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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파골세포는 뼈를 분해시키는 다핵세포로 단핵구/대식세포 계열의 전

구세포에서 분화된다. 파골세포의 과잉 증가와 활성화는 골밀도의 

감소 및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 파골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다양

한 기전들 중,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B 

ligand)에 의하여 유도되는 전사인자인 NFATc1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cytoplasmic 1)은 파골세포의 분화에 필수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흥미롭게 연구되는 분야로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나 아세틸화 같은 후성유전자 조절은 세포 

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Jumonji 계열의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인 

PHF2(PHD finger protein 2)가 NFATc1 유전자에 후성유전자 조

절을 통하여 파골세포의 분화를 조절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1) 파골세포 분화가 진행되는 동안 PHF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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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2) 

RAW264.7 세포주와 1차 배양을 통해 얻은 골수 유래의 대식세포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 : BMMs)에서 PHF2의 발

현을 억제함으로써, RANKL 자극에 의한 파골세포의 분화가 촉진된

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3) PHF2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서 

NFATc1의 전사활성이 증가된 것을 NFATc1의 하위 유전자 

reporte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4) PHF2는 NFATc1과 직접적

으로 결합하며, NFATc1은 PHF2의 C-말단과 결합하는 것을 면역

침강법으로 확인하였다. 

  

위 결과들을 통해 PHF2가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인자로 작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조절기전의 일부로서 단백-단백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파골세포의 주요 전사인자인 

NFATc1의 전사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주요어: PHF2, NFATc1, RANKL 

학  번: 2013 - 2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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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골세포는 단핵구/대식세포 계열의 전구세포가 융합하여 형성된 다

핵세포로, 파골세포의 분화 신호는 조골세포에서 유래되어 두 세포 

간의 조화는 뼈의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2]. 조골세

포와 기질세포에서 분비되는 M-CSF(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는 파골세포의 전구세포 생존에 필수적이며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B ligand)은 파골

세포의 분화 신호 중 하나로 RANK(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B)를 통해 세포 안으로 유입되어 파골세포의 분화에서 

‘master switch’ 역할을 하는 전사 인자인 NFATc1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cytoplasmic 1)을 유도한다[3,4]. 

NFATc1은 자가증폭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프로모터

에 결합하여 유전자를 발현하고, 동시에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파골세포 분화에 필수적인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다

[5]. NFATc1의 조절은 번역후 변형[6,7], 마이크로 RNA[8], 후

성유전자[9]에 의한 것이 알려져 있는데 후성유전자에 의한 

NFATc1의 조절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PHF2(PHD finger protein 2)는 Jumonji C family에 속하는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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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탈메틸화 효소로 처음 소개되었다[10]. 이후 H3K4me3에 결합

하여 전사 억제 코드로 알려진 H3K9me2를 탈메틸화함으로써 전사

활성을 증가시키는 후성유전자로 기능이 보고되었으나[10,11], 최

근에는 PHF2가 전사인자를 직접적으로 탈메틸화한다는 역할도 밝

혀졌다[12]. 이렇게 PHF2는 탈메틸화 효소로서 작용하여 여러 세

포의 분화에서 주요 전사인자들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12,13,14,15]. 특히, PHF2는 조골세포의 형성에서 중요한 전

사인자로 알려진 Runx2(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의 

공활성화인자로서의 기능이 확인되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골세포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뼈의 재형성에 조력하는 

PHF2가 파골세포에서는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PHF2가 파

골세포의 분화에 관련되어 있으며 파골세포의 분화에서 가장 중요

한 전사인자인 NFATc1의 전사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파골세포 분화

를 저해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PHF2가 조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는 골밀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표적 단백질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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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항체 

Recombinant murine M-CSF는 Peprotech(Rocky Hill, NJ, USA)

에서 구입하였고, RANKL은 서울대학교 김홍희 교수님으로부터 제

공받았다. FBS(Fetal bovine serum)는 Gibco(Gaithersburg, MD, 

USA)에서 구입하였고,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MEM(Minimum Essential Medium alpha), P/S 

(Penicillin/Streptomycin), HBSS(Hanks' Balanced Salt Solution)

은 Hyclone(Logan, UT, USA)에서 구입하였다. Trap stain kit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solution은 Thermo(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PHF2와 Suv39H1 항체는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NFATc1과 -tubulin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CA, USA), Flag 항체는 Sigma-

Aldrich, HA 항체는 Roche(Basel, Switzerland)에서 구입하였다. 

