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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spinal progenitor domain 형성에서 

Rnf220의 기능 규명

  척수의 배아 발달 과정에서, sonic hedgehog (Shh)의 농도기울

기에 따라 신경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사인자들의 발현이 시공간적으

로 조절됨으로써 여러 ventral progenitor domain들이 형성된다. 하지

만, 척수의 ventral progenitor domain의 형성과정에서 단백질의 안정

성 조절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E3 ubiquitin ligase로 작용하는 RNF220가 전사

인자 Dbx1/2 및 Nkx2.2의 분해를 매개함으로써 ventral progenitor 

domain들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배아의 척수에

서 RNF220는 zinc finger protein ZC4H2와 함께 발현되어 서로 상호

작용하고, ZC4H2는 RNF220에 의한 Dbx1/2 및 Nkx2.2의 분해를 돕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NF220ΔN과 RNF220ΔNΔR 결실 돌연변

이는 ZC4H2와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였고 Dbx2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감

소하였다.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환자들에서 확인된 

ZC4H2의 점 돌연변이 V63L과 R198Q는 RNF220에 의한 Dbx2의 분

해를 촉진하지 못하였다. RNF220가 척수 신경 발달에 어떻게 기능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CRISPR/Cas9 system을 이용하여 Rnf220의 결손마

우스를 제작하였다. RNF220 결손 마우스 배아의 척수에서는 ventral 

progenitor domain들의 형성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p2 domain이 크

게 감소하였다. chick 배아의 척수에서는 RNF220과 ZC4H2를 



knock-down했을 때 V2-interneuron의 마커인 Chx10과 Gata3의 발

현이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hick에서 Nkx6.1과 함께 

RNF220와 ZC4H2를 공동발현 했을 때에는 Nkx6.1의 ectopic 

Chx10+ V2-IN의 형성이 촉진되었다. 하지만, RNF220ΔN이나  

ZC4H2의 V63L 또는 R198Q 돌연변이는 Nkx6.1과 함께 V2-IN의 발

현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RNF220가 ZC4H2와 협동하여 

ventral progenitor domain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사인자들의 단백질 안정

성을 조절해서 별개의 progenitor domain을 형성하는 새로운 조절 경

로를 찾아내었다. 사람에서 ZC4H2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Wieacker 

-Wolf syndrome(WS) 뿐만 아니라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AMC) 와 Miles-Carpenter syndrome(MCS)과 같은 증후

군을 야기하여 운동능력 발달 등에 많은 결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 본 연구 결과는  E3 유비퀴틴 연결효소인 RNF220가 ZC4H2

와 함께 progenitor domain의 선별화에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ZC4H2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WS/AMC/MCS를 일

으키는 분자적 기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주요어: ventral spinal cord, RNF220, ZC4H2, p2 domain, V2 

interneuron, ubiquitylation

학번: 2016-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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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배쪽 척수의 발달 과정에서, 각 특정 progenitor domain에 존재하는 

progenitor cell population은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로 분화하여 운동 

회로를 이루게 된다 (Goulding and Lamar, 2000; Jessell, 2000). 각 

ventral progenitor domain의 특성은 척수의 등배 축을 따라 

농도기울기를 형성하는 sonic hedgehog (Shh)에 반응하여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homeodomain (HD)과 basic-helix-loop-helix (bHLH) 

전사인자들에 의해 결정 된다 (Briscoe et al., 2000; Ericson et al., 

1995; Roelink et al., 1995). 하지만, progenitor domain을 

선별화하는데 있어서 이런 전사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rogenitor 세포 타입을 선별화하는 단백질의 안정성 조절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Fig. 1C에서 보여지듯이, 척수가 발달함에 따라 Dbx1+/Dbx2+/ 

Nkx6.2- p0 progenitor는 Evx1/2+ V0-interneurons (V0-INs)로 

분화 된다 (Pierani et al., 1999; Pierani et al., 2001). 

Nkx6.2+/Dbx1-/Dbx2+ p1 progenitor는 En1+ V1-INs가 되며 

(Burrill et al., 1997; Vallstedt et al., 2001), Nkx6.1+/Irx3+ p2 

progenitor는 Chx10+ V2a-INs 또는 Gata3+ V2b-INs가 된다 

(Briscoe et al., 2000; Ericson et al., 1997b; Francius et al., 

2015). Nkx2.2+/Nkx6.1+ p3 progenitor는 Sim1+ V3-INs이 된다 

(Borowska et al., 2013; Sun et al., 2003). Olig2+ pMN 

progenitor는 motor neurons (MNs)을 생성하며, 그 후에는 

oligodendrocyte를 생성한다 (Lee et al., 2005; Ravanelli and 



Appel, 2015; Zhou and Anderson, 2002). Nkx6.1은 Shh에 의해 

p3, pMN, p2 도메인에 넓게 발현된다. Nkx6.1은 MN과 V2-IN의 

선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chick 신경관에 Nkx6.1을 

이소성 발현시키면 MN과 V2-IN으로의 세포 운명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에 마우스에서 Nkx6.1을 없애면 V2-IN의 생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MN이 감소하고 원래 MN과 V2-IN이 생성되는 부위로 Dbx2의 발현이 

확장된다 (Sander et al., 2000). 전사인자는 세포 운명 발달을 여러 

방면으로 조절하기 위해 transcriptional cascade를 설립하여 하위의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면, Lhx3와 Lhx4는 p2 도메인에서 

억제되지 않는다. Lhx3의 LIM 도메인은 NLI (for nuclear LIM 

interacting factor)와 상호작용하는데, NLI는 self-dimerization 

domain을 갖기 때문에, 2NLI:2Lhx3의 4중 복합체를 형성하여 

V2a-IN 성격을 갖게 하는 유전자들의 promoter를 활성화시킨다 

(Jurata et al., 1998; Thaler et al., 2002).

E3 ubiquitin ligase RING finger protein 220 (RNF220)는 

Sin3B를 타겟하여 유비퀴틴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Kong et al., 

2010). RNF220는 또한 USP7을 매개로 β-catenin을 탈유비퀴틴화 

하여 안정화시킴으로써 canonical Wnt 신호전달 경로를 촉진하기 

때문에, Wnt와 관련된 종양형성에 기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Ma et 

al., 2014). 배양 세포에서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RNF220은 

유비퀴틴-의존성 과정을 통해 타겟 기질 단백질을 분해시키거나 

안정화시킨다고 생각되지만, in vivo에서 RNF220가 단백질 안정성의 

주요 조절자로 기능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RNF220가 척수의 progenitor domain의 선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ZC4H2와 함께 상호작용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ZC4H2는 zinc 



finger protein이며 네 개의 시스테인 잔기와 두 개의 히스티딘 잔기로 

이루어진 C-말단의 zinc finger domain을 갖는 단백질류에 속하는 

zinc finger protein이다. ZC4H2는 뇌와 척수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된다. 흥미롭게도, 마우스의 일차 배양 해마 신경세포에서 ZC4H2 

mutant를 발현시켰을 때 dendritic spine의 수가 감소했으며, 

zebrafish에서 Zc4h2를 knockdown했을 때 수영능력이 떨어졌고, 

운동신경 발달에 결함이 생겼으며, 신경근 종말판의 형성이 붕괴되었다 

(Hirata et al., 2013). 또한, zebrafish에서 Zc4h2를 knockout했을 때 

척수에서의 V2-INs이 특이적으로 손실되었으며, Zc4h2가 p2 

progenitor cell의 선별화에 기능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May et al., 

2015).

