 2006; Siems and Grune, 

2003). 

 

심장에서 지질산화물의 병리적 역할  

지질산화물의 병리적 증가는 심장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 심장은 미토콘드리아의 산소의존적 대사가 가장 큰 기관으로, 

산화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 (ROS, 

reactive oxygen species)은 크게 증가한다 (Jacobus, 1985). 때문에 

심장에서는 활성산소종에 의한 지질산화물과 4-HNE 의 축적이 크게 

증가한다 (Mali and Palaniyandi, 2014). 실제로 심장의 허혈시간에 

따라 4-HNE 의 축적이 증가하여, 또한 4-HNE 의 혈장 내 축적이 

심장의 확장성 기능장애나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등, 4-HNE 가 

심장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 (Asselin et al., 2007; 

Calabrese et al., 2007; Eaton et al., 1999; Leonarduzzi et al., 2005).  

현재까지 알려진 지질산화물과 심장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4-HNE 가 저밀도지질단백질 (LDL, low-density 

lipoprotein)과 부가물을 형성하는 것은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에서 

1997 년 최초 보고 되었다 (Napoli et al., 1997). 이 후, 4-HNE 는 

혈소판 응집반응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밝혀졌다 (Selley et al., 1998). 

또한 4-HNE 는 PI3K/Akt 경로를 통해 NFκB 를 활성화시켜 matrix 

metalloproteinase (MMP)-2 생성증가에 의한 동맥경화반 형성 

(plaque formation)에 관여한다 (Lee et al., 2008).  

4-HNE 의 증가에 의해 심장비대증 (cardiac hypertrophy)이 

유발되는 것이 SHR (spontaneous hypertensive rats) 동물모델에서 

보고 되었다. 4-HNE 는 liver kinase (LK) B1 과 부가물을 형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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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R/p70S6K 의 활성에 의해 좌심근비대를 유도하며, 이러한 

현상은 40 µM 의 4-HNE (SHR의 plasma 수준의4-HNE 농도) 투여가 

분리된 단일 심근세포들의 비대를 유발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Dolinsky et al., 2009).  

확장성 심근병증 (dilated cardiomyopathy) 환자에서 4-HNE 와 

부가물을 형성하는 단백질량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Nakamura et al., 

2002). 그리고, 항암제로 쓰이지만 심독성이 있어 심근병증이 

유발된다고 알려진 doxorubicin 은 심장 미토콘드리아 단백질과 4-

HNE 의 부가물을 크게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한다 

(Kavazis et al., 2010). Doxorubicin 은 MPR-1 (multidrug 

resistance-associated protein-1)의 활성도를 낮추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된 GS-HNE 의 세포 밖 배출이 줄어들게 되고, 

제거되지 못한 4-HNE 에 의해 다른 단백질과의 부가물형성이 

증가하게 된다 (Renes et al., 2000).  

적출된 심장에서 관상동맥으로 4-HNE를 관류시키면 세포내 GSH

가 고갈되고 좌심실 수축기 압력이 감소되는 현상 및 심장 기능 저해

는 이미 보고되었다 (Ishikawa et al., 1986). 4-HNE는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의해 생성이 증가되므로, 심장의 허혈성 재관류 손상 

(ischemia-reperfusion injury)에 의한 심기능저해 기전에 활성산소

종 뿐만 아니라, 4-HNE의 역할도 제기되어 왔다. 적출된 심장을 이용

한 허혈 유발 실험에서 심장 조직 내 4-HNE-부가물이 시간에 따라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고 (Eaton et al., 1999), 심장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을 4-HNE가 변형시켜 세포호흡기능이 저해되는 작용도 보고되

었다 (Lucas and Szweda, 1998; Lucas and Szweda, 1999). 또한, 미

토콘드리아 단백질 중 하나인 cytochrome c oxidase 는 4-HNE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고 (Chen et al., 2001), ALDH2의 억제에 따른 4-

HNE 증가현상이 허혈성 재관류 손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되었다 (M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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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4-HNE 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것에 비해, 부정맥 발생에서 중요한 이온통로의 기능 이상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고 있다. 1995 년 Bhatnagar 의 보고에 따르면 4-HNE 

투여로 백서 심장세포의 활동전압 기간 연장과 안정막전압 탈분극이 

일어났다. 또한 고농도의 4-HNE 에 의한 ATP 소모가 KATP 

이온통로의 활성을 일으킬 수 있었다 (Bhatnagar, 1995), 하지만 4-

HNE 가 다른 K+ 외향전류를 조절하는지, 특히 부정맥 유발에 중요한 

hERG K+ 이온통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다. 

 

지질산화물과 이온통로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허혈스트레스에 취약한 심장과 뇌에서 

전기적 활동의 중요성 (부정맥, 간질, 뇌기능저하 유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온통로들에 대한 지질산화물의 작용 연구는 드물다. 

비교적 자세히 연구된 경우는, 감각신경세포에 분포하여 통각수용기 

및 외상부위에서 발생하는 염증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RPA1 이온통로가 지질산화물에 의해서 활성화 되는 현상이다 

(Graepel et al., 2011; Trevisani et al., 2007). 염증이 발생한 부위에서 

증가하는 ROS (H2O2)에 의한 시스테인 잔기들의 산화가 

TRPA1 이온통로를 활성화 시키기도 하지만 (Andersson et al., 2008), 

증가된 활성산소종에 의한 이차적 생산물인 지질산화물도 TRPA1 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TRPA1 은 지질산화물 이외에도 여러 외인성 

친전자성물질과 N-말단의 시스테인 잔기간의 공유결합(부가물 

형성)에 의해서 활성 되며 (Hinman et al., 2006), 4-HNE 및 4-

ONE 의 이온통로 활성기전 또한 유사할 것이라 추정된다 (Trevisani 

et al., 2007). 

200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4-HNE 처리에 따라 신경세포 내 

Ca2+ 농도의 증가 및 세포 사멸이 발생되는데, 이는 4-HNE에 의한 

타이로신 인산화 증가에 따른 VOCC (voltage operated Ca2+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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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에 의한 것이다 (Lu et al., 2002). 또한, 4-HNE 1 µM 처리에 

의한 Na+, K+-ATPase 의 활성도와 단백질량의 감소현상이 

달팽이관의 나선인대섬유세포 (SLF, spiral ligament fibrocyte)에서 

알려졌다 (Yamaguchi et al., 2014). 하지만, Ca2+이온통로의 증가나 

Na+, K+-ATPase의 감소가 4-HNE와의 부가물형성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심장의 K+ 이온통로와 산화적 스트레스  

심장에서의 급성 허혈 및 허혈 후 재관류에 의해서 심장의 전기적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부정맥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심장의 활동전압의 재분극에 기여하는 이온통로인 hERG 

(human ether-a-go-go-related gene) K+ 이온통로의 억제성 변화는 

부정맥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킨다 (Vandenberg et al., 2012). 

hERG 이온통로는 활성산소종인 H2O2 에 의해서 직접 조절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olbe 등 의 연구에 따르면, hERG 전류의 활성과 

비활성 속도 (time constant of activation and inactivation)가 

H2O2 에 의해서 빨라지며, hERG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Kolbe et 

al., 2010). H2O2 에 조절 받는 hERG 이온통로의 분자기전으로써 C-

말단의 723 번째 시스테인 잔기가 직접 H2O2 와 결합하여 (723 

시스테인 잔기 산화에 따라 그 주변의 아미노산 잔기와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C723 을 세린 (serine) 잔기로 치환한 hERG 이온통로 실험에서도 

H2O2 를 통한 전류억제가 일부분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억제 

기전이 hERG 이온통로에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에서는 지질산화물에 의해 심장의 K+ 

이온통로와 hERG 이온통로가 어떠한 조절을 받는지 보고된 바 없으며, 

지질산화물의 증가가 심장 이온통로를 조절을 하여 부정맥의 발생에 

기여함을 밝힌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질산화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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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NE 와 4-ONE 에 의해서 hERG 이온통로 및 심장세포의 이온통로, 

그리고 활동전압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그 기전을 

알아보고자 한다.  
 

8 

 



MATERIALS AND METHODS 

1. 세포배양과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발현 유도  

인간배아신장(HEK293) 세포주 (ATCC, Manassas, VA, USA) 를 

10% FBS, 1% NEAA (Non Essential Amino Acids), 1% Na-Pyruvate 

가 포함된 MEM (Gibco, #11095-080) 배양액으로 37 ℃, 5% CO2 가 

공급되는 배양기에서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실험은 hERG1a 가 

안정적으로 과발현된 HEK293 세포주를 이용하였으며, 점변이 (point 

mutation)가 유발된 hERG 와 KCNQ1/KCNE1 를 통한 이온전류 

측정 실험에서는 transient transfection 을 유도하였다. 플라스미드를 

세포에 주입하기 위해 FUGENE 6 (Roche Molecular Biochemicals, 

USA) transient transfection 시약을 사용하였다. FUGENE 시약 1.5 

µl , DNA 1 µg, 그리고 0.1 µg 녹색형광단백질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을 100 µl 의 FBS-free 배양액에 넣어 실온에서 20 분간 

반응시킨 후, DNA-FUGENE 혼합물을 세포 배양액에 첨가를 하였다. 

KCNQ1/KCNE1-FUGENE 혼합물에는 녹색형광단백질 이 포함된 

KCNE1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였으며, 10:1 (KCNQ1:KCNE1)의 

DNA 비율의 혼합물로 발현을 유도하였다. 배양 24~36 시간 후, 

녹색형광이 발현되는 세포를 선택하여 팻취클램프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심실근 세포 분리  

7~8 주령의 450 g 기니피그 (Dunkin – Hartley guinea-pigs)의 

심장에서 분리한 좌심실근세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기니피그의 

복강에 펜토바비탈 (pentobarbital sodium, 30 mg/kg)을 주사하여 

마취한 후, 흉곽을 절개하여 심장을 드러냈다. 흉선과 심낭을 제거한 

후 나타난 대동맥에 삽관하고 랑겐도르프 형 관류기 (Langendorff 

apparatus)에 연결하였다. 관상동맥을 통해 100% 산소로 포화된 

Ca2+ free NT 용액 (NaCl 135, KCl 5.4, MgCl2 3.5, Glucose 5, HE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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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2HPO4 0.4, Taurine 20, in mM, pH 7.4 with NaOH, 37 ℃)의 

역행성 관상동맥 관류가 이루어지면서 심장 내 혈액이 제거되며, 

이어서 세포분리용 효소의 관류가 일어나게 하였다.  