형질주입에 사용한 시약은 TransIT-2020으로 Mirus(Madison, 

WI, USA)에서 구매했다. Protein G sepharose와 streptavidin-

affinity bead는 GE healthcare Bio-Sciences(Piscataway, NJ, 

https://en.wikipedia.org/wiki/Hanks%27_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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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HA-affinity bead는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Trizol은 Invitrogen, cDNA 합성 시약과 RT-qPCR 시약은 

Applied Biological Masterials Inc(Richmond, BC, Canada)에서 구

입하였다.  

 

세포 배양 및 파골세포 분화  

RAW264.7 세포주는 10%(v/v) FBS와 1%(v/v) P/S을 넣은 

DMEM 배양액으로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BMM은 

8-14 주령 암컷 C57BL/6 쥐의 경골과 대퇴골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차 배양을 통해 얻었다. 경골과 대퇴골 뼈의 양쪽 끝을 

자른 후 주사기로 3% P/S가 들어 있는 HBSS를 흘려 넣어 전체 골

수를 분리하고 40 M nylon strainer로 걸러냈다. 걸러낸 골수는 

적혈구를 제거한 후, -MEM에 10%(v/v) FBS 와 1% (v/v) P/S

을 넣은 배양액에서 37℃, 5% CO2 조건으로 배양한다. 12 시간 후

에 배양접시에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원심분리하고 30 ng/ml의 

M-CSF를 넣고 3 일간 배양하여 배양접시에 부착한 BMM을 

scraper로 긁어내어 분리하였다. RAW264.7 세포주는 100 ng/ml

의 RANKL을, BMM은 30 ng/ml M-CSF와 100 ng/ml의 RANKL

을 24 시간 간격으로 3 일간 처리하여 파골세포로 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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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stain 

TRAP을 염색하기 위하여 분화가 끝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PBS(Phosphate-buffered saline)로 세포를 헹궜다. 세포에 

3.7%(v/v) 의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PBS를 넣고 5 분간 세포를 

고정한 후에 0.1% Triton X-100이 들어간 PBS를 넣고 TRAP 염

색 용액을 만들었다. TRAP 염색 용액은 1ml을 기준으로 만들 때, 

fast garnet GBC base 용액과 sodium nitrile 용액을 각각 20 l씩 

넣고 섞은 후 900 l의 증류수를 추가하여 섞었다. 여기에 

Naphthol AS-BI phosphoric acid solution 10 l, acetate solution 

40 l과 tartrate solution 20 l을 순서대로 넣어서 만들었다. 0.1% 

Triton X-100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포를 헹궈낸 후, TRAP 염색 

용액을 넣고 37℃에서 10 분간 반응시켰다. 배양접시에 생성된 핵

이 3 개 이상이고, TRAP 양성인 세포를 수를 산정하고 광학 현미

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shRNA를 이용한 PHF2의 knock down  

pLKO.1-puro를 제한효소 AgeI과 EcoRI으로 자르고 PHF2를 억

제하는 염기서열을 넣어 shRNA(small hairpin RNA) vector를 제

작했다. 렌티바이러스를 조립하는 vector인 pRSV-Rev, pM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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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VG, pMDLg/pRRE와 함께 shRNA를 HEK293T 세포주에 형질

주입하여 렌티바이러스를 생산하였다. RAW264.7 세포주에 렌티바

이러스를 8 g/ml polybrene과 섞어서 넣고 16 시간 동안 배양하

여 세포를 감염시킨 후, 5 g/ml puromycin을 2-3 주 처리하여 

PHF2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세포주를 만들었다. BMM은 세포를 

렌티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puromycin의 처리 없이 실험에 사용하

였다. PHF2의 shRNA 염기서열은 표1에 명시하였다.  