흥미롭게도, ZC4H2는 Wieacker-Wolf syndrome (WS)의 원인 

유전자로 확인되었으며, Wieacker syndrome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AMC)와 Miles-Carpenter 

syndrome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irata et al., 2013; 

Kloos et al., 1997; May et al., 2015). WS/AMC/MCS는 발생 

시기부터 근약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X연관 열성 신경발달성 장애이다 (Hirata et al., 2013; 

Kloos et al., 1997). 이 환자는 관절만곡증이라 알려진 심한 구축을 

갖고 태어나서 운동 능력 발달이 지연되며, 안면 및 구상 무력증을 

보이게 된다. 또한, 골격 기형, 안검하수, 사시, 원시, 척추측만증, 

내반첨족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유아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는 정신 

지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RNF220가 초기 발달 단계에서 전사인자의 발현 

수준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ventral progenitor의 성질을 결정하는 주요 

조절자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RNF220는 ZC4H2와 함께 작용하여 

Dbx1/2 및 NKX2.2를 분해시켰다. 하지만, RNF220의 N말단 절반을 

결실한 RNF220ΔN과 RNF220ΔNΔR 돌연변이는 ZC4H2와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였으며, Dbx2 분해 능력이 떨어졌다. 또한,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환자들에서 확인된 ZC4H2의 점 

돌연변이 V63L과 R198Q는 Dbx2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감소했다. 

RNF220는 마우스 배아의 척수 발달 과정에서 배쪽 progenitor 

domain의 일부에서 강하게 발현되며, 마우스에서 Rnf220 유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p2 progenitor cell과 V2-INs이 거의 사라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chick의 척수 발달과정에서는 RNF220와 ZC4H2를 

knockdown했을 때 V2-IN의 마커인 Chx10과 Gata3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chick에서 RNF220를 ZC4H2및 Nkx6.1와 함께 

과발현 했을 경우에는 ectopic Chx10+ V2a-INs과 Gata3+ 

V2b-INs의 발현이 유도되었다. 반면에, RNF220ΔN이나 AMC 

환자들에서 확인된 ZC4H2의 V63L 또는 R198Q 돌연변이는 Nkx6.1과 

함께 V2-INs의 발현을 유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RNF220가 ZC4H2와 함께 작용하여 p2 progenitor domain과 

V2-IN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WS/AMC/MCS에서 나타나는 운동신경 발달 지연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Ⅱ. 실험 방법

1. DNA constructs

mammalian cell과 chick 배아에서 발현시키기 위해 HA, Flag, Myc 

또는 His가 표지되어 있는 pCS2 또는 pcDNA4 벡터에 Human 

RNF220 full length, RNF220 deletion constructs, human ZC4H2, 

mouse Dbx1, zebrafish dbx2와 nkx6.1을 클로닝하였다. PCR-based 

mutagenesis 방법으로 human RNF220와 ZC4H2의 돌연변이를 도입

하였고 이를 sequencing으로 확인하였다. GST 융합 단백질의 발현을 

위해 human ZC4H2를 pEBG 벡터에 클로닝하였다. chick 신경관에서 

발현시키기 위해 HA 표지된 RNF220를 EF1α 벡터에 클로닝하였다. 

chick 배아에서 Rnf220와 Zc4h2를 knockdown하기 위해 Rnf220와 

Zc4h2에 대한 shRNA construct를 pSilencer 벡터에 클로닝하였다. 

shRNA-타겟 서열은 다음과 같다. 

sh-Rnf220: 5’-TGCATGGACTCCTACACAA-3'

sh-Zc4h2:  5’-CTGTTTATCCTGTCACCAA-3'

2. 전기천공법(In ovo electroporation), 면역조직화학법

(IHC assays)과 제자리 부합법(ISH assays)

HH stage 13 chick 배아의 신경관에 DNA를 주입한 후 

electroporation하였다. 배아는 electroporation한지 3일 후에 harvest

하였고 4% paraformaldehyde로 고정시킨 후 OCT에 넣어 동결 보존



하였다. IHC assay를 할 때는 12μm 두께로 절단하였고, 

digoxigenin-labeled probes를 이용하여 ISH를 할 때는 18μm 두께

로 절단하였다. 

면역조직화학법을 위해, 다음의 항체를 사용하였다: mouse 

anti-Nkx6.1 (DSHB, F55A10), mouse anti-Pax6 (DSHB), rabbit 

anti-Olig2 (Abcam, ab15328), mouse anti-Nkx2.2 (DSHB, 

74.5A5), rabbit anti-Sox2 (Abcam, ab97959), mouse anti-TuJ 

(Covance), mouse anti-Hb9/MNR2 (DSHB, 5C10), guinea pig 

anti-Hb9 (homemade), guinea pig anti-Chx10 (homemade), 

rabbit anti-Gata3 (homemade), guinea pig anti-Sox14 

(homemade), rabbit anti-Lhx3 (Abcam, ab14555), rabbit 

anti-Rnf220 (Novus biologicals, NBP1-88487), rabbit 

anti-Zc4h2 (Novus biologicals, NBP2-13538), mouse anti-Myc 

(Millipore, 9E10), mouse anti-HA (Covance), mouse 

anti-Msx1/2 (DSHB, 4G1), mouse anti-Ascl1 (BD, 556604). 

rabbit anti-Cleaved caspase3 (Cell signaling, 9661), mouse 

anti-phospho-histone H3 (Cell signaling, 9706). 

제자리 부합법을 위해, mouse Dbx1, En1, Sim1, Shh, Axin2, 

FoxN4, Prdm12와 Rnf220의 cDNA를 pBluescript 벡터에 클로닝한 

후 digoxigenin-labeled riboprobes를 만들었다. mouse Nkx6.2와 

Dbx2의 cDNA는 Addgene에서 구입하여 digoxigenin-labeled 

riboprobes를 만들었다. 

3. 실험 동물



Rnf220 마우스는 CRISPR/Cas9 system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Rnf220 유전자의 exon7을 타겟하는 single guide RNA (sgRNA)를 

이용하여 17 nucleotide가 결손된 마우스를 얻었다. sgRNA의 타겟 

서열은 5’-TCA GGC GCT CCA GCT CAG AGA GG-3’이다. 

genotyping primer는 Rnf220-FP: 5’-GGA CAG CAA CCG CTT 

TGA GG -3 그리고 Rnf220-RP: 5’-ACC CAA GTT GTC AGC 

TGC TT-3’이며, wild type 대립유전자에서는 108bp, KO 

대립유전자에서는 91bp를 생성한다. Rnf220+/- male mouse를 

Rnf220+/- female mouse와 교배하여 KO mutant embryo를 얻었다. 