이어서, 콜라게나아제 (1 mg/ml collagenase type II, Worthington 

biochemical Co., Lakewood, NJ, USA), 프로티아제 (0.1 mg/ml 

protease), 우혈청알부민 (1.67 mg/ml bovine serum albumin (BSA)), 

50 µM Ca2+ 이 포함된 1 차 세포분리용액으로 8-10 분간 관류시켰다. 

처리된 심장은 즉시 페트리 접시(petri dish)로 옮겨, 대동맥과 심방 

그리고 우심실과 심실중격을 제거하여 좌심실 외벽만 남긴다. 분리된 

좌심실의 심외막(pericardium)을 핀셋을 이용해 제거하고 2 차 

콜라게나아제 용액 (1 mg/ml collagenase, 1.67 mg/ml BSA, 50 µM 

Ca2+ in isolation solution)이 담긴 플라스크로 옮긴다. 좌심실조직은 

2 차 콜라게나아제 용액이 담긴 플라스크 상태로 37 ℃가 유지되는 

인큐베이터에서 7-9 분간 90 rev/min 의 속도로 흔들어 단일 

세포로의 분리를 유도하였다. 7 분 후, 분리된 세포들이 포함된 2 차 

콜라게나아제 용액을 600 rpm 으로 2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버리고 세포만 얻는다. 세포만 남은 펠렛에 1% BSA 가 포함된 Ca2+ 

free isolation 용액을 5 ml 넣어 원심분리를 2 번 반복한 후, KB 용액 

(in mM: HEPES 10, KOH 70, L-glutamate 50, KCl 55, Taurine 20, 

KH2PO4 20, EGTA 0.5, MgCl2 3, Glucose 20; pH 7.3 with KOH), 혹은 

storage 용액 (in mM: NaCl 120, KCl 5.4, MgSO4 5, CaCl2 0.2, Na-

pyruvate 5, glucose 5.5, taurine 20, HEPES 10, mannitol 29; pH 7.4 

with NaOH)에 보관한다. 잘 분리된 좌심실근세포는 전체 세포의 

60~80%가 막대 형태를 보인다.  

팻취클램프 실험에서 심근세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전세포조건을 만든 후, ramp pulse 를 50ms 의 저분극과 탈분극을 

반복하여 이때 발생하는 capacitance 전류 (ICp)를 측정하여, 세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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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반영하는 축전능 (capacitance)을 계산하였다 (Golowasch et 

al., 2009).  

 

3. 전기생리학적 기록 및 분석 

hERG 를 발현시킨 HEK293 세포 혹은 기니피그 심장에서 분리한 

좌심실근세포를 도립현미경 (Nikon, Japan)에 설치한 팻취클램프용 

레코딩 챔버에 옮겨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저항이 2-3 

MΩ인 유리미세전극을 사용하여 전세포 기록모드 (conventional 

whole-cell recording mode)로 실온 (22-25 ℃)에서 진행하였다. 

팻취클램프 증폭기 (Axopatch 1D, Axon Instrument, Ca, USA), 

ADDA convertor (Digidata-1440, Axon Instrument), pClamp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류 및 전압을 측정하였다. 기록된 데이터는 

Clampfit 10.4 (Axon Instrument)와 Origin 8 (OriginLab,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에 처리한 4-HNE (4-hydroxynonenal, Cayman)와 4-ONE 

(4-oxononenal, Cayman)는 레코딩 챔버에 흘려주기 직전 관류액에 

희석시켜 세포에 처리하였다. Reducing agent TCEP (Sigma)를 

처리하는 실험에서는 그 물질들에 의해 발생하는 junction potential 

drift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Berman and Awayda, 2013), 3M KCl 

agar bridge 를 사용하여 reducing agent 가 포함된 챔버용액과 

레퍼런스 전극 (reference electrode)의 접촉을 막아주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VOCCL 전류 기록 실험에서는 전세포조건 (whole-cell mode 

configuration) 이전까지는 심근세포의 탈분극을 막아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NT(Normal Tyrode) 용액을 관류하고, 전세포조건 

이후에 NaCl 이 CsCl 로 대체된 관류액을 흘려주어 VOCCL 전류를 

기록하였다. 이때 관류액 교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junction 

potential 변화를 막기 위해서 3M KCl agar bridge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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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CL 의 전압의존성 활성 (voltage-dependent activation)의 

분석은 기록된 전류의 전도도 (conductance, G)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의 수식 
GCa =  ICaL / (Vm − Vrev) 

을 이용하여 GCa 를 구한 뒤, 최대 전도도 (GCa,max)로 나누어 

activation curve 를 구하였다.  

VOCCL 과 hERG 의 Activation curve 는 Boltzmann equation  

y = 1/ �1 + exp �−
(𝑉𝑉 − 𝑉𝑉0.5)

𝑘𝑘 �� 

을 이용하여 fitting하였다. k는 slope factor, V는 세포막에 가해진 

전압, V0.5 는 최대전도도의 절반의 값을 가지는 전압이다.  

VOCCL 의 inactivation gating kinetics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대내향전류 이후에 감소하는 전류를 2nd-order exponential 

function 을 이용하여 fitting 하였고, 빠른 시간상수(Tau_fast)와 느린 

시간상수(Tau_slow)의 값을 이용해 분석을 하였다. 

 

4. 웨스턴 블롯 

hERG 이온통로의 발현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웨스턴 블롯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hERG 가 발현된 HEK293 세포에 

4-hydroxynonenal과 4-oxononenal을 전처리한 후에, 차가운 lysis 

용액 (in mM: Tris-HCl 50 pH 7.4, NaCl 100, EDTA 5, 1% Triton X-

100,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이용하여 배양접시의 세포를 

스크랩하여 4℃에 30 분 동안 분쇄하였다. 얻어진 샘플은 

원심분리하여 (13,000 g, 15 분, 4℃) 상층액의 단백질만 분리하고, 

bradford assay 를 이용해 농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막에 분포하고 있는 단백질만 분리하기 위하여 surface 

biotinyl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세포막 불침투성 Sulfo-NHE-SS-

Biotin (Pierce, IL, USA)이 포함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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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을 HEK293 세포에 처리하여 4℃, 1 시간동안 부드럽게 흔들어 

주어 세포막단백질 바깥쪽의 라이신(lysine) 잔기와 반응을 시킨다. 

1 시간 후, 반응하지 않은 biotin 은 quenching 용액 (50mM Tris-Cl, 

pH 7.4)으로 제거한다. Biotin 과 결합시킨 HEK293 세포는 lysis 용액 

(EDTA 0.5 M, pH 7.4 Tris-Cl 25 mM, NaCl 150 mM, 1% Triton X-

100)을 사용하여 세포를 분쇄한다. 분쇄한 세포를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NeutrAvidin Agarose Resin (Pierce)로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avidin 과 결합시킨다. Avidin 이 결합한 단백질만을 Elution 

buffer (62.5 mM Tris-Cl pH 6.8, 1% SDS, 10% glycerol, 50 mM 

DTT)로 용리시켜 샘플을 얻고, 농도측정 후, 전기영동에 사용하였다.  

4~12% gradient Tris-glysine 젤 (Komabiotec, Seoul, Korea), 

또는 8% SDS-PAGE 젤을 사용하여 20 µg 의 단백질을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젤은 1 시간동안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으로 단백질을 transfer 하였다. Membrane 은 

5% skim milk 가 포함된 TBS-t 용액 (2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0.1% Tween-20)으로 1 시간동안 블로킹 하였고, 1 차 

항체는 4℃에서 12 시간동안 반응하였다; hERG1a (anti-KCNH2, 

abcam, ab-81160, Cambridge, UK), GAPDH (abcam), Na+,K+-

ATPase (abcam). 1 차 항체 처리 후, 15 분씩 세 번 TBS-t 용액을 

이용해 세척하였고, 각각의 2 차 항체는 5% skim milk 용액에 1:5000 

비율로 희석하여 1 시간 동안 처리하여 동일하게 세척하였다. 이후, 

단백질 밴드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Bioscience)로 반응시켜 확인하였다.   

 

5. 실험용액과 약물 

HEK293 세포에서 hERG 이온통로 기록을 위해 사용한 

세포내용액과 세포외용액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세포내용액: K-

aspartate 100, KCl 25, NaCl 5, HEPES 10, MgCl2 1, MgATP 4, BA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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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mM, pH 7.25 with KOH. 세포외용액: KCl 3.6, HEPES 10, NaCl 

145, MgCl2 1, CaCl2 1.3, glucose 5, in mM, pH 7.4 with NaOH. 

