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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포분열기 중심체에서의 TopBP1 단백질
이탈에 관한 연구
TopBP1은 DNA 복제와 DNA damage response에 관여하며 세포증식에 필수적인 단백질
이며 세포주기의 간기에는 핵에 위치하나 세포분열기에는 중심체에 위치함이 보고되었다
(8). TopBP1은 8개의 BRCT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TopBP1의BRCT 7,8도메인 (CLS,
centrosome localization signal)이 중심체에 위치하는데 관여한다. 세포분열기 때 DNA에 손
상이 가해지면, TopBP1은 중심체로부터 시간의존적으로 이탈되는데, γ-H2AX foci 형성과
비슷한 시간에 이탈되는 것으로 보아 중심체로부터의 이탈은 DNA damage response의 초
기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Top-CLS-WT (야생형 TopBP1 BRCT-7,8 조각)을 발현 시키면 endogenous TopBP1이 중심
체에 위치하지 못하여 세포분열기가 길어지고 Top-CLS-SK (CLS 돌연변이)를 발현하면 세
포분열기 진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실험에서 mitotic index를 측정하였
을 때 야생형과 돌연변이 모두 차이가 없었다.
또한, DNA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ATM에 의해 인산화되는 301번 serine(BRCT 2와 3의
사이에 위치) 근처에 존재하는 309번 arginine을 cysteine으로 치환한 돌연변이 TopBP11

R309C는 Ser-301 돌연변이와 마찬가지로 DNA의 손상에 상관없이 중심체에 위치하였다.
이는 Ser-301과 Arg-309를 포함하는 부분이 DNA 손상에 의한 TopBP1이 중심체로부터의
이탈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TopBP1, 세포분열기, DNA 손상, 세포분열기의 진행, TopBP1 CLS,
TopBP1 R309C, 중심체, 세포주기
학 번 : 2013-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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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분열기 중심체에서의 TopBP1 단백질 이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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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TopBP1은 DNA가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DNA의 손상은 크게 double strand break (DSB)와 single strand damage (SSB)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DSB가 발생하게 되면, MRE11, NBS1, RAD50으로 이루어진 MRN 복합체에 의
해 DNA 손상을 감지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 후 DNA 손상이 신호 전달자인 ATM
(Ataxia telangiectasia mutated)의 활성화에 의해 하위 신호 전달과정을 거쳐 CHK2를 인산화
시킴으로써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CHK2에 의해 BRCA1, PML, E2F1과 같은 DNA damage
signal effector에 의해 DNA 수선이나 세포사멸과 같은 DNA damage response (DDR)이 일어
나게 된다.(1)

Nat Rev Cancer. 2007 Dec;7(12):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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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SSB가 발생하게 되면, RAD9, RAD1, HUS1으로 이루어진 9-1-1 복합체와 RPA의
recruitment가 일어난다. RPA에 의해 DNA 손상의 신호 전달자인 ATR (Ataxia telangiectasia
and Rad3 related)과 ATR-IP의 recruitment가 일어난다. TopBP1은 AAD 도메인을 통해
ATR/ATRIP와 결합하여 ATR의 downstream transducer로서 작용한다.(2)

J Biol Chem. 2007 Sep 21;282(38):28036-44. Epub 2007 Jul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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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BP1이 recruitment된 후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 activator인 CHK1이 인산화되고 활성
화된 CHK1에 의해 CDC25A, CDC25C를 인산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작용을 억제한다.
CDC25A가 억제됨에 cdk2/cyclinE가 억제되어 S기에 delay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CDC25C
가 억제되면, cdk1/cyclinB가 억제되어 G2 arrest가 일어나게 된다. CHK1에 의한 이런 반응은
새로운 origin의 활성을 막을 수 있고 세포 주기 과정을 멈추고 DNA손상 신호 전달 경로를
거쳐 DNA 손상을 수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3)

DNA Repair (Amst). 2004 Aug-Sep;3(8-9):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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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HK1, CHK2에 의한 DNA의 손상 반응 과정은 간기에 DNA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작용하지만 세포분열기 때 DNA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CHK1, CHK2의 활성화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4)