4. 공동면역침강법(Co-immunoprecipitation assays)과 

면역블롯법(immunobloting assays)

HEK293T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로 보충된 

DMEM media에서 배양되었다. 공동면역침강법을 위해, HEK293T 

세포는 10cm culture dish에서 배양되었고, HA-RNF220, 

Flag-ZC4H2, Myc-Dbx2가 transfection되었다. 2일 후에, 세포는 

harvest되었고 IP buffer (20mM Tris-HCl, pH 8.0, 0.5 % NP-40, 

1 mM EDTA, 150 mM NaCl, 2 mM PMSF, 10% Glycerol, 4 mM 

Na3VO4, 200 mM NaF, 20 mM Na-pyroPO4, and protease 

inhibitor cocktail)로 용해되었다. mouse anti-Myc (Millipore) 또는 

mouse anti-Flag (Sigma) 항체로 면역침강을 하였으며, 

웨스턴블롯법을 이용하여 mouse anti-HA (Covance), mouse 

anti-Flag (Sigma) and mouse anti-Myc (Millipore) 항체로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5. In vivo GST pull-down assay

cell-based GST pull-down assay를 위해, HEK293T 세포는 

HARNF220, Myc-DBX2 and GST-ZC4H2 또는 GST alone으로 

transfection되었다. 48시간 후에, 세포는 용해되었고 glutathione- 

sepharose 4B beads로 incubation되었다. 샘플은 boiling으로 용출되

었고, mouse mouse anti-HA (Covance), mouse anti-Myc 

(Millipore), mouse anti-GST (Santa cruz, SC-138) 항체로 면역블

롯하여 관찰되었다. 

6. In vivo ubiquitylation assay

HEK293T 세포는 HA-Ubiquitin, Myc-Dbx2, His-Rnf220로 

transfection되었다. 세포는 harvest 전 24시간 동안 1μM MG132로 

처리되었고, 용해 후 anti-Myc 항체로 면역침강되었다. total cell 

lysate로부터의 inputs와 eluted proteins가 HA 또는 Myc 항체로 관

찰되었다. 

7. 통계처리방법(Statistical analysis)

그룹 간의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값은 평

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 **P<0.01, 

***P<0.001, ****P<0.0001를 기준으로 표기하였고, ns는 유의하지 않음

을 나타낸다 (P>0.05).



Ⅲ. 실험 결과

1.  배쪽 척수의 발달에서 RNF220와 ZC4H2의 발현  

Zinc finger protein ZC4H2는 zebrafish에서 V2-IN의 발달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y et al., 2015). 

Rnf220 유전자가 배쪽 신경세포 선별화 (ventral neuronal 

specification)에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면역조직화학법 

(immunohistochemistry, IHC)와 제자리부합법 (in situ hybridization, 

ISH)을 이용하여 마우스 배아의 척수에서 전구세포에서 발현되는 다른 

전사인자들의 발현과 함께 RNF220와 ZC4H2의 발현을 비교하였다. 마

우스 배아의 신경관에서의 발달 과정에서, RNF220의 발현은 E8.5에서 

처음으로 관찰되었고 배쪽 척수에서 Dbx1을 제외한 Olig2, Nkx6.1, 

Nkx6.2, Nkx2.2와 공동발현되어, RNF220가 p1에서 p3 도메인에 발

현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A, C). E9.5와 E10.5에서, 실제로 모든 

Nkx6.1을 발현하는 세포들은 RNF220를 발현하였다 (Fig. 1A, B). 흥

미롭게도, ZC4H2는 척수의 배쪽 부위에서 발현되었는데, 그 발현 패턴

은 RNF220의 발현 패턴과 거의 동일했고, RNF220와 ZC4H2가 배쪽 

척수에서 독특한 progenitor domain을 형성하는데 기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E10.5부터 RNF220와 ZC4H2는 척수의 전후축을 따라 운

동신경세포 영역에서 크게 발현되었다 (Fig. 1B). E11.5에서, 

ventricular zone에서 증식하고 있는 전구세포에서 RNF220와 ZC4H2

의 발현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운동신경세포의 표지로서 

Hb9과 공동염색했을 때, RNF220와 ZC4H2는 thoracic level을 제외한 

brachial과 lumbar level에서 lateral motor column (LMC) 부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 (S-Fig. 1). 

Figure1. Expression of Rnf220 and Zc4h2 in developing ventral 

spinal cord

(A) Expression pattern of Rnf220, Nkx6.1, Nkx6.2, Nkx2.2, 

Pax6 Olig2 and Dbx1 in E9.5 mouse spinal cord. Rnf220 is 

expressed from p1 to p3 domains in ventral spinal cord. 

Panels on right indicate progenitor domains.

(B) Expression pattern of Rnf220 and Zc4h2 in E10.5 mouse 

spinal cord by IHC and ISH (Rnf220 in the third image).

(C)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expression pattern of  

progenitor factors, Rnf220 and Zc4h2 and markers for 

ventral interneuron populations and motor neurons in ventral 

spinal cord. p2 domain is highlighted in yellow. 



2.  RNF220와 ZC4H2는 서로의 단백질 수준을 조절한

다

RNF220와 ZC4H2가 배쪽 척수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HA-tagged RNF220와 Flag-tagged ZC4H2를 발현시킨 

HEK293T 세포에서 공동면역침강법 (coimmunoprecipitation, coIP 

assay)을 이용하여 RNF220와 ZC4H2가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

았다. HA-RNF220는 anti-Flag 항체에 의해 Flag-ZC4H2와 면역침

강되었다 (Fig. 2A). 흥미롭게도, ZC4H2의 단백질 수준은 RNF220에 

의해서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Fig. 2B), RNF220의 단백질 수

준 역시 ZC4H2에 의해 증가하였다 (Fig. 2C). Chick의 척수에서 

RNF220를 발현시켰을 때 척수의 외측면에서 ZC4H2의 외인성 발현이 

강하게 유도되었다 (Fig. 2D). Rnf220 유전자의 exon7을 타겟하는 

sgRNA로 CRISPR (fo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and CRISPR associated proteins (Cas) 

system을 이용하여 RNF220 결손 마우스를 생성하였다 (Fig. 5A) 

(Jinek et al., 2012; Ran et al., 2013; Yang et al., 2014). RNF220

가 결손된 E10.5와 E12.5 마우스 척수에서 ZC4H2의 발현은 거의 사

라졌으며(Fig. 2E), 이는 chick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qRT-PCR 

결과 ZC4H2의 mRNA 수준은 wild-type (WT) 척수와 비교하여 

Rnf220 결손 척수에서 차이가 없었고 (Fig. 2F), RNF220는 Zc4h2의 

전사 조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RNF220와 ZC4H2가 서로의 단백질 안정성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ure 2. Rnf220 and Zc4h2 regulate each other’s protein 

levels. 

(A) Rnf220 interacts with Zc4h2. Co-immunoprecipitation assay 

with HEK293T cells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the 

expression vectors for HA-tagged RNF220 and Flag-tagged 

ZC4H2.

(B) ZC4H2 is stabilized by RNF220. HEK293T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HA-RNF220 and Flag-ZC4H2. 