Mutant hERG 의 낮은 발현율을 극복하고 전류기록을 하기 위해서, 

일부 실험에서는 KCl 을 96 mM 로 높이고 NaCl 을 동일한 농도로 

낮추어준 세포외용액을 사용하여 K+이온의 driving force 를 증가시켜 

주었다. hERG 이온통로 기록을 위해 사용한 세포내용액과 

세포외용액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전위차 (LJP, liquid junction 

potential)의 계산값은 약 12.7 mV(calculated with pClamp 9.1)이며, 

세포에 가해준 전압(Vp)에 대하여 LJP 값을 10 mV 만큼 보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Vm = Vp – Vjuncion) 

기니피그 심장에서 분리한 좌심실근세포에서 활동전압의 기록과 

K+전류 (E4031-sensitive 전류, chromanol293B-sensitive 전류) 

기록을 위해 사용한 세포내용액과 세포외용액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세포내용액: KCl 20, K-aspartate 120, NaCl 5, CaCl2 2, EGTA 5, 

HEPES 10, MgATP 5, pH 7.25 with KOH. 세포외용액: KCl 5.4, HEPES 

10, NaCl 145, MgCl2 1, CaCl2 1.8, glucose 5, in mM, pH 7.4 with 

NaOH. 사용한 두 용액에 의해 발생되는 LJP (약 14 mV)를 막전압 

기록 후 보정해 분석하였다. 좌심실근세포에서 rapid delayed 

rectifying K+ 전류 (IKr, hERG, KCNH2)를 기록하기 위하여 1 µM 

E4031 (Sigma) 이 포함된 세포외용액을 처리하고 전/후 전류를 

빼주어 E4031-sensitive 전류를 분석을 하였다. Slow delayed 

rectifying K+ 전류 (IKs, KCNE1/KCNQ1)을 기록하기 위해 10 µM 의 

chromanol-293B (Sigma)로 억제되는 전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이때 다른 이온통로를 통한 전류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1 µM 

E4031 과 1 µM nifedipine (Sigma)을 사용하여 KCNH2 이온통로와 

L-형 칼슘 이온통로 (VOCCL, L-type voltage-operated Ca2+ 

channel)를 억제한 상태에서 기록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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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근세포에서 VOCCL 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세포내용액과 

세포외용액은 다음과 같다. 세포내용액: CsCl 106, TEA-Cl 20, NaCl 5, 

HEPES 10, MgATP 5, EGTA 10, in mM, pH 7.25 with CsOH. 

세포외용액: CsCl 145, HEPES 10, MgCl2 1, CaCl2 1.8, glucose 5, in 

mM, pH 7.4 with CsOH.  

Bortezomib (Merck Millipore), bafilomycin (Sigma), dynasore 

(Sigma), MβCD (Sigma) 는 배양액에 첨가하여 hERG-HEK 세포에 

처리하였다. 

 

6. 통계학적 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Origin 8.0 (OriginLab)과 GraphPad Prism 5.0 

(GraphPad Software Inc. USA)으로 분석하고, 평균(mean) ± 

표준오차 (standard error)로 표기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 를 이용하였고, p-값 0.05 미만인 경우 유의성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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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4-HNE 와 4-ONE 에 의한 hERG 전류 감소 

여러 농도의 4-HNE 를 hERG1a (Kv11.1, KCNH2)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HEK-293 세포주 (hERG1a-HEK stable cell line)에 

처리하여 hERG 전류 (IhERG)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전세포 팻취클램프 

조건에서, 4 초간 탈분극 자극들에 이어지는 -50 mV 의 재분극 

전압에서, hERG 전류의 외향성 꼬리전류 (hERG tail current, 

IhERG_tail)가 나타난다. hERG 전류와 IhERG_tail 은 100 µM 4-HNE 

단기처리 (< 5 분) 중에 서서히 감소하였다. 투여 후 5 분 (300 초) 때 

기록된 전류를 붉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1A). 10 µM, 30 µM, 100 

µM 4-HNE 에 5 분간 노출시켰을 때 감소된 IhERG_tail 를 매 15 초 마다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300 초간의 4-HNE 처리 동안 IhERG_tail 는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I300sec/I0sec: 86 ± 2.5, 86 ± 3.2 and 58 ± 

1.8 %; 10 µM, 30 µM and 100 µM 4-HNE; n=7, n=7 and n=10; 

respectively), 4-HNE 를 세척해 주어도 hERG 전류는 잘 회복되지 

않았다 (Fig. 1B).  

hERG 의 전압의존적 활성도 (activation voltage dependence)에 

대한 4-HNE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단계의 탈분극 전압을 

가하는 multi-step depolarization pulse protocol 을 사용하여 

hERG 전류를 기록하고 30 µM 과 100 µM 의 4-HNE 를 처리하여 

비교하였다 (Fig. 1C and E). hERG 의 전압의존적 활성도의 기준인 

half-activation voltage (actV0.5) 값은 4-HNE 에 의해 음전위 

방향으로 이동했다 (Fig. 1D and F).  

4-ONE 는 4-HNE 보다 낮은 농도 범위에서 IhERG_tail 를 억제하였다 

(Fig. 2A and B; I300sec/I0sec: 85 ± 3.2, 64 ± 6.0 and 38 ± 5.8 %; 1 

µM, 3 µM and 10 µM 4-ONE; n=3, n=4 and n=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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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HNE 와 달리 4-ONE 는 hERG의 actV0.5에 별 영향을 주지 

않거나, 더 높은 농도 (10 µM 4-ONE)에서 오히려 양전위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slope factor (k) 값이 3 µM 과 10 µM 4-ONE 에 

의해 증가하였다 (Fig. 2D and F).  

 

4-HNE 와 4-ONE 에 의한 VOCCL 의 조절 

hERG 에 대한 4-HNE 와 4-ONE 의 억제효과는 심장세포 활동전압 

길이 (APD)에 대한 영향을 시사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이온통로들에 대한 영향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VOCCL 에 

대한 지질산화물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VOCCL 의 기록은 기니피그 좌심실근에서 분리한 단일세포를 

이용하였고 multi-step depolarization pulse protocol 을 이용하여 

전압의존적인 전류를 기록하였다. VOCCL 은 100 µM 4-HNE 와 10 µM 

4-ONE 의 단기처리에 의해서 억제되었다 (Fig. 3A and C). 기록된 

VOCCL 의 전류-전압 관계곡선 (I-V curve; current-voltage 

relationship curve)을 최대전류 값 (내향전류의 최대값-안정상태 

평균전류값)과 세포에 가해준 탈분극 전압 (-40 to 60 mV)으로 

나타내었고, 지질산화물 단기처리 전 (control; black)과 처리 후 (4-

HNE, 4-ONE; red)로 구분하였다. VOCCL 의 안정상태 활성도 

(steady-state activation)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Fig. 3 에서 구한 

최대전류 값과 전압 (Vm-Vrev)을 이용하여 전도도(conductance)를 

구해 steady-state activation 을 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2 쪽). 4-HNE 와 4-ONE 에 의해서 VOCCL 의 actV0.5 가 음전위 

방향으로 감소하고, slope factor 의 값이 증가하였다 (Fig. 3E and F).  

흥미롭게도, VOCCL 의 최대 내향전류의 크기는 4-HNE 와 4-

ONE 에 의해서 감소하였지만, 최대전류 발생 이후 전류의 비활성상태 

(inactivation state)에 남아있는 내향전류 (sustained inward 

current)의 크기가 10 µM 의 4-ONE 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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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 right, red line and C). VOCCL 의 비활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2nd-order exponential function 을 이용하여 fitting 을 하였다. 

10 µM 4-ONE 는 VOCCL 비활성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였고, 특히 

느린속도상수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Fig. 4B, Tau_slow).  

 

4-HNE 와 4-ONE 에 의해 감소하는 KCNQ1/KCNE1 전류  

KCNQ1/KCNE1 를 통한 포타슘전류(IKs)는 탈분극 시 매우 느리게 

활성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IKs 는 hERG 를 통한 전류 (IKr)과 함께, 

심장 활동전압의 재분극 시기에 활성화되어 활동전압의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IKs 에 대한 4-HNE 와 4-ONE 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KCNQ1/KCNE1 DNA 벡터를 10:1 의 비율로 HEK 

세포에 형질 주입 하고, 24~36 시간 후에 전류기록을 하였다. 100 µM 

4-HNE 와 10 µM 4-ONE 의 단기처리에 의해서 KCNQ1/KCNE1 전류 

또한 감소하였다 (Fig. 5A-D). 
 

4-HNE 와 4-ONE 에 의한 기니피그 심근세포 활동전압의 

변화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에서 팻취클램프 기법 (zero-current clamp 

mode)을 활용하여 활동전압을 측정했다. 전세포조건을 만든 후 

전압고정에서 전류고정 모드로 바꾸어 주고, 2~3 nA의 전류를 짧게 (8 

ms) 주입하여 활동전압 발생을 유도했다. 1 초 마다 자극을 

반복하였으며, 일정한 길이의 활동전압이 발생되는 안정상태가 된 후, 

지질산화물을 처리하여 변화를 관찰했다.  

4-HNE 와 4-ONE 처리 180 초, 300 초 후의 활동전압의 변화를 Fig. 

6A 와 B 에 나타내었다. 활동전압의 길이는 100 µM 과 10 µM 의 4-

HNE와 4-ONE에 의해 증가하였고, 특히 4-HNE보다 4-ONE에 의한 

증가가 더 컸다 (Fig. 6B). 활동전압 길이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APD90 (action potential duration at 90 %)을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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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APD90 은 활동전압의 최대값으로부터 그 크기가 90 % 

감소하였을 때의 기간을 나타내는 활동전압 분석 요소이다. 4-HNE 와 

4-ONE 경우 모두 APD90이 시간에 따라 길어졌고, 특히 처리 직후 (< 

20 초)에는 APD90이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길어지는 것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6C). 활동전압의 다른 분석요소인 안정막전압 (RMP, 

resting membrane potential), 전체활동전압의 크기 (TA, total 

amplitude), 활동전압 phase 0 의 최대 upstroke 속도 (Vmax, 

maximal upstroke velocity)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6D, E and F).  

 

4-HNE 와 4-ONE 단기처리에 의한 hERG 전류 억제와 

TCEP 에 의한 회복 여부 

지질산화물은 친전자적 성질 때문에 반응성이 높고, 생체 단백질의 

친핵성 잔기와의 결합을 통해 안정된다. 일반적으로 이 결합은 

비가역적인 부가물을 만든다고 여겨지지만, 일부 실험에서는 환원제 

(GSH)를 통한 가역적 현상 (단백질 기능의 회복)이 보고된 바 있다 

(Randall et al., 2013). 그래서 지질산화물 단기처리로 비가역적인 

감소를 보인 hERG 전류가 환원제에 노출이 되면 가역적인 현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DTT 와 GSH 의 단독처리 만으로도 hERG 전류가 감소하고 

전압의존적 활성도가 변하는 등 (data not shown), 일정치 않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hERG 에 4-HNE 억제현상이 

환원제로 회복/예방되는지 평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세포막 비 

침습적 성질의 환원제 TCEP (tris(2-carboxyethyl)phosphine)는 그 

단독투여만으로는 억제성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CEP 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1 mM 의 TCEP 를 아무 처리하지 않은 

hERG-HEK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약 5 pA/pF 의 전류증가가 보였고 

(Fig. 7A, closed square, 59.33 ± 5.78 and 64.77 ± 7.18 pA/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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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d after TCEP, n=3), 전압의존적 활성도는 변하지 않았다 

(data not shown). 흥미롭게도, 100 µM 의 4-HNE 단기처리 후에 

TCEP 를 관류하였을 경우, 억제되었던 전류의 약 90% (약 25 

pA/pF)가 회복되었다 (Fig. 7A, open triangle 31.4 ± 2.19 and 56.88 

± 1.89 pA/pF, before and after TCEP, n=5). 4-HNE 에 의해서 

감소했던 전류는 TCEP 에 의해서 회복 되었지만, 4-HNE 에 의해 

민감해졌던 전압의존적 활성도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Fig. 