Mutat Res. 2013 Oct;750(1-2):45-55.
CHK1, CHK2가 활성화되지 않는 세포분열기에서 작용하는 DNA손상 신호 전달 경로는
spindle assembly checkpoint(SAC)이다. 세포분열기가 되면 염색체의 응축이 일어나게 되고
핵막이 깨지면서 microtubule과 kinetochore가 양극성의 spindle 위상을 형성하게 된다. 염색
체는 그들의 kinetochore를 이용해서 microtubule에 결합하게 되고 sister chromatid가 각각 반
대의 spindle pole에 부착되는데 metaphase는 모든 염색체가 제대로 spindle 적도판에 배열된
시기를 말하고 cohesin이 없어지면서 anaphase가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에 염색 분체가 각
각 반대의 spindle site로 이동하게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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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 Opin Cell Biol. 1996 Dec;8(6):773-80.
이와 같은 정상적인 세포분열기 에서는 APC/C (Anaphase promoting complex. called
cyclosome)가 E3 ubiquitin ligase로 작용하여 cyclinB1과 securin을 분해하여 metaphase로부터
anaphase로 전환이 일어나게 하지만 모든 염색체의 부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
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 APC/C의 기능이 억제되면서 anaphase 전환이 억제되는데 이것을
SAC이라 한다.
APC/C는 조효소로 cdc20을 필요로 하는데 cdc20에 의해 destruction box (D-box)가 인지됨
에 따라 cyclinB1과 securin의 ubiquitin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APC/C의 기능을 억제
하기 위해 cdc20이 MCC (Mitotic checkpoint complex)에 의해 결합됨에 따라 억제되어 가능
해진다. MCC는 cdc20, mad2, bubr1, bub3의 heterotetramer로 되어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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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Rev Mol Cell Biol. 2013 Jan;14(1):25-37.
처음에 mad2는 mad1과 결합하여 mad1-c-mad2 중심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고 간기에서
kinetochore에 결합하지 않을 때 이 복합체는 p31에 의해 묶여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세포분열기에서 unattached kinetochore가 발생하게 되면 p31이 떨어져 나가면서 mps1에
의해 mad1-c-mad2 복합체는 unattached kinetochore에 recruit되고 mad2의 다른 형태인 omad2가 mad2 dimerization을 통해 recruit된다. c-mad2는 o-mad2를 닫힌 형태로 전환하는 작
용을 하고 cdc20으로 넘겨져 c-mad2-cdc20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MCC 선구체가 형성
되고 그 뒤에 bubr1, bub3가 recruit되면서 최종적으로 MCC가 형성된다.(7)

Curr Opin Cell Biol. 1996 Dec;8(6):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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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MCC에 의해 cdc20이 억제됨에 따라 cyclinB1, securin의 분해가 막아지게 된다.
TopBP1은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중심체에 위치하며 이것은 kinetochore 사이의 거리에 영향
을 미친다. TopBP1을 중심체에서 제거 시키게 되면 kinetochore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게 되
고 이것은 장력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소한 kinetochore사이의 장력은
SAC을 활성화시킨다.(8)
이처럼 SAC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TopBP1은 8개의 BRCT(Breast cancer associated
C terminus)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DNA 의 손상 반응 과정
에 참여하는 것 외에 DNA 복제와 전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9)

Subcell Biochem. 2010;50:119-41.
또한, TopBP1의 BRCT 7,8 도메인은 oligomerization 도메인으로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TopBP1이 중심체에 위치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 중 1222번부터 1522번 아미노산이 그 역
할을 수행하며 Top-CLS-WT은 1222번부터 1522번 아미노산만을 가지는 구조로 세포분열기
13

단계에서 중심체에 위치할 수 있다. Top-CLS-SK는 serine과 lysine을 alanine으로 치환한 돌
연변이로 중심체에 위치하지 못하게 된다.(8)
이번 연구에서는 TopBP1의 위치와 세포분열기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ATM에 의해 인산화되는 장소로 알려진 301번 serine근처의 309번
arginine이 TopBP1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역시 세포분열기의 진
행과정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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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재료 및 방법

DNA 제작과 transfection

TopBP1 mutant R309C는 QuickChange Site-Directed Mutagenesis system (Stratagene)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DNA는 U20S cell에 Lifofectamine 2000 transfection reagent (Invitrogen)을
이용해 transfection되었다.