 

Western blot 

Lysis buffer(50 mM Tris-Cl pH 8.0, 50 mM NaCl, 5 mM EDTA, 

0.1% NP-40, protease cocktail)로 세포에서 단백질을 얻어 BCA

법으로 정량하고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 8% 또는 10%의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한 다음 PVDF membrane에 

transfer하였다. Membrane을 5% skim milk에서 1 시간 동안 

blocking한 후, 1차 항체(5% skim milk에 1:500-3000 비율로 희

석)를 넣고 4℃에서 16 시간 반응시켰다. Membrane을 

HRP(Horseradish peroxidase)가 붙은 2차 항체(5% skim milk에 

1:5000 비율로 희석)와 1 시간 반응시킨 후, ECL solution과 반응

시켜 형광을 X-ray 필름에 감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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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T-PCR(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세포 내의 전체 RNA는 60 mm 배양접시에서 Trizol 시약으로 추

출하였다. RNA를 1 g 정량하고 random primer, dNTP, reverse 

transcriptase, ribonuclease를 넣어 cDNA를 합성하였다. cDNA는 

ABI StepOne Real-Time PC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mRNA의 값의 보정은 18S RNA를 이용하여 Ct값으로 계산하였고, 

RT-qPCR에 사용한 TRAP primer는 forward의 염기서열이 5’-

CAGCTCCCTAGAAGATGGATTCAT-3’ , reverse의 염기서열

이 5’-GTCAGGAGTGGGAGCCATA TG-3’이다. 

 

Luciferase assay 

RAW264.7 세포주에 NFATc1의 결합부위가 있는 TRAP의 리포

터 유전자(전남대학교 김낙성 교수님께서 제공)와 -gal 유전자를 

12시간 동안 형질주입 시킨 후 24시간 배양한다. 세포의 lysate와 

luciferin을 반응시키고 Lumat LB9507 luminometer(Berthold 

Technologies, Bad Wildbad, Germany)로 형광을 측정하여 

luciferase 활성을 확인하였다. -gal의 활성은 흡광계로 405nm 

파장에서 측정하였고 luciferase 활성을 보정하는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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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침강법 

Lysis buffer를 사용하여 얻은 단백질 1 mg과 항체를 tube에 넣고 

4℃에서 12 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20 l의 Protein G sepharose

를 넣고 4℃에서 4시간 반응 시킨 후에 wash buffer(50 mM 

Tris-Cl pH 8.0, 150 mM NaCl, 5 mM EDTA, 1% NP-40)로 

bead를 3번 씻어서 시료를 준비했다. Streptavidin과 HA-affinity 

bead를 이용한 pull-down에는 bead 15 l와 lysate 1 mg이 사용

되었으며 bead와 lysate는 4℃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표1. shRNA 염기서열 

Target 염기서열 (5’ → 3’) 

Non-targeting 

control 

CUAGCAAAAACGCUGAGUACUUCGAAAUGU

CCUCGAGGACAUUUCGAAGUACUCAGCGCC 

Mouse  

PHF2-I 

CUAGCAAAAAGAGCUGAAGAUAGACGAGUU

UCUCGAGAAACUCGUCUAUCUUCAGCUCCC 

Mouse  

PHF2-II 

CUAGCAAAAACGUGGCUAUUAAAGUGUUCU

ACUCGAGUAGAACACUUUAAUAGCCAC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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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파골세포 분화에서 나타나는 PHF2의 발현량 변화 

암컷 C57BL/6에서 일차 배양한 BMM과 파골세포 분화능이 있는 

RAW264.7 세포주에 100 ng/ml RANKL을 24시간 간격으로 3일

간 처리하여 파골세포로 분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PHF2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PHF2는 BMM에서 분화 초기에 증가하다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RAW264.7 세포주에서는 분화 초기

에서부터 발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A,B). 이 결과를 통해 파골세포 분화에 PHF2가 관여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PHF2 억제 조건에서의 파골세포 분화 