7B).  

10 µM 의 4-ONE 에 의해서 감소했던 hERG 전류는 TCEP 에 의해 

회복되지 않았다 (Fig. 7C, open red reverse-triangle, 16.03 ± 1.66 

and 19.78 ± 0.02 pA/pF, before and after TCEP, n=4). 하지만 

activation curve 의 slope factor 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7D, 9.045 ± 0.36 and 11.68 ± 0.28, before and 

after TCEP, n=4).  

 

4-HNE 와 결합이 가능한 hERG 이온통로의 세포막 바깥쪽 

아미노산 잔기들  

세포막에 비 침습적인 성질을 가진 TCEP 처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산화물의 단기처리에 따른 hERG 이온통로 억제 

기전에 대해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었다. 첫째, 100 µM 4-HNE 에 

의한 hERG 전류 억제는 TCEP 에 의해 회복이 되므로, 세포 바깥쪽의 

아미노산 잔기 (시스테인, 히스티딘, 라이신)와 4-HNE 간의 결합 

(Michael addition 혹은 Schiff base)이 관련되어 있다. 둘째, 4-

HNE 에 의한 전압의존적 활성도의 변화는 TCEP 에 의해 변화가 

없으므로, 4-HNE 가 세포막 안쪽의 hERG 잔기를 변화시킨 결과일 

가능성이다. 셋째, 4-ONE 의 처리에 의해 hERG 전류가 감소한 원인은 

세포막 안쪽 아미노산 잔기와 결합에 의한 결과이거나, 4-ONE-h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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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물의 형성 (Schiff base 와 같은 강한 결합)을 TCEP 가 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가정인 세포막 바깥쪽의 아미노산 잔기와 4-HNE 간의 

결합이 hERG 전류 억제 기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막 바깥쪽의 

시스테인(C445, C449), 히스티딘(H578, H587), 라이신(K595, K608, 

K610) 잔기들을 치환변이한 hERG 이온통로를 이용해 4-HNE 에 대한 

억제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Fig. 8A to D). 안타깝게도, 확인한 모든 

세포 바깥쪽 돌연변이(Cystein Double Mutant: C445S+C449S, 

Histidine Double Mutant: H578Q+H587Q and H578D+H587Y, Lysine 

Double Mutant: K608A+K610A, Lysine Single Mutant: K595A)에서 

4-HNE에 의한 억제가 hERG1a에서 보인 억제와 차이가 없거나 조금 

강해진 억제만이 보였으며 (Fig. 8B and D, HisDM-DY), 억제가 

약해지거나 사라진 돌연변이는 없었다. 그리고 4-HNE 에 의한 억제가 

시스테인, 히스티딘, 라이신 잔기와의 Michael addition 혹은 Schiff 

base 가 아닌 이온통로 입구 근처의 잔기와 결합하여 억제 (pore 

block)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돌연변이를 이용해 4-

HNE 의 억제를 알아보았다 (Fig. 8E, Y652A, F656A, T623A, S624A, 

V625A). 그리고, H2O2 에 의해 직접 조절 받아 hERG 전류 억제를 

보이는 C723 잔기에 대한 돌연변이와 뇌에서 높은 수준의 발현을 

보이는 hERG1-3.1 아형에 대해서도 4-HNE 를 통한 억제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Fig. 8E, C723S, hERG1-3.1). 6 개의 

돌연변이에서 4-HNE 에 의한 전류억제효과의 약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T623A 의 돌연변이와 hERG1-3.1 아형은 hERG1a 에 비해 

4-HNE 에 대해 억제가 민감해졌다 (Fig. 8E, 66.5 %, 47.76 % and 

27.22 %; currents at 300 sec after 4-HNE application, I300sec/I0sec; 

hERG1a, T623A and hERG1-3.1; n=12, n=4 and n=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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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농도의 4-HNE 와 4-ONE 의 장기노출에 의한 hERG 

전류의 감소 

앞선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한 높은 농도의 지질산화물 (100 µM 4-

HNE 와 10 µM 4-ONE)은 hERG 이온통로와 VOCCL 의 변화를 통해 

활동전압의 길이를 길게 하였다. 하지만 Fig. 1 과 2 에서 낮은 농도의 

지질산화물의 단기노출에서도, 느리지만 지질산화물에 의한 억제가 

있는 것을 보였다. 때문에, 낮은 농도의 지질산화물을 장기노출 

시켰을 때 hERG 전류의 억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hERG-HEK 세포주에 1 µM 과 10 µM 의 4-HNE 를 배양액을 통해 

3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3 시간 후, 4-HNE 가 포함된 배양액을 제거 

하고, PBS 로 세척하였다. 세포들에 새로운 배양액을 공급하여 주고 

팻취클램프 챔버로 옮겨 hERG 전류를 측정하였다. 10 µM 의 4-HNE 

3 시간 노출은 hERG 전류의 크기를 줄였다 (Fig. 9B and C). 1 µM 4-

HNE 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hERG 전류 감소가 보이지 않았으며, 

activation curve 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10 µM 4-HNE 는 

hERG 이온통로의 activation curve 의 V0.5 를 음전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전압의존성 활성을 더 민감하게 하였다 (Fig. 9D).  

10 µM 4-HNE 의 장기노출 시간에 따라 hERG 전류가 감소하였다. 

30 분의 노출은 hERG 전류를 줄이지 않았지만, 1 시간 이상의 

장기노출은 hERG 전류를 작게 하였다 (Fig. 10C). 또한, activation 

curve 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전류 감소 패턴과 다르게, 30 분부터 

V0.5 값의 감소현상을 보였다 (Fig. 10D). 10 µM 4-HNE 의 장기노출에 

의해 감소한 hERG 전류가 TCEP 에 의해 회복되는지 알아보았다. 4-

HNE 장기노출에 의해서 감소한 hERG 전류는 TCEP 처리에 의해 약 

8 pA/pF 의 전류증가만을 보였다 (Fig. 10E, 30.25 ± 4.76 and 38.68 

± 6.44 pA/pF, before and after TCEP, n=4). 이는 4-HNE 에 

노출되지 않은 hERG 전류의 증가현상과 유사한 정도였다. TCEP 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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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E 장기노출에 의해 민감해진 전압의존적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 10F).  

낮은 농도의 4-ONE 를 장기노출 하였을 때 hERG 전류의 감소가 

보일까? 4-HNE 처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4-ONE 100 nM, 1 µM 을 

3 시간 처리하여 hERG 전류를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4-HNE 의 결과와 

다르게, 4-ONE 에 의해서는 눈에 띄는 전류감소가 보이지 않았다 (Fig. 

11A, B and C). 1 µM 4-ONE 에 의해서 평균전류값의 감소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90 ± 134.8 and 1638 ± 199.9 

pA, control and 1 µM 4-ONE, p=0.088). 그리고 낮은 농도의 4-ONE 

처리는 hERG 의 activation curve 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 

11D).  

 

4-HNE 의 장기노출에 의한 심근세포 IKr 의 감소 

hERG 이온통로가 과발현 되어있는 HEK 세포주를 이용한 앞선 

실험은 낮은 농도의 4-HNE 장기처리는 hERG 전류 감소를 

일으켰지만 (Fig. 9 and 10), 이와 같은 4-HNE 의 영향이 동물의 

심장에서 분리한 심근세포의 ERG (eag related gene) K+ 이온통로 

(IKr)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활동전압 길이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delayed rectifier K+ 이온통로인 IKs (KCNQ1/KCNE1)에 

대한 영향도 알아보았다.  

기니피그 좌심실근에서 분리한 세포는 storage 용액에 10 µM 4-

HNE 를 투여하고 3 시간 동안 실온에서 기다렸다. IKr 과 IKs 전류를 

기록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온통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E-4031 과 

chromanol-293B 를 처리하여 감소한 전류를 이용해 IKr 과 IKs 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IKs 를 기록하기 위해 전세포형성 후 E-

4031 0.5 µM 과 nifedipine 1 µM 을 챔버에 흘려주어 IKr 과 VOCCL 

전류 발생을 막아준 상태로 탈분극에 따라 발생하는 전류(전류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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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그리고 10 µM Ch293B 를 처리한 후 전류(전류 B)를 

기록하여 Ch293B-sensitive 전류(전류 A-전류 B)를 얻었다 (Fig. 12A). 

기록된 Ch293B-sensitive 전류는 4 초간의 탈분극에 의해 서서히 

증가되는 전형적인 IKs 의 전류증가 특성을 보였다. Control 군과 4-

HNE 군의 전류크기 비교는 탈분극이 끝나는 시점 (4 초)의 

최대전류를 세포크기로 정량화하여 I-V curve 로 나타내었다 (Fig. 

12C). 10 µM 4-HNE 의 장기노출은 기니피그의 IKs 를 억제시키지 

않았다. 

기니피그 IKr 을 기록하기 위해서 1 µM E-4031 을 이용해 E-4031-

sensitive 전류를 얻었다. 탈분극 이후 -40 mV 로의 재분극에 의해 

발생되는 IKr 의 꼬리전류의 최대값을 세포크기로 정량화하여 I-V 

curve 로 나타내었다. 10 µM 4-HNE 의 장기노출은 IKr 을 작게 하였다 

(Fig. 12B and D).  