After 48 hours, cell lysate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C) RNF220 is stabilized by ZC4H2. HEK293T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HA-RNF220 and Flag-ZC4H2. 

After 48 hours, cell lysate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D) Ectopic induction of Zc4h2 expression in the lateral side of 

the spinal cord following electroporation of HA-RNF220. +, 

electroporated side.

(E) Loss of Zc4h2+ cells in Rnf220-/- spinal cord at E10.5. Loss 

of Chx10+ cells and Zc4h2+ cells in Rnf220-/- spinal cord at 

E12.5. Immunohistochemical analyses with anti-Zc4h2 and 

anti-Chx10 antibodies.

(F) Quantitative RT-PCR analyses in E14.5 mouse spinal cord.  

ns, not significant.



3. RNF220는 Dbx2의 프로테아좀(proteasome)에 의한 

분해를 매개한다

ZC4H2와 RNF220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단백질 안정성을 조절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RNF220와 ZC4H2가 함께 작용해서 

progenitor domain에서 발현되는 전사인자들을 타겟하여 분해시킴으로

써 progenitor domain의 발달을 일으키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흥미롭게

도, p0과 p1에서 발현되는 Dbx2의 단백질 수준이 ZC4H2의 존재 하에

서 RNF220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A). 또한 Dbx1, Nkx2.2, Irx3, Nkx6.1, FoxN4에 대해서도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Fig. 2). RNF220의 단백질 수준은 

ZC4H2에 의해 증가되었다 (Fig. 3A). Dbx2가 RNF220와 ZC4H2에 

의해서 프로테아좀 경로를 통해 분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테아좀 

억제제인 MG132를 이용하였고, 이는 Dbx2의 분해를 억제하였다 (Fig. 

3B). 다음으로, Dbx2와 RNF220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Myc-Dbx2와 HA-RNF220을 일시적으로 주입한 HEK293T 세포 용

해질을 이용하여 coIP assay를 하였다. HA-RNF220는 Myc 항체에 

의해 Myc-Dbx2와 함께 면역침강되었다. 또한, Dbx1/2, Nkx2.2, 

FoxN4는 RNF220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했고, Dbx1/2, Nkx2.2, 

FoxN4가 RNF220의 새로운 기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

도, Irx2와 Nkx6.1은 RNF220와 상호작용하지 않았으며, 이 인자들은 

RNF220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절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in vivo GST-pull down을 이용하여 ZC4H2가 Dbx2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흥미롭게도, ZC4H2는 RNF220가 있을 때

에만 Dbx2와 상호작용하였다 (Fig. 3D). 이를 통해서 ZC4H2가 Dbx2



와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RNF220와의 결합을 통해서 Dbx2를 끌어들

여 삼중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HEK293T 세포에서, 

Dbx2가 ubiquitylation되며, 과발현된 RNF220에 의해서 

ubiquitylation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E). 

따라서, 이 결과들은 RNF220가 ZC4H2와 함께, 새로운 기질인 

Dbx2를 분해시키기 위해 Dbx2에 결합하고 Dbx2를 ubiquitylation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3. RNF220 promotes the ubiquitylation and proteasomal 

degradation of Dbx2.

(A) The level of Dbx2 protein is reduced by RNF220 in the 

presence of ZC4H2. HEK293T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the indicated plasmids. After 48 hours, cell 

lysate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B) Dbx2 is degraded by RNF220 and ZC4H2 via 

ubiquitin-proteasome system. HEK293T cells were 

transfected and treated with MG132 (1μM) for 24 hours 

before harvest and then Dbx2 protein level was detected. 



(C) RNF220 interacts with Dbx2. Co-immunoprecipitation 

experiments with HEK293T cells transfected with the 

expression vectors for HA-RNF220 and Myc-Dbx2. 

(D) GST pull-down assays using HEK293T cells transfected 

with HA-RNF220, Myc-Dbx2 and GST alone or 

GST-ZC4H2. ZC4H2 interacted with Dbx2 in the presence 

of RNF220. 

(E) RNF220 promotes the ubiquitylation of Dbx2. HEK293T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the indicated plasmids and 

treated with MG132 (1 μM) for 24 hours before harvest. 

Dbx2 protein was immunoprecipitated with anti-Myc 

antibody and then detected for polyubiquitin chains with 

anti-HA antibody.



4. ZC4H2는 Dbx2를 분해시키기 위해 RNF220를 필요

로 한다 

RNF220와 ZC4H2간의 상호작용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RNF220의 여러 결실 돌연변이와 ligase activity가 없는 W539R 점 

돌연변이를 만들었다 (Ma et al., 2014) (Fig. 4A). coIP assay를 통

해, RNF220의 N-말단 절반(1-314aa)이 없는 ΔN과 ΔNΔR 

construct는 ZC4H2와 상호작용하지 못한 반면에, RNF220의 ΔC 

construct는 ZC4H2와 여전히 상호작용함을 확인하였다 (Fig. 4B). 이 

결과들을 통해 RNF220의 N-말단 부위 (1-314aa)가 ZC4H2와 상호

작용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ZC4H2와의 상호작용이 RNF220가 

Dbx2를 분해시키는데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WT RNF220 또는 그 

결실 돌연변이를 ZC4H2와 함께 HEK293T 세포에 일시적으로 주입하

여 Dbx2의 단백질 분해에 대한 효율을 비교하였다. WT RNF220가 

ZC4H2와 함께 발현되었을 때는, Dbx2의 단백질 수준이 50% 가까이 

감소하였다 (Fig. 4C).  하지만, RNF220-W539R 돌연변이는 Dbx2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4C). Dbx2는 촉매

성 RING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만 ZC4H2와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ΔN

에 의해서는 분해되지 않았으며, RING 도메인이 없고 ZC4H2와 상호작

용하지 못하는 ΔNΔR에 의해서는 Dbx2의 단백질 수준이 더 증가하였

다 (Fig. 4C). 예상과 다르게, Dbx2는 RING 도메인이 없지만 ZC4H2

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ΔRING과 ΔC에 의해서는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4C). 이 결과들로 보았을 때, RNF220가 Dbx2를 프로테

아좀에 의해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ZC4H2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ZC4H2-RNF220 복합체가 Dbx2를 분해시키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ubiquitin ligase를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결과들은 배쪽 척수의 발달 과정에서, ZC4H2는 RNF220가 Dbx2를 

분해시키는데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적절한 progenitor domain 형성에 

관여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선천성 다발성 관절 만곡증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AMC) 환자들에서 초병렬 염기서열 분석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과 염색체 중단점 지도작성 (chromosome 

breakpoint mapping)을 통해서 ZC4H2에 몇 가지 돌연변이가 발생한

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Hirata et al., 2013). ZC4H2에서 일어나는 이 

돌연변이들이 ZC4H2가 RNF220를 안정화하고 Dbx2를 분해시키는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ZC4H2의 V63L과 R198Q 돌연

변이를 시험해보았다. V63L과 R198Q 돌연변이는 마우스의 일차 배양 

해마 신경세포에서 발현되었을 때 시냅스의 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진 

바 있다 (Hirata et al., 2013). 본 연구에서, WT ZC4H2와 비교하여 

ZC4H2 V63L과 R198Q 돌연변이는 RNF220를 안정화시키거나 

RNF220에 의한 Dbx2의 분해를 돕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

다 (S-Fig. 3). 또한, ZC4H2의 R198Q 돌연변이는 RNF220와의 상호

작용이 감소하였다 (S-Fig. 3). 따라서, 환자에서의 ZC4H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적절한 신경세포로의 생성을 가능케하는 RNF220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들은 ZC4H2-RNF220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RNF220가 Dbx2를 분해시키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

여주며 (Fig. 4D), RNF220의 ubiquitylation 활성이 다른 알려지지 않

은 E3 ligase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Figure 4. Interaction between RNF220 and ZC4H2 is required to 

degrade Dbx2.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human RNF220 truncated 

constructs and W539R mutant. Panel on the right indicates 

the interaction of RNF220 with ZC4H2. (-) no interaction, 

(+) with interaction. 