세포 배양

U20S (Human bone osteosarcoma cell line), HeLa (Human cervical adenocarcinoma cell line)는 10%
fetal bovine serum과 항생제(penicillin/streptomycin)를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에서 배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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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xycycline induction
Tet-on HeLa, DsRed2를 달고 있는 Tet-on TopBP1 CLS WT, Tet-on TopBP1 CLS SK cell line에
doxycline (Clontech)은 2μg/ml을 가한 후 48시간 후에 세포 수확과정을 진행하였다.

Cell synchronoziation
U20S ,HeLa cell을 mitosis단계에 synchronization시키기 위해 nocodazole은 200ng/ml을 처리한
후 37℃에서 16시간 후에 세포 수확과정을 진행하였다.

Immunofluorescence microscopy
Coverslip위의 세포는 4% paraformaldehyde로 15분 동안 고정하였고 그 뒤에 methanol을 10
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는 0.1% Triton X-100을 포함하는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BST)로 15분 동안 permeabilization시켰다. Blocking solution (3% bovine serum albumin [BSA]
와 0.1% Triton X-100을 포함하는 PBS)로 30분 동안 incubation한 후 세포는 anti-TopBP1
antibody,

polyclonal

anti-γ-tubulin

antibody

(Sigma)，polyclonal

anti-phospho-histone H3

(Millipore), polyclonal anti-γ-H2AX (Millipore)로 immunostaining하였다. 세포는 PBST로 3번의
washing을 거친 후 Cy3- 또는 FITC가 접합된 anti-rabbit 또는 anti-mouse 2차 항체와
incubation되었다. PBST로 세 번 washing을 거친 후 1μg/ml의 4‘,6-diamidino-2-phenylindole
16

(DAPI)를 포함하는 mounting solution과 함께 슬라이드 글라스에 mount되었다. 세포는
Olympus BX51 현미경을 이용해 보았다.

Mitotic index 측정

세포분열기 마커인 phopho-histone H3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Positive하게 염색된 것은 세
포분열기 중인 세포로, 염색되지 않은 것은 세포분열기 중인 세포가 아닌 것으로 각각의 세
포의 숫자를 세었다. 그 후 세포분열기 중인 세포만을 mitotic index로 나타내었다.

통계적 분석

실험군들은 two-tailed Student’s t -test와 Prism software (GraphPad)를 사용해 비교하였다. 0.05
이하의 p-value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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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
U20S (Human bone osteosarcoma cell line), HeLa (Human cervical adenocarcinoma cell line)이 사
용되었다. Cell lysate는 SDS buffer (20mM Tris-Cl [pH 7.9], 100mM NaCl, 70mM EDTA [pH 8.0],
2% [w/v] SDS)를 처리해 만들었다. 그 후 lysate는 SDS-PAGE (8%)에서 resolve되어 Western
blot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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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1. 세포분열기의 DNA가 손상을 입으면 TopBP1은 중심체에서 이탈됨.
세포분열기 동안에 TopBP1 단백질은 중심체에 위치한다 (8). 중심체에 위치한 TopBP1
단백질이 DNA 손상에 의하여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였다 (그림-1). 먼저 Nocodazole
200ng/ml 처리하여 HeLa 세포를 세포분열기의 prometaphase에 정지 시킨 후 shake-off를 통
해 prometaphase 세포만을 수확하였다. 수확한 세포에 DNA 손상을 주기 위하여 γ선 5
grey(Gy)를 처리하고 20분 간격으로 중심체에서의 TopBP1 위치 여부를 측정하였다. γ선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TopBP1이 중심체에 위치하였으나, γ선을 처리한 세포에서는 TopBP1
중심체에서 이탈하였다 (그림-1A). γ-tubulin은 중심체를 보기 위한 마커로 사용하였고, γH2AX 항체로 DNA 손상을 측정하였다.
DNA 손상에 의하여 TopBP1이 중심체로부터 이탈함을 정량화 하였다 (그림-1B). γ선 5Gy
를 처리하였을 때 γ-H2AX foci가 60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였
다. 중심체로부터의 TopBP1 이탈도 γ-H2AX foci 형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실험 결
과는 세포분열기의 중심체에 위치한 TopBP1이 DNA 손상 시 중심체로부터 이탈됨을 의미
한다. DNA 손상에 의한 γ-H2AX foci 형성은 DNA 손상 신호전달경로(DNA damage
checkpoint pathway)의 상단에 있으므로 (1), 중심체로부터의 TopBP1의 이탈은 γ-H2AX foci
형성과 마찬가지로 DNA손상 신호전달 과정의 이른 시간에 일어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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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포분열기의 DNA가 손상을 입으면 TopBP1은 중심체에서 이탈됨. (A) HeLa cell을
200ng/ml의 nocodazole을 16시간 처리 후 shake-off로 세포분열기 세포를 수확하였다. 수확
한 세포에 γ선 5Gy를 처리한 후 표시한 시간에 TopBP1을 TopBP1항체를 사용하여 염색하
였다. γ-tubulin 항체를 사용하여 중심체를 나타내었고, DNA 손상은 γ-H2AX 항체로 측정하
였다. (B) (A)에서 시간에 따른 TopBP1의 중심체로부터의 이탈과 γ-H2AX foci 형성을 정량
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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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pBP1 BRCT7,8 도메인의 과발현은 세포분열기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함.
그림-1 을 통해 TopBP1은 세포분열기 상태에서 DNA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중심체로부