 

4-HNE 의 장기노출에 영향 받지 않는 VOCCL  

10 µM 의 4-HNE 를 3 시간 동안 storage 용액에서 노출한 세포와 

아무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서 VOCCL 을 기록하였다 (Fig. 13A). 높은 

농도 (100 µM)의 4-HNE 가 전류감소를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Fig. 3), 

낮은 농도 (10 µM)의 4-HNE 를 3 시간 처리하여도 VOCCL 에는 

영향이 없었다 (Fig. 13B). 그리고, steady-state activation curve 

분석을 통해 4-HNE 를 장기노출한 군에서 약 -2 mV 의 actV0.5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13C).  

 

4-HNE 장기노출에 의해 연장된 기니피그 APD90  

앞선 실험을 통해 낮은 농도의 4-HNE 장기노출은 IKs 와 VOCCL 의 

전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2 and 13). 

하지만 기니피그 심근세포에서 확인한 IKr 의 감소와 HEK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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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기록한 hERG 전류 감소 결과를 바탕으로 10 µM 4-HNE 

장기노출이 심근세포 활동전압의 길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었다. 기니피그 좌심실에서 분리한 심근세포는 Fig. 12 와 13 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storage 용액에서 3 시간동안 10 µM 4-HNE 를 

노출시켜 활동전압을 기록하였다. 4-HNE 에 노출된 그룹과 처리하지 

않은 그룹(control)에서 기록한 모든 활동전압을 Fig. 14 A 와 B 에 

나타내었다. 10 µM 4-HNE 장기노출은 기니피그 심근세포에서 기록된 

활동전압의 기간을 확장하였다 (Fig. 14A and B). 4-HNE 를 처리한 

그룹에서 기록한 APD90 이 control 에 비해 약 150 ms 길어졌다 (Fig. 

14C). RMP 와 TA, Vmax 는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Fig. 14C). 

 

4-HNE 장기노출에 의한 hERG 세포막 발현의 감소 

10 µM 의 4-HNE 장기노출에 의해 감소한 hERG 전류는 TCEP 에 

의해 회복되지 않았다 (Fig. 10E). 때문에, 장기노출에 의한 

hERG 전류의 감소는 4-HNE-hERG 결합 이후 구조적 변화를 통한 

억제가 아닌, 세포막 hERG 의 감소를 통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다. 

낮은 농도의 4-HNE 장기노출이 막단백질 발현량에 변화를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surface biotinylation 방법을 이용해 세포막 hERG 

이온통로의 양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hERG-HEK 세포에 10 

µM 4-HNE 와 1 µM 4-ONE 를 3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막 

비투과성 biotin 이 포함된 PBS 용액을 4℃ 에서 1 시간 동안 처리해, 

세포막 단백질의 라이신 잔기와 biotin 을 결합시켜 세포막 단백질을 

얻었다. 자세한 실험방법은 Materials and Methods 13 쪽에 설명되어 

있다.  

10 µM 4-HNE 의 3 시간 처리는 세포막 hERG 의 양을 줄였다 (Fig. 

15A and B, Plasma membrane and Mature, HNE lane). 1 µM 4-

ONE 에 의해서는 전류의 감소가 없었던 것처럼 (Fig. 9), 세포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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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G 단백질의 양도 변하지 않았다 (Fig. 15A and B, Plasma 

membrane and Mature, ONE lane). hERG 이온통로는 ER 에서 

tetramer 를 형성된 후 첫 번째 glycosylation 이 N598 아미노산 

잔기에 일어난다 (core glycosylation). 그리고 golgi 체로의 이동 후, 

추가적인 glycosylation (complex glycosylation)이 한번 더 일어나 

완성된 형태의 mature hERG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이동한다 

(Vandenberg et al., 2012). hERG 이온통로는 형성단계와 

glycosylation 정도에 따라 분자량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55 kDa 을 

세포막에 존재하는   mature form hERG, 그리고 135 kDa 을 ER 및 

세포질에 존재하는 immature hERG 로 구분한다. Total lysate 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도 hERG 의 155 kDa 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양이 

control 에 비해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15A and B, Total 

lysate, Con and HNE). 10 µM 4-HNE 의 노출시간에 따라 mature 

hERG 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였으며 (1 시간-12 시간), 4-HNE 를 

세척한 후 12 시간 동안 추가 배양을 통해 mature hERG 의 발현이 

다시 회복되었다 (Fig. 15C and D, WO).  

 

프로테아좀과 라이소좀 분해작용 억제를 통한 hERG 

발현량의 회복 

4-HNE 의 장기노출에 의해 감소되는 세포막과 mature hERG 가 

세포내 분해경로를 통한 것 인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테아좀 억제제인 

bortezomib (100 nM)과 라이소좀 억제제인 bafilomycin (10 nM)을 

4-HNE 와 함께 3 시간 동안 처리하고 변화를 관찰하였다. Bortezomib 

또는 bafilomycin 을 4-HNE 와 동시처리하면 mature hERG 의 

감소가 방지되었다 (Fig. 16C). 또한, 4-HNE 장기 투여로 감소된 

세포막 hERG 의 발현이 bortezomib 와 bafilomycin 을 함께 

투여하면 방지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세포에 존재하는 

mature hERG 단백의 양에 대한 감소효과는 방지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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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아좀과 라이소좀 분해 억제제를 4-HNE 와 동시처리를 

하더라도 hERG 전류의 감소효과는 방지되지 않았다 (Fig. 16D, 30.32 

± 6.25, 34.27 ± 6.12 and 42.6 ± 7.41 pA/pF; 4-HNE, H+bortezomib 

and H+bafilomycin; n=19, n=21 and n=12; respectively).  

 

내포작용의 억제를 통한 hERG 전류의 변화 

세포막 mature hERG 의 분해작용이 일어나려면 내포 현상 

(endocytosis)이 먼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세포의 

내포작용을 억제하면 4-HNE 장기투여에 의한 hERG 전류 감소가 

방지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dynamin 의존성 내포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dynasore (80 µM)을 4-HNE 와 동시 처리하였다. Dynasore 는 

세포배양액의 FBS 에 의해 비활성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FBS-free 

배양액 상태로 3 시간 동안 4-HNE 와 dynasore 를 처리하였다. 4-

HNE 의존적 hERG 전류 감소가 FBS-free 배양액에서 강화되어 10 

µM 4-HNE 장기노출 군에서는 hERG 전류의 기록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3 µM 4-HNE 장기노출한 hERG 에서 dynasore 효과를 

비교하였다. 80 µM 의 dynasore 단독으로도 hERG 전류의 억제가 

나타났다 (Fig. 17A, 102.6 ± 8.09 and 61.46 ± 7.82 pA/pF, control 

and dynasore, n=11 and n=15, respectively). 3 µM 에 의해 감소한 

hERG 전류는 dynasore 에 의해서 회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6.14 ± 8.48 and 23.57 ± 4.75 pA/pF, 3 µM 

4-HNE and 3 µM H+dynasore, n=17 and n=17, respectively). 

Methyl-beta-cyclodextrin (MβCD)은 세포막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작용을 통하여 lipid-raft 의존성 내포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5 mM 의 MβCD 를 4-HNE 처리하기 전 30 분 동안 

처리 하여 콜레스테롤 제거하였다. MβCD 와 4-HNE 를 같이 처리한 

군에서 4-HNE 를 단독처리한 군보다 강화된 hERG 전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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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30.32 ± 6.22 and 9.78 ± 2.61 pA/pF, 10 µM 4-HNE and 

H+MβCD, n=19 and n=1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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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hibition of hERG current and negative shift of 

activation curve by 4-HNE.  

(A, B) hERG currents were recorded from hERG1a-stably 

expressed HEK-293 cells. hERG currents were gradually 

decreased by 10, 30 and 100 µM 4-HNE applications. Decreased 

currents were not abolished after wash-out. (C, E) Activation 

voltage dependence of hERG channel was analyzed by applying 

multi-step depolarization pulse protocol, between -60 and 30 mV 

of depolarizing step pulse from -60 mV of holding potential. hERG 

tail current was induced once depolarizing pulses were returned 

to -50 mV. (D, F) Applications of 30 µM and 100 µM 4-HNE sh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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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activation voltage (actV0.5) to negative voltage (100 µM: -18.82 

± 1.31 mV and -24.95 ± 1.91 mV, 30 µM: -5.07 ± 0.18 mV and -

9.69 ± 0.48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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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hibition of hERG current and no shift of 

activation curve by 4-ONE.  

(A, B) hERG currents were gradually decreased by 1, 3 and 10 µM 

4-ONE applications. Decreased currents were not abolished after 

wash-out (data was not shown). (C, D, E, F) Applications of 3 µM 

and 10 µM 4-ONE did not left-shifted half activation voltage, but 

right-shifted by 10 µM 4-ONE (10 µM: -14.07 ± 0.99 mV and -

11.06 ± 0.91 mV; n=4, 3 µM: -17.97 ± 0.93 mV and -16.53 ± 0.85 

mV; n=6, control and 4-ONE, respectively). slope factors were 

increased via 4-ONE application (10 µM: 5.27 ± 0.38 and 7.86 ± 

0.56; n=4, 3 µM: 5.43 ± 0.41 and 7.43 ± 0.52; control and 4-ON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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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hibition of VOCCL and negative shift of activation 

curve by 4-HNE and 4-ONE.  

(A, C) L-type voltage-operated Ca2+ current (VOCCL) was recorded 

by 400 ms pulses between -40 and 60 mV from holding potential 

of -50 mV from guinea-pig left ventricular myocytes. (B, D) Peak 

currents of VOCCL were inhibited via bath application both 100 µM 

4-HNE (-4.03 ± 0.38 and -3.26 ± 0.27 pA/pF at 0 mV, control 

and 4-HNE, respectively, n=6) and 10 µM 4 -ONE (-4.30 ± 0.29 

and -2.36 ± 0.36 pA/pF at 0 mV, control and 4-ONE, 

respectively, n=5). (E, F) Voltage dependence of steady-state 

activation of VOCCL was determined from peak conductance of 

each potential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pag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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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tate activation curves were negatively shifted via both 4-

HNE (actV0.5 for control and 4-HNE, -11.69 ± 0.95 and -13.74 ± 

1.45 mV, n=6, respectively) and 4-ONE (actV0.5 for control and 4-

ONE, -9.63 ± 0.7 and -12.92 ± 1.15 mV, n=5, respectively). Slope 

factors were slightly changed by 4-HNE and 4-ONE (control and 

4-HNE: 4.0 ± 0.9 and 4.6 ± 1.1, control and 4-ONE: 4.4 ± 0.7 

and 4.7 ± 1.0, n=6 and n=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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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4-HNE and 4-ONE on inactivation of 

VOCCL.  