파골세포의 분화에서 PHF2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RAW264.7

세포주에 렌티바이러스로 shRNA를 감염시켜 지속적으로 PHF2가 

억제되는 세포주를 만들었다. 이 세포를 100 ng/ml의 RANKL로 3 

일간 분화시킨 결과 PHF2의 발현을 억제한 세포주에서 파골세포 

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A). 이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MM에도 렌티바이러스로 shRNA를 감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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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F2의 발현을 억제한 후 파골세포로 분화시킨 결과 RAW264.7 

세포주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PHF2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서 

파골세포 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B). PHF2

는 핵 단백질이기 때문에 RANKL 자극에 의한 신호전달에서 

PHF2의 조절 받을 수 있는 단백질 후보로 전사인자인 NFATc1을 

가정하고 PHF2 shRNA를 사용한 BMM의 분화에서 NFATc1의 발

현을 확인해보았다. 놀랍게도 PHF2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서 

NFATc1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그림 2C), NFATc1의 하

위 유전자인 TRAP의 mRNA 또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D).  

 

PHF2의 발현에 따른 NFATc1의 전사활성 조절 

PHF2의 억제에 따라 NFATc1의 발현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분화

가 촉진되는 것을 위의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PHF2가 NFATc1의 억제자로 파골세포 분화에 관여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PHF2가 NFATc1의 전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NFATc1의 결합부위가 있는 TRAP 리포터 유전자

를 이용한 luciferase assay를 수행하였다. RAW264.7 세포주에 

DNA 형질 주입이나 RANKL을 통하여 NFATc1의 발현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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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성을 측정한 결과, PHF2가 억제된 세포에서 NFATc1의 전사

활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그림3A,B). 반대로 PHF2를 일시적으

로 과발현시킨 RAW264.7 세포주에서 NFATc1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형질 주입된 PHF2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NFATc1의 전사활

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B). 이 결과를 통해 

PHF2가 NFATc1의 전사활성 억제자로서 작용한다는 가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HF2와 NFATc1의 결합 

위의 실험을 통해 NFATc1의 전사활성에서 중요한 조절자로서 

PHF2의 역할을 확인하였으므로 면역침강법을 통해 두 단백질이 서

로 결합하는 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우선 HEK293T 세포주에 

PHF2와 NFATc1을 일시적으로 과발현시킨 후 각각의 tag에 대한 

결합력을 가진 bead를 이용하여 pull down assay를 수행한 결과 

PHF2와 NFATc1이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A).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RAW264.7 세포주에 RANKL을 

24 시간 처리하여 NFATc1의 발현을 유도한 후, PHF2 항체를 이

용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다.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두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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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F2의 C-말단과 NFATc1의 결합 

앞의 실험을 통하여 PHF2와 NFATc1이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HF2의 어떤 기능적 도메인이 NFATc1에 

결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HF2를 4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

각을 NFATc1과 함께 HEK293T 세포주에 형질주입하였다. PHF2 

도메인의 tag과 결합하는 streptavidin-affinity bead로 pull down 

assay를 수행한 결과 PHF2의 C-말단과 NFATc1이 결합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5A).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PHF2의 C-

말단은 전사인자와 결합하여 전사활성의 억제 마커인 H3K9me2을 

탈메틸화함으로써 전사활성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보고되어 있었

다[13]. 그러나 앞의 결과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PHF2는 파골세포 

분화의 억제자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새로운 방식

을 통하여 파골세포 분화 조절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야 

했다. 

 

파골세포의 분화에서 PHF2와 Suv39H1의 역할 

PHF2는 기존에 탈메틸화 효소로서 주로 전사활성을 증가시키는 기

능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억제자로서 작용할 수 있

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PHF2가 히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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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전달 효소인 Suv39H1과 결합하여 리보솜 RNA의 전사를 억제

하는 역할이 보고되었다(그림 6A)[17]. 이에 따라 파골세포 분화

에서 Suv39H1의 발현을 확인해 본 결과 PHF2와 같은 양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A). 또한 HEK293T 세포

주에 PHF2와 Suv39H1을 과발현한 pull down assay에서 두 단백

질이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B). 이를 통해 PHF2

가 파골세포 분화에서 Suv39H1의 H3K9me2/3의 메틸화에 관여하

는 억제자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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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골세포 분화에서 나타나는 PHF2의 발현량 변화 