터 이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TopBP1이 중심체에서 이탈되면 mitotic duration
time, 즉 세포 분열기의 시간이 DNA 손상이 없는 정상 상태에서보다 길어진다.(8)
또한, TopBP1은 BRCT 7,8 도메인(CLS, centrosome localization sequence) oligomerization을 통
해 중심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앞선 결과처럼 세포분열기
결함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Tet-on HeLa cell line을 이용하여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중심체에 위치하는 TopCLS-WT (야생형 CLS 조각)과 중심체에 위치하지 못하는 돌연변이인 Top-CLS-SK를 과발현
하여 세포분열기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Top-CLS-WT은 TopBP1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BRCT 7,8번 즉 C-말단 부분만을 가진
구조물이다. Doxycycline induction을 통해 발현시키게 되면 endogenous TopBP1을 경쟁을 통
해 중심체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중심체에 위치하게 되고 Top-CLS-SK는 WT과 마찬가지로
C-말단부분을 가지지만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serine과 lysine을 alanine으로 치환한 돌연변
이로써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중심체에 위치하지 못하게 된다.
먼저 Tet-on Top-CLS-WT과 SK cell line에 doxycycline 2μg/ml를 가하여 DsRed2-Top-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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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과 SK를 발현시킨 후에, nocodazole 200ng/ml를 처리하여 세포분열기의 진행을 중지하였
다. 그 후 PBS washing을 통해 nocodazole을 제거시켜줌으로써 다음 세포 주기를 진행하게
하며 DsRed2-TopBP1 CLS WT과 SK, 둘 간의 세포분열기의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보았다.
Nocodazole을 제거시키고 3시간이 지난 후 그림-2A 에서처럼 DAPI 염색을 통해 핵의 모
양으로 mitotic index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그림-2B 에서 볼 수 있듯이 DsRed2-Top-CLS-WT
과 SK 모두 mitotic index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 둘은 또한 대조군인 Tet-on
HeLa 와도 mitotic index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세포분열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TopBP1의 oligomerization과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중심체 위치에 영향을 미치
는 BRCT 7,8 도메인은 세포분열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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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pBP1 BRCT7,8 도메인의 과발현은 세포분열기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함. (A) Teton HeLa, Top-CLS-WT, SK cell line에 doxycycline induction한 후, nocodazole을 통해 세포분열
기 진행을 중지시켰다. Doxycycline induction은 DsRed2를 통해, nocodazole을 통한 세포분열
기 진행 중지는 DAPI를 통해 확인하였다. (B) Tet-on HeLa, Top-CLS-WT, SK에 (A)과정을 진
행한 것과 Doxycycline induction을 거치지 않고 nocodazole로 세포분열기 진행 중지만 진행
한 것을 DAPI 염색을 통해 핵의 모양으로 mitotic index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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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pBP1 R309C construct cloning과 U20S cell에서 발현 확인
8개의 BRCT 도메인 중 BRCT 도메인 2,3번 내의 301번 serine은 DNA 손상 시에
ATM(ataxia-telangiectasia mutated)에 의해 인산화된다.
또한 301번 serine근처로 다양한 인산화 장소가 존재하고 이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모티
브로써 DNA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핀란드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TopBP1의 309번 arginine이 cysteine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 (TopBP1 R309C) 가
많다는 것을 통해(10) TopBP1 R309C가, 세포가 DNA에 손상을 받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림-3A 에서처럼 Site-directed mutagenesis를 통해 GFP-TopBP1 R309C
를 제작하였다. 또한, TopBP1의 크기는 약 180kDa이며 GFP-TopBP1 WT이나 R309C의 경우
약 210kDa으로 그림-3B 를 통해 U2OS cell에서 GFP-TopBP1 WT과 R309C가 정상적으로 발
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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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BP1