(A) Inactivation of VOCCL was analyzed with single inward current 

evoked by 0 mV depolarization step pulse. 4-HNE and 4-ONE 

treated currents were indicated as red colored lines. Currents at 

Peak and 200ms (allow) level were analyzed. (B) The inactivation 

time course were analyzed with 2nd order exponential fitting. Fast 

and slow components of time constants (Tau_fast and Tau_slow) 

were obtained. Tau_slow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4-ONE 

application (120.39 ± 6.01 and 150.7 ± 13.47 ms, control and 4-

ONE, n=8 and n=4, respectively), but Tau_fast was not shown 

significance (33.17 ± 2.01 and 35.67 ± 4.17 ms, control and 4-

ONE, n=8 and n=4, respectively). 4-HNE did not affects to slo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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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Tau (110.13 ± 3.01 and 31.27 ± 1.02 ms, Tau_slow and 

Tau_fast, respectively, n=4).  (C) The peak currents were 

decreased in both 4-HNE and 4-ONE treatments (4.30 ± 0.20, 

3.45 ± 0.24 and 2.36 ± 0.36 pA/pF; control, 4-HNE and 4-ONE; 

n=8, n=4 and n=4; respectively). The late current at 200 ms was 

also decreased by 4-HNE (37.63 ± 1.33 and 24.27 ± 1.47 pA, 

control and 4-HNE, n=8 and n=4, respectively), but late inward 

current in treated with 4-ON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55.25 

± 4.80 pA,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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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hibition of KCNQ1/KCNE1 via 4-HNE and 4-ONE.  

(A and C) KCNQ1/KCNE1 current was recorded from transiently 
transfected HEK cells after 24~36 hr of DNA injection. Transfected 
cell was depolarized between -40 and 60 mV from holding 
potential of -80 mV. Slowly activating outward currents were 
recorded during depolarization periods. 100 µM 4-HNE and 10 µM 
4-ONE reduced KCNQ1/KCNE1 currents. (B and D) The current-
voltage curves were plotted with current amplitudes at the end-
point of depolarization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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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s of 4-HNE and 4-ONE on cardiac action 

potential in guinea-pig ventricular myocytes.  

(A, B) Action potential (AP) was recorded from guinea-pig left 

ventricular myocytes. After whole-cell mode patch, current was 

injected at every 1000 ms of basic cycle lengths (BCL) to evoke AP. 

100 µM 4-HNE and 10 µM 4-ONE were treated during 300 sec. (C, 

D, E, F) Action potential duration (APD90) was prolonged via 100 

µM 4-HNE application (359.36 ± 38.47 and 493.79 ± 49.3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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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nd 4-HNE at 300 sec, respectively, n=6). 10 µM 4-ONE 

also prolonged APD90 (309.21 ± 44.50 and 729.41 ± 67.07 ms, 

control and 4-ONE at 300 sec, respectively, n=6). Resting 

membrane potential (RMP), total amplitude (TA), maximal 

upstroke velocity (Vmax) were not affected by both 4-HNE and 4-

ONE.  

  

38 

 



 

 

Figure 7. Recovery of 4-HNE-induced hERG current 

inhibition by reducing agent, TCEP.  

(A) 1 mM TCEP was applied after 300 sec of 4-HNE treatment. 

Inhibited currents were almost recovered by 1 mM TCEP 

application (63.58 ± 2.81 and 56.88 ± 1.89 pA/pF, 0 and 600 sec, 

respectively, n=5), whilst non-treated hERG showed minimal 

effects (closed square, WT). (B) Negative-shifted activation curve 

by 4-HNE application did not return to normal after 1 mM TCEP 

treatment (actV0.5 : -6.09 ± 0.45 and -12.86 ± 0.13 mV, control 

and HNE+TCEP, n=4 and n=5, respectively). (C) TCEP did not 

recover the reduced current which had applied with 10 µM 4-ONE 

(53.7 ± 4.32, 16.03 ± 1.66 and 19.78 ± 0.02 pA/pF; 0, 400 and 

600 sec; n=4; respectively). (D) The voltage dependent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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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was further modulated by TCEP application following 10 µM 

of 4-ONE treatment (-4.39 ± 0.25, -5.76 ± 0.39 and 0.64 ± 0.33 

mV; control, ONE and ONE+TCEP; n=4; respectively). The slope 

factor also further increased in the ONE + TCEP group (6.62 ± 

0.22, 9.045 ± 0.36 and 11.68 ± 0.28; control, ONE and ONE+TCEP; 

n=4; respectively). Nevertheless, 1 mM TCEP alone did not 

modulate activation curve of hERG channels (data was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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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vestigation of extracellular amino acid residue as 

a potential target for the inhibition of hERG current by 4-

HNE.  

(A-D) 100 µM 4-HNE was applied to CysDM, HisDM-Q, HisDM-DY, 

LysDM and LysSM transfected HEK cells for 300 sec.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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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ion was determined by percentage of I300sec/I0sec. 

H578D+H587Y mutant showed further inhibition than hERG1a 

(66.5 % and 48.53 %, hERG1a and HDM-DY, n=12 and n=4, 

respectively). (E) 4-HNE induced hERG inhibition was analyzed 

with the common drug-binding site mutants, C723S and hERG1-

3.1 isoform. T623A mutant and hERG1-3.1 were further inhibited 

by 4-HNE than hERG1a (47.76 % and 27.22 %, T623A and hERG1-

3.1, n=4 and n=4, respectively). (F) Location of potential target 

amino acids for 4-HNE-hERG adduct (cysteine ○, histidine △ 

and lysine □), for pore-blocker (T623, S624, V625, Y652 and 

F656) and H2O2 (C723). In the hERG1-3.1 isoform, the first 102 

amino acids of hERG1a isoform are replaced with six amino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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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s of long-term incubation with low 

concentrations of 4-HNE on hERG currents.  

(A, B) Low concentrations (1 µM and 10 µM) of 4-HNE were pre-

treated on hERG-stable HEK293 cells before current recording. (C) 

The peak current amplitudes were plotted with dots-scattered-

graph. 1 µM of 4-HNE long-term incubation did not decrease 

hERG peak currents, but 10 µM showed decreased hERG peak 

currents (1657.12 ± 128.2 and 545.6 ± 128.5 pA, n=23 and n=17, 

respectively). (D) The voltage dependent activation of hERG was 

negatively shifted by 10 µM 4-HNE long-term incubation, but 1 µM 

4-HNE did not shows significance (-13.37 ± 0.78, -14.69 ± 0.73 

and -17.38 ± 0.67 mV; control, 1 µM and 10 µM of 4-HNE; n=10, 

n=12 and n=1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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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ime dependence of hERG current inhibition by 

4-HNE incubation and no recovery by TCEP.  

(A to C) 10 µM 4-HNE was incubated for 30 min, 1 hr and 3 hr on 

hERG-stable HEK293 cells. The suppression of hERG was 

presented from 1 hr of 4-HNE incubation. Average of hERG 

current dens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1 hr and 3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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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75.75 ± 4.9, 72.36 ± 7.2, 43.29 ± 5.8 and 31.36 ± 9.6 

pA/pF; n=19, n=12, n=10 and n=15; control, 30 min, 1 hr and 3 hr; 

respectively). (D) The voltage dependent activation of hERG was 

negatively shifted from 30 min to 3 hr 10 µM 4-HNE incubations 

(actV0.5: -8.63 ± 0.31, -15.33 ± 0.45, -17.78 ± 0.47 and -15.54 ± 

0.76 mV; n=18, n=12, n=10 and n=22; control, 30 min, 1 hr and 3 

hr; respectively). (E) TCEP did not restore the suppressed hERG 

current, which had been reduced by 4-HNE long-term incubation 

(35.06 ± 5.69 and 37.41 ± 6.32 pA/pF, 0 and 600 sec, 

respectively, n=4). (F) Application of TCEP did not affect activation 

curve, which had been shifted by 4-HNE (-5.27 ± 0.15, -12.41 ± 

0.34, -10.96 ± 0.27 mV; control, 4-HNE and HNE+TCEP; n=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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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No significant effect of long-term incubation with 

relatively low concentrations of 4-ONE on hERG currents.  

(A, B) Low concentrations (100 nM and 1 µM) of 4-ONE were pre-

treated on hERG-stable HEK293 cells before current recording. (C) 

The peak current amplitudes were not significantly decreased by 

100 nM and 1 µM of 4-ONE 3hr incubation (2090 ± 134.8, 2127 ± 

237.9 and 1638 ± 199.9 pA; n=16, n=10 and n=6; control, 100 nM 

and 1 µM; respectively). (D) The voltage dependent activation of 

hERG was not affected by 4-ONE incubations (actV0.5: -15.51 ± 

0.68, -13.36 ± 0.75 and -14.15 ± 0.77 mV; n=6, n=10 and n=6; 

control, 10 nM and 1 µM; respectively). 
 

  

46 

 



 

 

Figure 12. Effects of long-term incubation with 4-HNE on IKs 

and IKr in guinea-pig ventricular myocytes.  