RAW264.7 세포주에 100 ng/ml의 RANK을 처리하고, BMM에는 

30 ng/ml의 M-CSF와 100 ng/ml의 RANKL을 각각 24 시간 마

다 처리하여 3 일간 파골세포의 분화를 유도함. (A) BMM의 파골세

포 분화에서 나타난 PHF2의 발현량을 확인함. (B) RAW264.7 세

포주의 파골세포 분화에서 나타난 PHF2의 발현량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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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HF2 shRNA를 사용한 파골세포의 분화 RAW264.7 세포

주와 BMM의 PHF2를 shRNA로 억제시킨 후 RANKL 자극을 주

어 3 일간 분화를 유도함. (A) PHF2를 억제하는 RAW264.7 세포

주를 48-well 배양접시에서 분화시켜 TRAP을 염색한 사진과 3개 

이상의 핵을 가진 파골세포 개수를 산정하여 표시함. (B) PHF2가 

억제된 BMM을 48-well 배양접시에서 분화시켜 TRAP을 염색한 

사진과 3개 이상의 핵을 가진 파골세포의 개수를 산정하여 표시함. 

(C) shRNA를 사용한 BMM에서 분화 기간에 RANKL에 의하여 유

도된 NFATc1의 발현량을 western blot으로 나타냄.  (D) shRNA

를 사용한 BMM의 파골세포 분화에서 발현된 TRAP의 mRNA를 

qRT-PCR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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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HF2 억제 조건에서 NFATc1의 전사 활성 측정 

RAW264.7세포주에 TRAP 리포터 유전자와 -galactosidase를 

일시적으로 형질주입하여 NFATc1의 전사활성을 측정함. (A) 

RAW264.7 세포주에 pcDNA와 HA-NFATc1을 형질주입하여 

TRAP 리포터 유전자의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함. (B) PHF2가 억

제된 RAW264.7 세포주에 RANKL을 처리하여 NFATc1을 유도한 

후 TRAP 리포터 유전자의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함. (C) 

RAW264.7 세포주에 Flag-PHF2와 HA-NFATc1을 형질주입하

여 TRAP 유전자의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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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HF2과 NFATc1의 interaction (A) HEK293T 세포주에 

Flag/SBP-PHF2과 HA-NFATc1을 형질주입으로 과발현하여 

streptavidin 또는 HA affinity bead로 각각 pull down을 수행함. 

(B) RAW264.7 세포주에 24 시간 동안 RANKL을 처리하고 

PHF2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침강법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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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FATc1과 결합하는 PHF2의 도메인 (A) HEK293T 세

포주에 Flag/SBP tag이 달린 4개의 PHF2의 도메인과 HA-

NFATc1을 각각 형질주입하고 streptavidin-affinity bead를 이용

하여 pull-down assay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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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리보솜 RNA 전사활성을 억제하는 PHF2와 Suv39H1 PHF

가 H3K4me3에 결합하고 Suv39H1을 유인하여 H3K9을 메틸화함. 

히스톤 억제 코드로 알려진 H3K9me3는 Suv39H1에 의하여 리보

솜 RNA의 전사활성을 억제시킨다고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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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파골세포 분화에서 Suv39H1의 역할  (A)RAW264.7 세

포주와 BMM을 3 일간 파골세포로 분화시키는 동안 Suv39H1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함. (B) HEK293T 세포주에 

Flag/SBP-PHF2와 Flag-Suv39H1을 과발현하여 pull down 

assay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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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연구 분야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후

성유전조절자가 지방세포, 연골세포, 조골세포의 분화뿐만이 아니라 

파골세포의 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후

성유전조절자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단순히 세포의 분화뿐만이 

아니라 암까지 넓혀지고 있으며, 고정된 유전자 정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파골세포의 분화에서 유독 후성유전조

절자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과는 반대로 발견된 바가 많지 않다. 