GFP

그림 3. TopBP1 R309C construct cloning 과 U20S cell에서 발현 확인. (A) Site-directed
mutagenesis를 통해 GFP-TopBP1 R309C construct제작하였고 제한효소 Bgl2로 절단한 후
(GFP-R309C#1 +) 0.8% agarose gel에 loading했을 때 824, 2200, 8000bp로 잘리는 것을 확인했
다. GFP-R309C#1 –는 제한효소로 절단하지 않고 0.8% agarose gel에 loading한 것이다. (B)
U20S cell에 GFP-TopBP1 WT과 GFP-TopBP1 R309C를 transfection한 후 수확하여 western
blotting을 하였다. TopBP1을 1차 항체로 사용한 경우 endogenous TopBP1이 약 180kDa,
GFP-TopBP1 WT, GFP-TopBP1 R309C는 약 210kDa에서 확인되었다. GFP를 1차 항체로 사용
한 경우 transfection한 GFP-TopBP1 WT과 GFP-TopBP1 R309C가 약 210kDa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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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pBP1 R309C 와 TopBP1 WT의 세포 내 위치의 차이
TopBP1 WT의 경우 정상적인 세포분열기 단계에서는 중심체에 위치하지만 DNA에 손상
이 가해지게 되면 ATM에 의해 인산화되면서 중심체에서 이탈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301번 serine을 alanine으로 치환한 돌연변이 (TopBP1 S301A)의 경우 DNA에 손상이 가해지
더라도 ATM에 의해 인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체에서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309번 arginine을 cysteine으로 치환한 돌연변이의 경우 TopBP1 S301A처럼 DNA에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중심체에서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TopBP1 R309C의 DNA 손상
에 따른 위치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GFP-TopBP1 WT과 R309C를 U20S 세포에
transfection을 통해 과발현시키고 nocodazole 200ng/ml를 처리하여 세포분열기 진행을 중지시
켰다. 그 후 γ선 5Gy를 통해 DNA에 손상을 가했고 γ-tubulin과 동시에 염색하여 중심체에
서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4A,B 에서처럼 TopBP1 WT의 경우 DNA에 손상을 가하게 되면 중심체에서
이탈이 일어났으며 TopBP1 R309C의 경우 DNA 손상 유무에 상관없이 중심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을 통해 TopBP1의 DNA 손상 시 중심체에 위치하는 것은 301번 serine
만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309번 arginine까지 포함한 도메인이 하나의 모티브로
써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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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opBP1 R309C 와 TopBP1 WT의 세포 내 위치의 차이 (A) U20S 세포에 GFPTopBP1 WT, GFP-TopBP1 R309C를 transfection과 nocodazole로 세포분열기 진행을 중지한 후
γ-tubulin과 세포 내 위치를 살펴보았다. 둘 모두 중심체에 위치한다. (B) (A)와 동일한 과정
을 거친 후 γ선 5Gy를 가하고 γ-tubulin과 세포 내 위치를 살펴보았다. GFP-TopBP1 WT의
경우 γ-tubulin과 다르게 중심체에 위치하지 않고, GFP-TopBP1 R309C의 경우 γ-tubulin과 같
이 중심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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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NA의 손상여부에 상관없이, TopBP1 R309C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침.
GFP-TopBP1 R309C의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DNA에 손상을 가하면 GFP-TopBP1 WT과
달리 중심체에서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4). 그 결과를 통해
TopBP1 R309C가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DNA의 손상이 일어났을 시에 역할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래서 먼저 DNA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정상적인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TopBP1 R309C가 세포 분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포 분열기의 마커인
phospho-histone H3 염색을 통해 mitotic index를 측정하였다.
GFP-TopBP1 WT과 R309C를 U20S 세포에 transfection을 통해 과발현시켰고 nocodazole
200ng/ml를 처리하여 세포분열기 진행을 정지하였다. PBS washing을 통해 nocodazole을 제거
시켜줌으로써 다음 세포 주기를 진행하게 하며 1시간, 2시간, 4시간마다 세포를 수확하여 세
포의 세포 분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5A 에서처럼 TopBP1 R309C의 경우 WT과 마찬가지로 DNA에 손상이 없는
경우 nocodazole 제거된 후 1시간까지는 세포분열기 단계에 있지만 2시간이 지난 후부터 세
포분열기를 넘어가 다음 G1 phase로 진행되었고 4시간이 지난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
다.
다음으로 DNA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에 TopBP1 R309C가 세포분열기 과정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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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5A 와 동일하게 GFP-TopBP1 WT과 R309C를 U20S 세포에
transfection을 통해 과발현시킨 후 nocodazole 200ng/ml를 처리하여 세포분열기의 진행을 중
지하였다. 그 후 γ-선 5Gy를 조사하여 DNA에 손상을 가했고 PBS washing을 통해