(A) Ch293B-sensitive currents were recorded by 10 µM Ch203B 

treatment on guinea-pig left ventricular myocytes. LV myocytes 

were depolarized between -40 and 60 mV for 4 sec from -50 mV 

of holding potential. Before applying Ch293B, IKr and VOCCL were 

inhibited by perfusion of 0.5 µM E4031 and 1 µM nifedipine. (B) 

E4031-sensitive currents were recorded by treating 1 µM o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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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and applying depolarization pulses between -40 and 50 mV 

from holding potential of -80 mV. Peak tail currents were evoked 

via returning to -40 mV. (C) Currents at 4 sec of depolarization 

pulses were normalized with cell capacitances and plotted to I-V 

curve. Ch293B-sensitive currents were not reduced by 3 hr 

incubation of 10 µM 4-HNE (3.34 ± 0.73 and 3.5 ± 0.67 pA/pF at 

60 mV, n=8 and n=8, control and 4-HNE, respectively). (D) Peak 

tail currents were normalized with cell capacitances and plotted 

to I-V curve. E4031-sensitive currents were reduced by 3 hr 

incubation of 10 µM 4-HNE (0.66 ± 0.05 and 0.43 ± 0.1 pA/pF at 

50 mV, n=8 and n=7, control and 4-HN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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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No effect of long-term incubation with 4-HNE on 

VOCCL.  

(A) VOCCL was recorded from 10 µM 3hr incubated LV myocytes 

and non-treated myocytes. (B) Peak currents of VOCCL were not 

inhibited via 3hr incubation of 10 µM 4-HNE (-3.7 ± 0.31 and -

3.64 ± 0.18 pA/pF at 0 mV, control and 4-HNE, n=9 and n=10, 

respectively). (C) Stage-state activation curves were slightly 

shifted via 4-HNE incubation (actV0.5 , -10.86 ± 1.07 and -12.65 

± 1.35 mV, n=8 and n=7, control and 4-HN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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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rolongation of AP duration in guinea-pig 

ventricular myocytes by long-term incubation with 4-HNE.  

(A, B) AP recordings were carried out from 10 µM 4-HNE 3 hr 

incubation and non-treated LV myocytes. Every recorded APs 

from each groups were presented as black and red colored lines. 

(C) APD90 was significantly prolonged via 10 µM 4-HNE 3hr 

incubation (274.62 ± 12.26 and 452.79 ± 28.43 ms, control and 

4-HNE, n=22 and n=10, respectively). But, RMP, TA and Vmax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by 4-HNE incubation (RMP: -84.15 ± 

0.47 and -83.29 ± 1.04 mV, p=0.39; TA: 146.27 ± 2.06 and 142.58 

± 3.31 mV, p=0.33; Vmax: 235.52 ± 13.83 and 267.33 ± 19.75 

mV/ms, p=0.2; for control and 4-HNE; n=22 and n=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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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ffects of 4-HNE and 4-ONE long-term incubation 

on hERG protein expression.  

(A and B) Changes of hERG channel expression were analyzed 

from 10 µM 4-HNE and 1 µM 4-ONE 3 hr incubated HEK293 cells. 

The plasma membrane expression of hERG was analyzed by 

surface biotinylation experiment. Mature and immature form of 

hERG channels were detected from total lysate samples. Mature 

form of hERG is considered as membrane proteins which are fully 

glycosylated hERG. Immature form is ER proteins which is core 

glycosylated hERG (Vandenberg et al., 2012). Membrane and 

mature hERG proteins were reduced by 4-HNE long-term 

incubation from plasma membrane and total lysate samples (n=4). 

However, 4-ONE did not reduce hERG protein (n=4). (C and D) 

Time-dependent suppression of mature hERG was confirmed by 

10 µM 4-HNE incubation. The reduction of mature hER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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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ed from 3 to 12 hr. Reduced mature hERG was recovered 

following termination of 4-HNE for 12 hr of wash-out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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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ecovery of the 4-HNE-induced decrease in 

mature-form hERG protein by bortezomib and bafilomycin.  

(A-C) Proteasome inhibitor, 100 nM bortezomib and lysosome 

inhibitor, 10 nM bafilomycin were treated to hERG-HEK cells with 

10 µM of 4-HNE for 3hr. Plasma membrane and mature 

expressions of hERG were reduced by 4-HNE. Co-treatment of 

bortezomib or bafilomycin with 4-HNE restored the hERG 

expressions (n=4). (D) hERG current density was not significantly 

restored by applications of either bortezomib or bafilomycin 

(30.32 ± 6.25, 34.27 ± 6.12 and 42.6 ± 7.41 pA/pF; 4-HNE, 

H+bortezomib and H+bafilomycin; n=19, n=21 and n=1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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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No recovery of the 4-HNE-induced decrease in 

mature-form hERG protein by dynasore and MβCD.  

(A) Dynamin-dependent endocytosis inhibitor, 80 µM dynasore 

was applied to hERG-HEK cells in FBS-free MEM media for 3 hrs. 

The application of dynasore alone reduced hERG current density 

(102.6 ± 8.09 and 61.46 ± 7.82 pA/pF, control and dynasore, n=11 

and n=15, respectively). The suppression of hERG by 3 µM 4-HNE 

was not restored via dynamin-dependent endocytosis inhibitor 

(66.14 ± 8.48 and 23.57 ± 4.75 pA/pF, 3 µM 4-HNE and 3 µM 

H+dynasore, n=17 and n=17, respectively). (B) Lipid raft-

dependent endocytosis inhibitor, 5 mM MβCD was pre-treated for 

30 min before 4-HNE incubation. MβCD did not restore the 

suppression of hERG current density (30.32 ± 6.22 and 9.78 ± 2.61 

pA/pF, 10 µM 4-HNE and H+MβCD, n=19 and n=1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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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지질산화물의 단기노출에 의한 이온통로와 활동전압 조절 

높은 농도의 지질산화물 (100 µM 4-HNE, 10 µM 4-ONE)의 

단기처리가 hERG, IKs, VOCCL 의 전류를 작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4-

ONE 는 VOCCL 의 비활성을 저해시켰다. VOCCL 비활성의 저해는 

활동전압의 plateau 동안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Ca2+ 내향전류를 

증가시켜 APD 연장 및 Ca2+ overload 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4-

ONE 단기노출에 의해 증가된 APD90 은 4-HNE 의한 APD 연장보다 

컸다 (Fig. 6). 4-HNE 와 4-ONE 모두 단기노출이 시작된 초기에 (< 20 

초) APD90 의 감소현상이 짧게 보인 후 APD 가 연장되었다 (Fig. 6C). 

이러한 현상은 지질산화물의 처리에 직후에 빠른 변화를 보였던 

VOCCL 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서서히 APD 가 

연장하는 것은 hERG 전류의 느린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질산화물과 hERG 이온통로간 결합에 의한 억제 

4-HNE 와 4-ONE 에 의한 hERG 의 억제는 세척에 의해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Fig. 1B, 2B). 이 두 지질산화물은 생체 

단백질(이온통로)의 아미노산 잔기와 직접 결합을 하는 Michael 

addition 혹은 Schiff base 작용을 통해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가역적인 단백질의 변성이 발생하였다고 여겨진다. 

변성된 단백질-부가물은 lysosomal degradation 이나 autophagy 에 

의해 제거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Hill et al., 2008). 하지만, 단백질-

부가물의 형성이 가역적일 수 있다는 최근의 보고 또한 존재한다. 

특히, 친전자성물질과 시스테인 잔기와의 결합 같은 약한 공유결합을 

통한 부가물의 형성은 GSH 에 의해 가역적이었다 (Randall et al., 

2013). 본 실험에서는 100 µM 4-HNE 의 단기노출에 의해 감소한 

hERG 전류는 세포막 비투과성 TCEP 의 처리에 의해 억제된 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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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Fig. 7A). 이를 통해 4-HNE 와 

hERG 의 부가물 형성은 hERG 의 시스테인 혹은 히스티딘 잔기와의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TCEP 는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 바깥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잔기와의 4-HNE 의 결합이 hERG 전류 억제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세포바깥쪽에 존재하는 시스테인, 히스티딘, 

라이신 잔기를 돌연변이한 hERG 이온통로라 하더라도 4-HNE 에 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Fig. 8D), 이온통과부위에 직접 작용하는 억제제들의 

작용 아미노산 잔기 (Fig. 8F pore-blocker binding sites)의 

돌연변이도 4-HNE 를 통한 전류감소는 여전히 나타났다 (Fig. 8E). 4-

HNE 가 hERG 의 어떤 아미노산 잔기와 직접결합이 기능변화를 

일으키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차후, 질량분석법 (mass 

spectrometry)을 이용한 후속 실험으로 4-HNE 와 hERG 단백질 

간의 부가물형성을 확인하고 4-HNE 의 정확한 작용 잔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질산화물과 단백질 잔기간의 결합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4-ONE 와 같은 강한 친전자성을 가지는 물질들은 강한 친핵성 

잔기인 라이신 잔기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더 높으며, 4-HNE 같은 

약한, 혹은 중간 정도의 친전자성을 띄는 물질은 시스테인/히스티딘 

잔기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크다고 보고되었다 (Higdon et al., 2012a). 

본 연구에서 4-ONE 에 의해 감소한 hERG 전류에 TCEP 를 

처리하여도 전류회복이 보이지 않았다 (Fig. 7C). 4-ONE 와 

hERG 이온통로의 부가물 형성은 4-HNE 작용잔기와 달리 강한 

공유결합을 보이는 라이신 잔기일 가능성이 있다. 

 

4-HNE 의 장기노출에 의한 hERG 이온통로의 감소 

10 µM 4-HNE 의 장기노출은 hERG 전류의 감소와 기니피그 

심실근세포(GPCMs)의 IKr 을 감소하였다. 하지만 4-ON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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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노출은 hERG 전류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4-

HNE 장기노출은 VOCCL 와 IKs 에도 영향이 없었다. 10 µM 4-HNE 의 

장기노출에 의한 hERG 특이적 전류감소는 GPCMs 의 활동전압의 

기간을 연장하여 부정맥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100 µM 의 4-HNE 가 감소시킨 hERG 전류가 TCEP 에 의해서 

대부분 회복되는 것과는 다르게, 10 µM 의 4-HNE 의 긴 시간 처리로 

감소한 hERG 전류는 TCEP 에 의한 회복현상을 볼 수 없었다 (Fig. 

10E). 4-HNE 장기노출은 이온통로의 아미노산 잔기와 직접적인 

결합을 통해 hERG 이온통로의 활성을 억제시킨 것이 아니라, 

세포막에 존재하는 hERG 이온통로의 수가 줄어든 것이라 생각하였다. 