(B) While RNF220 WT, W539R, ΔRING and ΔC interacted with 

ZC4H2, ΔN and ΔNΔR of RNF220 showed no interaction 

with ZC4H2. 

(C) Degradation of Dbx2 by RNF220 WT, deletion constructs 

and W539R mutant in the presence of ZC4H2. The protein 

levels of Dbx2 were decreased to almost 50% (lane 1 and 



4). RNF220-W539R mutant lost the ability to degrade Dbx2 

(lane 5). Dbx2 was not degraded by ΔN, while Dbx2 levels 

were rather increased by ΔNΔR (lane 7, 8). Dbx2 was 

degraded by ΔRING and ΔC (lane 6, 9). The numbers 

indicate the relative levels of Dbx2 compared to the levels 

without RNF220 and ZC4H2. 

(D) Model for degradation of Dbx2 by RNF220 and ZC4H2. 

RNF220 and ZC4H2 mediate the ubiquitylation and 

proteasomal degradation of Dbx2.  



5. RNF220는 ventral progenitor domain 형성에 필요

하다

척수 발달에서 RNF220가 발현되는 패턴(Fig. 1)과 RNF220 

-ZC4H2가 전사인자 Dbx1/2 및 Nkx2.2를 분해한다는 결과(Fig. 3,4 

및 S-Fig. 2, 3)를 볼 때, RNF220가 ventral progenitor domain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Rnf220 결손 마우스의 배아에서 classⅠ과 classⅡ 전사인자의 발현 

프로파일을 알아보았다. RNF220 항체를 이용해 면역조직침강법 

(immunohistochemistry, IHC)을 하여 Rnf220 결손 마우스의 

척수에서 RNF220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B, 7A). 먼저, RNF220이 신경줄기세포의 증식에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WT과 Rnf220+/- 배아와 비교하여, Rnf220-/- 배아에서는 

V2-IN과 MN이 생성되는 ventral ventricular zone에서 Sox2+ 

progenitor cell이 증가했고 ventro-lateral area에 있는 TuJ+ 

neuronal cell이 감소했다 (Fig. 5B, C). 또한, pH3와 BrdU 

labeling으로 IHC를 했을 때, WT과 Rnf220+/- 배아와 비교하여 

mutant 배아에서 BrdU+ progenitor cell 및 pH3+ progenitor cell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5B, C). 따라서, RNF220가 ventral 

progenitor cell에서 cell cycle exit과 신경 분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cleaved caspase3 항체를 이용해 IHC했을 때에는 Rnf220 

결손 마우스의 척수에서 WT과 비교하여 세포사가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Fig. 5C). 다음으로 Rnf220 결손 마우스 배아의 척수에서 

classⅠ과 classⅡ 전사인자의 발현 패턴을 알아보았다. E9.5에서, 

Nkx2.2+ 도메인은 등쪽으로 확장되었으며, Nkx6.1+ 도메인은 배쪽으로 

이동하면서, p2 도메인이 거의 사라지고 Olig2+ pMN 도메인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6A). E10.5에서, Nkx2.2+ 세포는 

Rnf220-/- 배아에서는 증가하고 Rnf220+/- 배아에서는 증가하지 

않았고, Rn220의 하나의 대립유전자에서 발현되는 RNF220 발현 

수준으로도 Nkx2.2+ p3 도메인의 확장을 억제하기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B). RNF220이 발현되지 않았을 때, WT 배아에 

비해서 Nkx6.2+, Dbx2+, Dbx1+ 도메인이 확장되었다(Fig. 6A). 

E10.5에서 잘 알려진 p2 마커로서 FoxN4로 ISH하고 Ascl1으로 IHC 

했을 때 p2 도메인이 없어진 것을 관찰하였다 (Fig. 6B). p1 도메인의 

특이적 마커인 Prdm12는 Rnf220-/- 배아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6B). 마우스 배아에서 Rnf220가 없을 경우에 ventral 

progenitor cell에서의 homeobox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Rnf220 결손 마우스의 척수에서 

progenitor의 패터닝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들을 시험해보았다. Shh 

신호전달 경로와 관련해서는 Shh와 Ptch1을, Wnt 신호전달 경로와 

관련해서는 Axin2를, 그리고 BMP 신호전달 경로와 관련해서는 

Msx1/2의 발현을 관찰하였고, WT 배아와 비교하여 Rnf220-/- 

배아에서 발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Fig. 6C). 이 결과들은 

RNF220는 p2, p1, pMN 도메인의 형성에 필요하고, 배쪽 척수에서 

p0와 p3 도메인의 경계를 이루는데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10A). 

 



Figure 5. RNF220-null embryo shows increased Sox2+ 

progenitor cells but no change in apoptosis.

(A) Schematic showing the CRISPR/Cas9-mediated Rnf220 

knock-out mouse generation. Sequences for target exon7 of 

wild-type allele (upper) and Rnf220 knock-out allele 

(lower). The target sequence of sgRNA is marked in red, 

and the PAM sequence is underlined. Genotyping PCR 

results show one DNA band for wild type alleles from wild 

type mouse genomic DNA and two DNA bands of wild type 

and KO alleles from heterozygous mouse genomic DNA 



(B,C) Immunohistochemistry with anti-BrdU, anti-pH3, 

anti-Sox2, anti-TuJ and anti-cleaved caspase-3 was 

performed on E9.5 and E10.5 mouse spinal cord.



Figure 6. RNF220 is crucial for proper progenitor domain 

formation.

(A) The expression pattern of class I and II transcription factors 

in E9.5 Rnf220-/- embryos and their littermate controls. 

(B) Immunohistochemistry with anti-Rnf220, anti-Nkx2.2 and 

anti-Ascl1 and in situ hybridization analyses of FoxN4 and 

Prdm12  in E10.5 Rnf220-/- embryos and their littermate 

controls. 

(C) In situ hybridization analyses of Shh, Ptch1 and Axin2 and 

immunohistochemistry with anti-Msx1/2 on E11.5 Rnf220-/- 

embryos and littermate controls.