nocodazole을 제거시켜 다음 세포 주기를 진행하게 하였다. 1시간, 2시간, 4시간마다 세포를
수확하고 phospho-histone H3 염색하여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mitotic index를 측정하여 세
포분열기 과정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5B 처럼 GFP-TopBP1 WT이나 R309C 모두 다음 세포 주기를 진행하게 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세포분열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했다. 2시간이 지난 후에
는 절반가량이 세포분열기 단계에 머물러있었고 절반은 다음 G1 phase로 넘어간 것을 확인
했으며 4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두 다음 G1 phase로 넘어갔다.
이것을 통해 TopBP1 R309C의 경우 DNA 손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중심체에 위치해있으
며 또한 세포분열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그림 5. DNA의 손상여부에 상관없이, TopBP1 R309C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침. (A)
U20S 세포에 GFP-TopBP1 WT, GFP-TopBP1 R309C를 transfection, 세포 분열기의 진행을 정
지 후 1시간, 2시간, 4시간마다 세포를 수확하여 phospho-histone H3로 염색하였다. (B) (A)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 후 γ-선 5Gy를 가한 경우와 가하지 않은 경우, (A)에서의 각 time point
마다 phospho-histone H3를 통해 측정한 mitotic index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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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고찰
Spindle assembly checkpoint (SAC)은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작용하는 DNA손상 신호전달경
로이다. Microtubule과 kinetochore간의 부착 정도를 확인하는 기능 외에도 완전한 부착을 통
한 장력의 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4) Microtubule과 kinetochore의 부착은
prometaphase 때에는 lateral attachment 상태에서 점점 tip attachment 상태로 변하고 마지막으
로 metaphase 때에는 완전한 부착상태로 이 때가 microtubule과 kinetochore간의 장력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Metaphase때에 이러한 완전한 부착상태를 형성하여 SAC을 완전히 만족시켜
서 SAC 종료를 통해 세포분열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12)
앞선 연구에서 Tet-on Top-CLS-WT를 발현시켜 endogenous TopBP1을 중심체에서 제거시키
게 되면 kinetochore 사이의 거리가 정상에 비해 짧아지며 세포분열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8) 이것은 TopBP1이 중심체에서 없어짐에 따라 장력이 약해지고 이것이
SAC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세포분열기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그래서 TopBP1이 중심체에 위치하는 것이 세포분열기 진행에 영향이 있는지 보기 위해
nocodazole로 세포분열기 진행을 정지시킨 후 다시 다음 세포 주기를 진행하게 하면서 3시
간 후에 mitotic index를 측정하였다. 만약, TopBP1의 중심체 위치 변화가 세포분열기 진행을
유지시키는데 기능이 있다면 Top-CLS-WT과 Top-CLS-SK 간에 mitotic index가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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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림-2 에서처럼 TopBP1의 중심체 위치 여부는 세포분열기
진행을 조절하는데 어떤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TopBP1 BRCT 7,8번은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TopBP1이 중심체에 위치하는데
역할이 있지만 세포분열기 진행을 조절하는데 역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TopBP1의 이탈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1) TopBP1은 정상적인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중심체에 위치해 있다가 γ선에 의해 DNA가 손
상을 입게 되면 ATM에 의해 301번 serine이 인산화되면서 중심체로부터 이탈이 일어난다.
2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이러한 이탈 정도를 살펴본 결과 20분째부터 이탈 현상이 진행
되어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미 절반 이상이 중심체로부터 이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또한, DNA의 손상 마커인 γ-H2AX foci형성의 증가하는 양상과 비슷한 kinetics를 나타냄
을 볼 수 있다. DNA 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DNA 손상 인지 단백질인 γ-H2AX가 손상이
일어난 장소로 recruitment가 일어난 후에 MRN 복합체의 recruitment가 일어나게 된다. (15)
즉, 이를 통해 γ-H2AX foci형성이 증가하는 것과 TopBP1의 이탈되어지는 양상이 비슷하
다는 것은 DNA 손상 반응에서 TopBP1은 중심체에서 이탈이 되면서 빠르게 DNA 손상 반
응의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TopBP1의 세포 내 위치에는 앞서 실험한 BRCT 7,8 도메인의 CLS 부분 외에도 BRCT
2,3 도메인내의 301번 serine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1번 serine은 DNA 의 손상이 있을 시
에 ATM에 의해 인산화되고 이로 인해 중심체에서 이탈된다. BRCT 7,8번이 세포분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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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종료시키는데 특정 역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도메인이 특정 역할을 할 것