실제로, 10 µM 의 4-HNE 처리에 의해서 세포막 hERG 와 mature 

hERG 의 양이 감소해 있는 것을 surface biotinylation 을 통한 

웨스턴 블롯 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5A, B). Mature 

hERG 이온통로의 발현이 4-HNE 의 처리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나, immature hERG 의 양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15C).  

  

Mature hERG 이온통로의 감소기전 

4-HNE (10 M) 장기노출에 의한 mature hERG 감소는 

immature hERG 의 glycosylation 과정이 저해되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hERG 의 glycosylation 에 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glycosylation 억제는 hERG 가 golgi 체에서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과정 (membrane trafficking)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Petrecca et al., 1999). 하지만, 더 최근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ER 의 hERG 단백질 glycosylation 이 방해를 

받더라도 trafficking 이나 이온통로의 활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Gong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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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ERG 단백의 합성과 성숙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4-HNE 장기처리의 억제효과가 합성 및 성숙과정 

저해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Guo 등의 연구에 따르면,35S-

labeled pulse-chase forward trafficking 실험과 Golgi 

transit 억제제인 brefeldin 을 통해 감소하는 mature hERG 를 확인한 

실험에서는 mature hERG 의 50% 감소에 약 8 시간이 소요되었다 

(Guo et al., 2009).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것처럼, 단지 3 시간 4-HNE 

처리만으로 mature hERG 단백질의 양과 hERG 전류가 모두 뚜렷이 

감소하는 현상은, 합성과 trafficking 저해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정황과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합성저해 보다 세포막단백의 

함입과 분해 촉진이 mature hERG 감소 기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hERG 의 4-HNE 부가물에 대한 endocytosis 촉진 및 이후 

프로테아좀 혹은 라이소좀 의존적인 분해 과정 일어나는 가능성이다. 

실제로, 세포 전체 샘플 (total lysate)에서 얻어지는 mature 

hERG 의 감소는 프로테아좀 혹은 라이소좀 의존적 분해 억제제인 

bortezomib 과 bafilomycin 처리로 방지되었다 (Fig. 16A, B). 하지만, 

bortezomib 과 bafilomycin 을 4-HNE 와 함께 처리하더라도, 

membrane 에서 얻은 mature hERG 단백 양이나 hERG 전류 크기는 

여전히 감소되었다 (Fig. 16D). 이러한 감소는, 4-HNE 에 의해서 

내포작용 (endocytosis) 촉진은 여전히 일어났다면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dynamin 의존적 내포작용을 억제하거나 lipid-raft 의존적 

내포작용을 억제하더라도 4-HNE 에 의한 hERG 전류감소는 완화되지 

않았다 (Fig. 17). 따라서 긴 시간 4-HNE 처리에 의한 내포작용은 

dynamin, lipid-raft 비의존적 내포작용을 통하는 것이라 추정되며 

정확한 내포작용 기전의 확인을 위한 추가실험이 필요 하다. 

세포막 단백질의 내포작용을 통한 세포내 분해는 라이소좀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분자체 (tetramer)가 형성되지 못한 

이온통로나 단백질접힘 (protein folding)이 제대로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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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분해 (ER-associated degradation)는 주로 프로테아좀을 

통해 분해된다 (Sato et al., 1996). 하지만 최근 발표된 hERG 분해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세포막 hERG 의 분해가 반드시 라이소좀 

경로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세포막의 Mature hERG 이온통로의 

분해는 유비퀴틴화-의존적 라이소좀 분해 경로와는 별개로 다중-

유비퀴틴화의 증가에 따른 프로테아좀 분해가 발생할 수 있다 (Gong 

et al., 2005). 그리고 Zhang et al. 이 보고한 저칼륨증 

(hypokalemia)에 따른 mature hERG 의 감소 또한, 유비퀴틴화 

증가에 따른 caveolin-, dynamin-의존성 내포작용을 거쳐 

프로테아좀 분해가 일어난다 (Guo et al., 2009; Massaeli et al., 2010a; 

Massaeli et al., 2010b; Sun et al., 2011). 그리고 hERG 전류에 

대해서 감소를 보이는 여려 약물들의 긴 시간 처리도 mature 

hERG 의 단백질량을 감소시켜 hERG 전류감소를 보인다 (drug-

induced LQTS). 대부분의 약물들은 trafficking 의 저해를 통한 

hERG 억제를 보였으나 (Dennis et al., 2007; Rajamani et al., 2006), 

항우울제인 desipramine 은 mature hERG 의 다중-유비퀴틴화를 

증가시키고 라이소좀 분해를 통해 세포막 hERG 를 감소시켰다 

(Dennis et al., 2011). 본 연구에서 4-HNE 의 긴 시간 처리에 의해서 

감소한 mature hERG 는 immature hERG 의 증가가 보이지 않았고, 

프로테아좀과 라이소좀 억제제에 의해 mature hERG 의 감소를 

막아주었다 (Fig. 15, 16). 그러므로, 긴 시간 처리한 4-HNE 는 세포막 

hERG 의 유비퀴틴화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프로테아좀, 라이소좀 

분해 기전이 hERG 전류의 크기와 막단백질의 양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비퀴틴화 대한 실험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차후 4-HNE 장기노출에 따른 hERG-유비퀴틴화 증가를 확인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지질산화물에 의한 이온전류 감소의 생리적/병태생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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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허혈/재관류와 같은 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심근조직의 4-

HNE 농도를 상당히 높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급성 4-HNE 또는 4-ONE 효과를 관찰하는 조건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낮은 농도 (10 µM)의 4-HNE 장기노출에 

의한 hERG 이온통로 감소현상은 어떤 병태생리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까? 약한 수준의 심장허혈조건 또는 심장 외의 주요 장기들 (뇌, 

간, 콩팥 등)에서 일어나는 허혈/재관류 및 산화적 스트레스 조건에서 

만들어진 4-HNE가 혈장 내 4-HNE 를 생리적 농도 (0.1 – 3 µM) 보다 

높이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보다 장시간 노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것처럼 hERG 이온통로를 감소시켜 부정맥이 발생이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급성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 

후에 돌연 심장사의 발생이 증가하며 (Klingelhofer et al., 1997; 

Soros et al., 2012), Kallmünzer 등의 보고에 따르면 급성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25 % 가 12 시간 이내에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되었다 (Kallmünzer et al., 2012). 이와 같은 뇌인성 부정맥 

(cerebrogenic arrhythmia)의 원인으로는 심장과 뇌혈관의 공질환 

(comorbidity) 때문이거나, 신경-심장간의 상호작용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Tokgozoglu et al., 1999; Oppenheimer 

et al., 2006; Kallmünzer et al., 2011). 비록 본 연구에서는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한 4-HNE 가 hERG 이온통로를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뇌졸중 동물의 혈장에서 4-HNE 가 증가하므로 (Lee et al., 2012; Guo 

et al., 2013), 4-HNE 의존적인 hERG 이온통로 감소가 뇌인성 부정맥 

발생을 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종합하자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허혈/재관류, 약물독성, 

질병상황, 노화 등에 의한 ROS 의 증가는 지질산화물의 축적을 통해 

심독성을 유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증가한 지질산화물이 심근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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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활동변화를 일으킴을 밝혔으며, 특히 4-HNE 에 의한 hERG 

이온통로의 감소와 심근세포 활동전압 길이의 연장은 LQTS 를 유발해 

부정맥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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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idative stress under pathological conditions results in the 

production of highly reactive chemicals such as 4-

Hydroxynonenal (4-HNE) and 4-Oxononenal (4-ONE), 

peroxdiation products of w6-polyunsaturated fatty acid. 4-HNE 

and 4-ONE are endogenous electrophiles that have been 

considered as harmful signaling molecules by formation of 4-

HNE(4-ONE)-protein adduct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e 

modulation of several ion channels including hERG channels by 

exogenous electrophiles. However, the effect of endogenous 

electrophilic substances have not been reported yet. Here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4-HNE and 4-ONE on cloned hERG K+ 

current in HEK-293 cells and action potentials (APs) in guinea-pig 

cardiomyocytes (GPCMs). Acute application of 4-HNE (30-100 µM, 

5 min) and 4-ONE (1-10 µM, 5 min) gradually decreased the tail 

current of hERG (IhERG,tail). The half-activation voltage (actV0.5) was 

shifted to the left by 4-HNE, whilst 4-ONE did not. TCEP, a 

membrane impermeable reducing agent, reversed the inhibition 

by IhERG,tail by 4-HNE while not the inhibition by 4-ONE. 4-ONE 

slowed the inactivation of L-type Ca2+ currents (ICa,L) in GPCMs. 

Both 4-HNE and 4-ONE weakly decreased KCNQ1/KCNE1 currents. 

The action potential duration (APD) in GPCMs was prolonged by 

100 µM 4-HNE and more significantly by 10 µM 4-ONE.  

Sustained incubation (1-3 h) with lower concentration of 4-HNE 

(10 µM) induced non-reversible, time-dependent suppression of 

IhERG,tail and prolongation of APD in GPCMs. However, no such 

change was induced by 4-ONE (1 µM). Even the TCEP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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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reverse the inhibition of IhERG,tail by the sustained 4-HNE 

treatment. Western blot analysis revealed that membrane 

expression of hERG protein and mature glycosylated hERG are 

reduced by the incubation with 10 µM 4-HNE (1-12 hrs). 

Proteasome- and lysosome-dependent degradation inhibitors, 

bortezomib and bafilomycin, prevented the decrease of mature 

hERG in total cell preparations while not the decrease of mature 

hERG in plasma membrane. It is suggested that the sustained 

exposure to 4-HNE induces faster degradation of mature hERG 

protein through proteasome- and lysosome-dependent process. 

The suppression of hERG by 4-HNE and 4-ONE may participate in 

cytotoxic and proarrhythmic effects of endogenous lipid 

peroxidants under various stresses.  

 

Keywords: cardiac ion channel, hERG channel, electrophile, lipid 

peroxidation products, 4-hydroxynonenal, 4-oxonon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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