6. Rnf220 유전자가 없을 때 비정상적인 배쪽 신경세포

의 분화가 일어난다

다음으로는 Rnf220 결손 마우스의 신경관에서 interneuron 

subtype의 생성을 알아보았다. 마우스 배아의 척수에서 RNF220는 p1, 

p2, p3, pMN에서 발현되며 (Fig. 1A, C), 이는 각각 V1-, V2-, 

V3-IN과 MN으로 분화된다 (Briscoe and Ericson, 1999; Briscoe et 

al., 2000; Ericson et al., 1997a; Ericson et al., 1997b; Goulding 

and Lamar, 2000; Pierani et al., 1999; Qiu et al., 1998). Rnf220 

결손 마우스에서 이 신경세포들의 생성에 결함이 생기는지 알아보았다. 

p2 도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Fig. 6B) 먼저 

V2-IN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E12.5에서, Chx10, Gata3, Sox14, 

Lhx3와 같은 마커들로 IHC했을 때 (Al-Mosawie et al., 2007; 

Clovis et al., 2016; Del Barrio et al., 2007; Hargrave et al., 

2000; Li et al., 2005; Muroyama et al., 2005), Rnf220 

결손마우스의 척수에서는 V2-INs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7A, D). 또한, Rnf220 결손 마우스의 척수에서 Hb9+ MNs과 

En1+ V1-INs이 감소했으며 (Fig. 7A, B, D), 이는 pMN과 p1 

도메인이 감소한 것과 일치한다 (Fig. 6A, B). Rnf220-/- 마우스에서 

Sim1+ V3-INs의 발현과 Evx1/2+ V0-INs의 수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으며 (Fig. 7C, D), 이는 Nkx2.2+ p3 도메인과 Dbx1+ p0 

도메인이 확장된 결과와 일치한다 (Fig. 6A, B). 이 결과들은 

RNF220는 V2-IN과 부분적으로는 MN 및 V1-IN의 형성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7. Abnormal ventral neuronal differentiation in 

Rnf220-null embryonic spinal cord. 

(A) Chx10, Gata3, Sox14, Lhx3, and Hb9 expression in 

transverse sections at E12.5 Rnf220-null embryos and their 

littermate control. Ventrolateral quadrants of the spinal cord 

are shown in all panels. IHC with anti-Rnf220 antibody 

confirms the absence of Rnf220 expression in Rnf220-null 

embryos. 

(B) In situ hybridization analyses of En1+ V1-INs in E10.5 

embryos. 

(C) In situ hybridization analyses of Sim1+ V3-INs and 



immunostaining analyses of Evx1/2+ V0-INs in E12.5 

embryos. 

(D) Quantification of Chx10+ V2a-INs, Gata3+ V2b-INs, Sox14+ 

V2a-INs, Hb9+ MNs and Evx1/2+ V0-INs in E12.5 

embryos. Values are means ± s.d. **** p<0.0001. 



7. RNF220과 ZC4H2는 V2-IN의 적절한 생성에 필요

하다

마우스 배아에서 Rnf220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의 표현형 결

과를 더 지지하기 위해, chick 배아의 척수 발달 과정에서 Rnf220과 

Zc4h2를 knockdown하였다. knockdown construct에 의해 ZC4H2, 

RNF220, Nkx6.1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S-Fig.4). 예상했던 

것처럼, chick 배아의 척수에서 Rnf220와 Zc4h2가 knockdown되었을 

때 Chx10+ V2a-INs은 크게 감소했고, Gata3+ V2b-INs도 크게 감소

했다 (Fig. 8A, B). Hb9+ MNs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Fig. 8A, B), 이는 knockdown construct들의 효율이 낮아서인 것으

로 생각된다. Rnf220 결손 마우스 배아에서 V2-INs이 거의 사라지고 

(Fig. 7A) chick knockdown 배아에서 V2-INs이 감소했다는 결과

(Fig. 8A, B)는 RNF220가 p2 도메인과 V2-IN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RNF220만 있어도 p2와 V2-IN으로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chick 신경관에서 HA-RNF220를 과발현했다. 흥미

롭게도, control side와 비교해서 electroporated side에서 Nkx6.1+과 

Olig2+ progenitor cell이 약간 증가하고 Chx10+와 Hb9+ 세포가 약간 

증가하였다 (S-Fig. 5). 이 결과들로 보았을 때 RNF220 혼자서는 p2

와 V2-IN으로의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데 최소한의 활성을 가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 RNF220가 p2와 V2-IN을 생성하는데 다른 인자들과 함

께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MN과 V2-IN 생성을 촉진하고 

V1-IN의 생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Nkx6.1을 테스트했다 

(Sander et al., 2000). chick 신경관의 한 쪽에 myc-Nkx6.1만 과발



현시켰을 때, electroporaton되지 않은 면에 비해서 Chx10+ 세포는 약 

123% 증가했고 Gata3+ 세포는 약 117% 증가했다 (Fig. 9A, B). 

Nkx6.1을 ZC4H2와 공동발현했을 때는 Nkx6.1만 과발현했을 때보다 

Chx10이나 Gata3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Nkx6.1의 활성을 촉진

하지 않았다 (Fig. 9A, B). 하지만, Nkx6.1을 RNF220와 공동발현했을 

때는 control side와 비교하여 Chx10+ 세포는 약 157%, Gata3+ 세포

는 약 140% 증가했다 (Fig. 9A, B). 놀랍게도, RNF220와 ZC4H2가 

Nkx6.1와 함께 과발현되었을 때, Chx10+ V2a-INs과 Gata3+ 

V2b-INs은 control side와 비교하여 각각 약 198%와 약 178% 증가

했다 (Fig. 9A, B). 이 결과들을 볼 때, RNF220가 ZC4H2와 Nkx6.1

와 함께 작용하여 p2와 V2-IN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각 ZC4H2 또는 RNF220와의 상호작용이 감소하

며 (Fig. 4B, S-Fig. 3B) Dbx2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Fig. 4C, S-Fig. 3C) RNF220ΔN과 ZC4H2의 V63L과 

R198Q 돌연변이가 V2-IN의 생성에 작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았다. 

Fig. 8A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chick 신경관에 Nkx6.1과 함께 

RNF220와 ZC4H2를 공동발현했을 때는 Nkx6.1만 발현했을 때와 비교

하여 Chx10+ V2a-INs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Nkx6.1과 함께 

Rnf220ΔN과 ZC4H2를 발현했을 때는 Nkx6.1만 발현했을 때와 비교

하여 V2a-INs 생성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S-Fig. 6). 이와 

유사하게, Nkx6.1과 함께 RNF220과 ZC4H2의 V63L 또는 R198Q 돌

연변이를 발현했을 때에도 V2a-INs 생성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S-Fig. 6). 



Figure 8. RNF220 and ZC4H2 are required for generation of 

V2-INs. 

(A) In ovo electroporation of sh-control, sh-Zc4h2, sh-Rnf220 

or sh-Rnf220+sh-Zc4h2 with GFP was performed at HH13, 

followed by immunostaining analyses with indicated 

antibodies for chick embryos. +, electroporated side. 

(B) Quantification of Chx10+, Gata3+ or Hb9+ neurons in the 

electroporated side (+) relative to those in the 

unelectroporated side (−). Values are means ± s.d. * 

p<0.05, *** p<0.001; ns, not significant.