이라 생각하였다.
ATM에 의해 인산화되는 301번 serine외에도 BRCT 2,3 도메인내의 309번 arginine이
cysteine으로 치환된 돌연변이 (TopBP1 R309C) 는 핀란드의 유방암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된
TopBP1 돌연변이이다.(10) 종양 형성이 되기 위해서 세포는 DNA의 손상을 가진 상태에서
세포 주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mitotic slippage를 거쳐야 할 것이다.(13)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분열기 진행을 종료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핀란드의 유방암
환자에게서 TopBP1 R309C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돌연변이가 세포분열기 진행을 조
절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즉, 세포분열기 진행을 조절하여 세포 주기 과정이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종양 형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TopBP1 R309C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독일의 유방암 환자에게서는 TopBP1 R309C가 유방암 환자에게서 특별히 많이 나
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1) 핀란드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반면 독일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환자를 조사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의 결과에서 TopBP1 R309C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TopBP1 R309C가 세포분열기 진행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DNA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TopBP1은 중심체에서 이탈이 일어나고 이러한 이탈
은 ATM에 의한 301번 serine의 인산화 때문이므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309번 arginine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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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TopBP1의 세포 내 위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TopBP1 R309C가 DNA 손상이 있을 때 TopBP1의 세포 내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그림-4 에서처럼 TopBP1 R309C는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DNA의 손상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있을 때에도 중심체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ATM에 의해
인산화 되는 301번 serine을 alanine으로 치환한 phospho-deficient 돌연변이인 TopBP1 S301A
의 양상과 비슷하다. TopBP1 S301A 또한 DNA에 손상이 가해지더라도 ATM에 의해 인산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심체에 위치한다.
TopBP1 R309C가 TopBP1의 세포 내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러한 위치
의 변화가 세포분열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Transient transfection을 통해
GFP-TopBP1 R309C를 발현시키고 nocodazole을 이용하여 세포 분열기의 진행을 중지한 후
DNA에 손상을 가했고 1시간, 2시간, 4시간이 지난 후 수확하여 mitotic index를 측정했다.
그 결과 먼저 그림-5 에서 볼 수 있듯 DNA에 손상이 있을 시 세포분열기의 시간이
DNA의 손상이 없는 경우에 비해 30분에서 1시간정도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
조군이나 실험군인 GFP-TopBP1 WT, GFP-TopBP1 R309C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중요한 부분은 DNA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의 mitotic index의 차이인데 이 경우 TopBP1 WT
의 경우와 TopBP1 R309C의 경우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동일 시간이 지난 후에
각각의 mitotic index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비슷하게 세포분열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DNA에 손상을 가하고 4시간이 지나게 되면 GFP-TopBP1 WT, GFP-TopBP1 R3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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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세포분열기 단계를 빠져나가게 되어 mitotic index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둘이 세포분열기 진행을 종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4시간 사이에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둘이 비슷하게 세포분열기 단계를 빠져나오는 것을 통해 TopBP1 R309C는 세포분
열기 단계에서 DNA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세포분열기 진행을 종료시키는데 어떤 역할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TopBP1 R309C가 종양 형성과정과 관련이 있다면 세포분열기 진행을 조절하여
세포 주기 과정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종양 형성으로 이끌어 나가
거나, 혹은 독일의 연구에서처럼 종양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ransfection을 통해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시켰을 때에 endogenous 단백질의 양은 변화가 없