후성유전조절자가 분화의 조절에 관여한 다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조절기전이 후성유전학적 접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

거나 미제로 남은 채로 보고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파골세포 분화에서 후성유전조절자인 

PHF2의 조절 기전을 규명해 내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본 실험을 통해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로 알려진 PHF2가 전사인

자인 NFATc1의 전사활성을 억제하여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FATc1에 대한 PHF2의 전사활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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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리포터 유전자를 이용한 luciferase assay를 통하여 밝혀냈

지만 아쉽게도 후성유전자 조절 기전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실

험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파골

세포의 뼈를 흡수하는 기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후성유전학적 접근법을 이용한 검증과 파골세포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실험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PHF2의 과

발현이 파골세포의 분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PHF2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H3K9me2에 대한 탈메틸화 

효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전사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억제자로서의 역할과는 상반된 기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파골세포에 분화에 있어서 PHF2의 기능이 이

전에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른 조절 기전으로 전사인자의 전사활성

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PHF2가 

히스톤 메틸전달 효소인 Suv39H1을 유인하여 H3K4me3에 결합하

고, Suv39H1이 H3K9을 메틸화함으로써 리보솜 RNA의 전사를 억

제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PHF2는 후

성유전자 조절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사인사의 전사활성을 조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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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PHF2가 닻처럼 Suv39H1을 히스톤으로 유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Suv39H1이 히스톤의 메틸화를 수행하여 전사활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전으로 전사

활성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파골세포의 분화에 적용될 경우 본 연구

에서 발견한 PHF2의 파골세포 분화 억제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제로 RAW264.7 세포주와 BMM의 파골

세포 분화에서 Suv39H1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PHF2와 마찬가지로 Suv39H1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두 단백질이 함께 전사활성을 조절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PHF2에 

대한 연구는 탈메틸화를 통한 전사활성 증가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

에 PHF2가 Suv39H1과 함께 NFATc1의 중개자로 전사활성 억제

에 관여한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최근 밝혀진 PHF2의 새로운 기능

이 한번 더 증명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파골세포 분야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후성유전학 연구에 새로운 발견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는 아

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파골세포의 생존과 분화에 필수적인 

M-CSF와 RANKL은 조골세포에서 유래하고, 조골세포의 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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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BMP-2(Bone morphogenetic protein 2)는 뼈에 저장된 

형태로 존재하다가 파골세포의 뼈 흡수 과정을 통해 분비됨으로써 

조골세포의 분화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세포의 균형은 뼈의 

재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PHF2는 조골세포 분화 촉

진을 통해 뼈의 형성을 돕는 역할로 밝혀졌고 파골세포의 분화 억

제를 통해 뼈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학적 접근으로 보았을 때, PHF2는 뼈의 재구성에서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표적 단백질로 연구될 수 있다. 나아가 PHF2를 

활성화 시키는 약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골다공증과 같은 

골밀도 감소에 의한 질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예방책으로서 주

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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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steoclasts are bone-resorbing multinucleated cells that 

differentiate from monocyte/macrophage-lineage precursors. 

Bone destruction and osteoporosis are attributed to excessively 

activated osteoclasts. Osteoclast differentiation is governed by 

diverse regulatory processes including NFATc1(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cytoplasmic 1) activation in response to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B ligand). The 

mechanism of epigenetic regulation of NFATc1 in 

osteoclastogenesis not investigated yet. Here I test a 

hypothesis that a jumonji histone demethylase, PHF2(PHD 

finger protein 2), might epigenetically regulate NFATc1 during 

osteoclast differentiation.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decrease of PHF2 expression 

during osteoclastogenesis of RAW264.7 cell line. The knock 



31 

 

down expression of PHF2 in RAW264.7 and bone marrow 

macrophages(BMMs) facilitated the osteoclastogenesis through 

RANKL. Luciferase reporter assay showed that the suppression 

of PHF2 also increased the transcriptional activity of NFATc1.  

Immunoprecipitation assay showed that PHF2 directly binds to 

the c-terminal of NFATc1. 

  

From above results, I suggest that PHF2 plays a suppressive 

role in osteoclastogenesis. As for part of the signaling 

mechanisms of the inhibition of transcriptional activity, direct 

protein-protein interaction between PHF2 and NFATc1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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