Figure 9. Ectopic induction of V2-INs by coexpression of 

RNF220 and ZC4H2 together with Nkx6.1.

(A) Immunostaining analyses with indicated antibodies (Chx10, 

Gata3, Hb9, Myc) for chick embryos electroporated (+ side) 

with Myc-Nkx6.1+LacZ, Myc-Nkx6.1+Zc4h2, Myc-Nkx6.1 

+Rnf220 and Myc-Nkx6.1+Rnf220+Zc4h2.

(B) Quantification of Chx10+ or Gata3+ neurons in the 

electroporated side (+) relative to those in the 

unelectroporated side (−) of chick neural tube. Values are 

means ± s.d. ** p<0.01, *** p<0.001.



Ⅳ. 고찰 및 결론

신경관에서의 ventral patterning은 Shh와 같은 세포 외부의 신호전

달 분자와 neural progenitor cell의 여러 타입에 의해 발현되는 전사인

자의 영향을 받는다. 발달 과정에서 neural progenitor가 특정 뉴런으로 

분화되면서, 주요한 조절 단백질들이 de novo expression뿐만 아니라 

잘못 발현된 단백질들의 선택적 제거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된

다. 유전자 조절의 수준에서 신경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자적 기전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배아 발달에서 유비퀴틴/프로테아좀 경로

를 통한 단백질 분해에 의한 단백질 양의 조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Saritas-Yildirim and Silva, 2014). 본 연구에서는, RNF220가 Dbx, 

Irx3, FoxN4와 Nkx 단백질들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ventral 

progenitor domains의 패터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Fig. 10). 첫 번째로, RNF220와 ZC4H2는 척수에서 ventral 

progenitor domain에서 발현되며 (Fig. 1), 서로의 단백질 수준을 조절

한다 (Fig. 2). 두 번째로, 마우스에서 Rnf220의 결실은 비정상적인 

ventral progenitor의 형성을 일으켜서, p2 progenitor domain이 거의 

사라지고, p1과 pMN progenitor domain이 감소하고, p0 도메인과 p3 

도메인이 확장되어 (Fig. 6, 10), 결국 V2-IN이 거의 사라지고, MN과 

V1-IN이 감소하고 V0-IN과 V3-IN이 증가하게 된다 (Fig. 7, 10). 

RNF220/ZC4H3가 Irx3, FoxN4, Nkx6.1의 단백질 수준을 조절하기 

때문에 Rnf220 mutant 배아에서 p2 도메인과 V2-INs가 없어지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chick electroporation에서는, RNF220와 ZC4H2를 

동시에 knockdown했을 때 V2-IN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MN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7). chick에서 MN의 감소가 

보이지 않은 것은 RNF220와 ZC4H2의 knockdown 효율이 낮아서인 

것으로 생각 된다 (S-Flg. 4). 흥미롭게도, RNF220와 ZC4H2는 

Nkx6.1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V2-INs을 유도하였다. 척수에서 Nkx6.1

을 RNF220와 ZC4H2와 함께 과발현시켰을 때는 Chx10+ V2-INs과 

Gata3+ V2-INs이 증가하였고, RNF220와 ZC4H2를 knockdown했을 

때는 V2-INs이 감소하였다 (Fig. 7). 마지막으로, RNF220와 ZC4H2

는 Dbx 및 다른 단백질들의 유비퀴틴화와 프로테아좀에 의한 분해를 매

개했고, 이는 ventral progenitor domain의 경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

로 생각된다 (Fig. 3, S-Fig. 2). 본 연구 결과들은 RNF220와 ZC4H2

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웃한 세포 집단의 패터닝에 관여하는 특정 전

사인자들을 분해함으로써 ventral progenitor domain의 경계를 적절하

게 형성하기 위해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 유비퀴틴/프로테아좀 경로는 신경 전구세포 유지

와 신경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ubiquitin ligase 

mLin41은 신경 전구세포에서 발현되며 Shc SH2-binding protein 1 

(SHCBP1)에 직접 결합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FGF 신호전달을 

촉진한다 (Chen et al., 2012). ubiquitin ligase는 또한 하위 신호전달 

유도를 위해서 타겟 단백질에 유비퀴틴을 결합시켜 여러 신호전달 경로

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Mind bomb-1 (Mib1)

은 delta를 유비퀴틴화하여 내재화를 촉진해서 Notch 신호전달을 활성

화시키는 E3 ubiquitin ligase이며, Mib은 타겟 단백질의 분해가 아닌 

단백질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toh et al., 2003). Mib에 의한 

delta-notch 신호전달의 조절은 또한 신경발생과 아교발생과 관련이 있

다 Kang et al., 2013). 마우스에서 Mib1이 결실되면 Notch 



phenotype과 유사하게 척수 전구세포가 없어지고, 신경 분화가 지연되

면 V2-IN의 선별화에 결함이 생긴다 (Kang et al., 2013). 본 연구에

서는 신경 전구세포 운명 결정에서 단백질 분해 경로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했으며, 이는 배아 발달에서 유비퀴틴/프로테아좀 경로의 역할을 확

장시킨다. 

사람에서 ZC4H2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X연관 신경발달성 장애인 

WS/AMC/MCS가 생길 수 있다. 남성에서는 근약화, 관절구축, 운동신경 

발달 지연, 발작 및 다른 중추신경계 비정상과 같은 여러 증상과 함께 

심각한 지적 장애가 수반된다 (Hirata et al., 2013; May et al., 

2015). 대부분의 ZC4H2의 돌연변이는 불활성화된 X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에서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Hirata et al., 

2013). 하지만, ZC4H2에 heterozygous mutation을 갖는 일부 여성에

서는 약한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Hirata et al., 2013), 최근에 보고

된 바에 따르면 ZC4H2 결손을 갖는 여성이 심각한 신경발달을 결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Zanzottera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밝힌 

spinal progenitor domain의 선별화에 관여하는 RNF220과 ZC4H2의 

협동 작용은 WS/AMC/MCS의 적어도 일부 증상에 대한 병인을 알아내

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WS/AMC/MCS 환자에서 보이는 운

동신경 발달의 지연과 근 약화는 V2-INs과 MNs의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INs의 변화에 의한 운동회로의 결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WS/AMC/MCS는 X연관 열성 장애이기 때문에 주로 

남성에서 발병하지만, 본 연구에서 Rnf220-/- 배아의 척수 표현형에서

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지 못했다. Rnf220-/- 마우스는 태어난 직후

에 죽었지만, Rnf220+/- 마우스는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나 운동능력 저



하 등의 어떠한 표현형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에서의 RNF220 

heterozygous mutation은 증상이 없는 반면에 RNF220 homozygous 

mutation은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RNF220에서의 돌연변이가 

WS/AMC/MCS를 일으킨다고 보고된 것은 아직 없다. 하지만, 

WS/AMC/MCS는 아직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WS/AMC/MCS 환자들이 ZC4H2에서만 돌연변이를 나타내고 RNF220

의 돌연변이를 갖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AMC 환자들에서 밝혀진 ZC4H2의 점 돌연변이들 중에

서, V63L, R198Q, P201S는 일차배양 해마 신경세포에서 시냅스의 수

와 밀도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졌다 (Hirata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는 V63L과 R198Q 돌연변이가 RNF220를 안정화시키는 능력과 Dbx2

를 분해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S-Fig.3), 따라서 

ZC4H2에서의 V63와 R198 잔기가 p2 progenitor domain의 형성과 

V2-IN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ZC4H2가 해마 

신경세포에서 시냅스 형성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RNF220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RNF220가 ZC4H2와 함께 작용하여 

Dbx1/2와 Nkx2.2를 포함하여 여러 전사인자들을 타겟함으로써 

ventral progenitor domain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E3 유비퀴틴 연결효소가 progenitor 

domain의 선별화에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여러 신경발달성 

장애를 치료하는 새로운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세포 치료에 있어서는 줄

기세포를 특정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0. Working model.