어야 한다. Endogenous 단백질의 양이 변하게 될 경우 실험의 결과가 그러한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3B 에서처럼 endogenous TopBP1의 양
이 transfection을 한 경우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타났다. 몇 번의 실험을 반
복적으로 수행했지만 transfection시에 발생하는 endogenous TopBP1 양의 증가문제를 해결하
지 못했다. Endogenous TopBP1의 분해가 어떠한 이유로 억제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할 수
는 있지만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GFP-TopBP1 WT, GFP-TopBP1 R309C stable cell line내에
서 siRNA로 endogenous TopBP1을 knockdown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TopBP1이 중심체에 위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BRCT 7,8 도메인과 핀란드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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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돌연변이인 TopBP1 R309C는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세포분열기
진행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포분열기 과정을 종료시키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않지만 죽은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지 혹은 비정상적인 핵의 개수가 더 많이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DNA에 손상이 발생시 TopBP1이 중심체에서 이탈되는 양상이 DNA 손상 마
커인 γ-h2ax의 foci 형성 증가 양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통해 (그림-1) TopBP1은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DNA 손상 반응의 초창기에 역할을 할 것이고 8개의 BRCT 도메인 중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세포분열기 단계에서 DNA에 손상이 발생하면 ATM, ATR로부터 CHK1, CHK2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13) 이것은 이 둘 사이의 신호 전달과정에서 이미 신호전달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흔히 알려진 CHK1, CHK2가 아닌 다른 경로로의 신호
전달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TopBP1은 간기의 DNA 손상 반응 과정에서 ATR과 CHK1 이
둘 사이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세포분열기 단계의 DNA 손상이 있는 상황에
서 ATM에 의해 인산화 되는 단백질이다. 즉, 이러한 것들을 통해 TopBP1은 세포분열기 단
계에서 DNA의 손상이 발생하면 상위 신호 전달자인 ATM과 ATR로부터 신호를 전달시키
는 또 다른 신호 전달 경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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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ocalization of TopBP1 protein from the
mitotic centrosomes
성 명 Hyung eun Kim
학과 및 전공 Biolog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commonly reported that TopBP1, a necessary protein for cell proliferation, participates in DNA
replication and DNA damage response. TopBP1 localizes in nucleus at interphase, but it localizes in
centrosome at mitosis (8).
TopBP1 has 8 BRCT domains. Among 8 BRCT domains, both BRCT 7 and 8 domains (CLS,
centrosome localization signal) have a role in centrosome localization of TopBP1. In mitosis, when
DNA is damaged, TopBP1 delocalizes from centrosome in a time-dependent manner and has a
similar kinetics with γ-H2AX foci form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delocalization of TopBP1
occurs early stage of DNA damage response.
When we are expressing Top-CLS-WT (TopBP1 BRCT 7,8 WT construct), endogenous TopBP1
cannot localizes in centrosome resulting in longer mitosis time. And when we are expressing TopCLS-SK, it is reported that it has no effect in mitosis progression. However, from my experiment in
measuring mitotic index, WT and mutant (Top-CLS-SK) have no difference in mitotic index.
Moreover, the mutant TopBP1 R309C, replacing 309 arginine with cysteine, localizes in
centrosome like Ser-301 mutant(TopBP1 S301A) regardless of DNA damage. Arg-309 is 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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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Ser-301(located between BRCT 2 and 3 domain) which is phosphorylated by ATM when DNA
is damaged.
It means that regions including Ser-301 and Arg-309 get involved in delocalization of TopBP1
from centrosome, when DNA is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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