(A) Summary describing the change of expression pattern of 

class I and II transcription factors in the spinal cord of 

Rnf220-/- embryo compared to that in wild type mouse 

spinal cord. No sexual dimorphism was observed with 

Rnf220-null embryos (data not shown). 

(B) RNF220 together with ZC4H2 represses or limits the 

boundaries of the ventral spinal neuronal cell identities 

through protein degradation such as Dbx1/2 and Nkx2.2. 

The absence of Rnf220 causes irregular induction or 



stabilization of Dbx1/2 and Nkx2.2 transcription factors, 

which results in abnormal progenitor domain formation in 

Rnf220-/- embryos. 



Supplementary Figure 1. Expression of Rnf220 and Zc4h2 in 
the lateral motor column (LMC) of spinal cord at E12.5. (A) 
IHC with anti-Rnf220 and anti-Hb9 antibodies shows enriched 
expression of Rnf220 in the lateral motor column (LMC) area 
at the brachial level (yellow bracket) but not at the thoracic 
level. Rnf220 is also expressed in some dorsal interneurons as 
well as in the proliferating progenitor cells in the ventricular 
zone. (B) Zc4h2 shows similar expression pattern to that of 
Rnf220.  



Supplementary Figure 2. Dbx1, NKX2.2, IRX3, NKX6.1 and 
FOXN4 are degraded by RNF220 in the presence of ZC4H2. 
The protein levels of Dbx1, NKX2.2, IRX3, NKX6.1 and 
FOXN4 were reduced in the presence of RNF220 in a 
dose-dependent manner but the levels of NKX6.2, MASH1, 
OLIG2 and NGN2 were not reduced by the presence of 
RNF220/ZC4H2. 



Supplementary Figure 3. ZC4H2 point mutants lose the ability 
to stabilize RNF220 and to degrade Dbx2 protein. (A) ZC4H2 
V63L and R198Q mutants found in WRWF patients failed to 
stabilize RNF220 proteins, while ZC4H2 WT increased the 
protein level of RNF220. (B) ZC4H2 R198Q mutant lost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RNF220 compared to the WT ZC4H2 
(C) ZC4H2 V63L and R198Q mutants were less effective in 
degrading Dbx2 protein compared to the WT ZC4H2 in the 
presence of RNF220. 



Supplementary Figure 4. Reduced expression of Rnf220, Zc4h2 
and Nkx6.1 in chick neural tube electroporated with 
sh-Rnf220 and sh-Zc4h2. GFP expression indicates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poration. In the knockdown constructs 
electroporated side (+), Zc4h2 and Rnf220 level was reduced 
and Nkx6.1 expression was also reduced marginally. 

Supplementary Figure 5. Expression of Rnf220 alone is not 
sufficient to direct p2 and V2-IN fates. Ectopic expression of 
Rnf220 alone results in marginal increase of Nkx6.1+ and 
Olig2+ progenitor cells and a little increase in Chx10+ and 
Hb9+ cells in the electroporated side compared to the 
unelectroporated control side



Supplementary Figure 6. RNF220 mt (ΔN) and Zc4h2 mt (V63L, 
R198Q) lost the ability to promote Nkx6.1 to induce ectopic 
Chx10 in chick neural tube. (A) Immunostaining analyses with 
Chx10 and Myc antibodies for chick embryos electroporated (+ 
side) with Myc-Nkx6.1+LacZ, Myc-Nkx6.1+Rnf220+Zc4h2, 
Myc-Nkx6.1+Rnf220-ΔN+Zc4h2, Myc-Nkx6.1+Rnf220+Zc4h2 
-V63L or R198Q. (B) Quantification of Chx10+ neurons in the 
electroporated side (+) relative to those in the unelectroporated 
side (−) of chick neural tube. Values are means ± s.d. *** 
p<0.001, ‘ns’ indicate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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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Rnf220 in specifying 

spinal progenitor domains

Jum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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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early embryonic development of the spinal cord, graded 

sonic hedgehog signaling establishes distinct ventral progenitor 

domains by regulating the spatiotemporal expression of 

fate-specifying transcription factors. However, regulation of their 

protein stability remains incompletely understood. 

Here, we show that RNF220, an E3 ubiquitin ligase, plays 

critical roles in generation of the ventral progenitor domains,  

which produce ventral interneurons and motor neurons, by 

targeting key transcription factors Dbx1/2 and Nkx2.2 for 

degradation. Surprisingly, RNF220 interacts with and is 

coexpressed with a zinc finger protein ZC4H2, and RNF220 and 



ZC4H2 cooperate to degrade Dbx1/2 and Nkx2.2. ΔN and 

ΔNΔR of RNF220 showed no interaction with ZC4H2 and lost 

the ability to degrade Dbx2. Out of several point mutations in 

ZC4H2 that have been found in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patients, V63L and R198Q mutants were inefficient in 

facilitating the degradation of Dbx2 by RNF220. To define the 

role of Rnf220 in spinal neuronal development, we generated 

knockout mouse of Rnf220 using CRISPR/Cas9 system. 

RNF220-null mice show disorganized ventral progenitor domains, 

including loss of p2. Knock-down of RNF220 and ZC4H2 in the 

developing chick spinal cord also down-regulates expression of 

the V2-interneuonal markers, Chx10 and Gata3. Coexpression of 

RNF220 and ZC4H2 further promotes the ability of Nkx6.1 to 

induce ectopic Chx10+ V2a-INs and Gata3+ V2b-INs. However, 

하지만, RNF220ΔN or V63L and R198Q mutants of ZC4H2 failed 

to facilitate the activity of Nkx6.1 in inducing Chx10 or Gata3 

expression.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RNF220 

cooperates with ZC4H2 to establish proper ventral progenitor 

domains within the developing spinal cord. 

Our results uncover a novel regulatory pathway in establishing 

distinct progenitor domains through modulating the protein 

stability of fate-specifying transcription factors. Mutations in 

ZC4H2 cause human syndromes characterized by many deficits 

including delayed motor development. Our results also suggest 



critical insights into the molecular mechanism by which ZC4H2 

mutations lead to this debilitating syndrome. 

Key words: ventral spinal cord, RNF220, ZC4H2, p2 domain, V2 

interneuron, ubiquit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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