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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 배경: 인간 게놈은 다양한 내인성 및 외인성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상

을 입으며 다양한 DNA 복구 기전으로 손상된 DNA를 복원하여 게놈 무결성을 유

지한다. DNA 이중 가닥 파손은 주로 비상동성 재조합 및 상동 재조합에 의해 복구

되며, 이 중 비상동성 재조합이 세포 주기에 관계 없이 작동한다. DNA-의존성 단

백질 인산화 효소는 비상동성 재조합을 주관하는 주요 효소이다. DNA-의존성 단백

질 인산화 효소의 촉매 소단위는 DNA 손상이 발생하면 여러 부위에서 인산화가

일어나며, 인산화는 효소 활성 조절과 DNA 말단 처리에 관여한다. cAMP 신호 전

달계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다양한 신호에 의한 활성화되며, 세포 증식

과 사멸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체 기능을 조절한다. 저자는 cAMP 신호 전달계가

DNA 이중 가닥 파손 복구조절에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이 연구

는 감마선 조사로 인해 발생한 DNA 손상의 복구에 cAMP 신호 전달계가 미치는

영향과 그 분자 기전을 밝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 방법: cAMP 신호 전달계는 암 세포주에 항시 활성형 Gαs 돌연변이를 과발

하거나 isoproterenol 또는 prostagladin E2를 처리함으로써 활성화시켰다. DNA 손

상은 공초점 현미경으로 중성 단일 세포 젤 전기 이동법 또는 γ-H2AX 초점을 분

석하여 평가하였다. 비상동성 재조합은 형광 리포터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여 유세포

분석으로 정량하고 XRCC4 및 DNA-Ligase IV 모집은 면역 형광 현미경으로 정량

하였다. 또한, DNA-PKcs 와 ATM 인산화는 웨스턴 블랏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cAMP 신호 전달계를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주에서 isoproterenol 및

prostagladin E2 처리하거나 Gαs 발현으로 활성화하면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

손상 복구를 지연시켰다. 또한, Gαs 발현은 I-SceI 핵산 분해효소로 발생한 이중 가

닥 파손 복구를 지연시켰다. Prostagladin E2로 처리라면 비상동성 재조합의 주요소

인 DNA-Ligase IV, XRCC4 의 모집을 지연시켰다.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

는 방사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트레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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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인산화를 감소시켰지만 세린 2056 인산화는 증가시켰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의 억제는 세린 2056 인산화 및 트레오닌 2609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

과를 감소시켰다. ATM 또는 단백질 인산 가수분해효소 2A의 억제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를 저해하였다. Isoproterenol 및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악성 흑색종 세포주

(SK-MEL-2 그리고 SK-MEL-28), 자궁 경부암 세포주 (HeLa 그리고 SiHa) 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γ-H2AX를 감소시켰고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주 (A549 그

리고 H1299) 에서는 증가시켰다. 또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SK-MEL

-28, HeLa 세포주에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증가시켰고 A549 세포주에서는 감소시켰으며, SK-MEL- 28, HeLa 세포주에서는

DNA-Ligase IV, XRCC4 모집을 증가시켰고 A549 세포주에서는 감소시켰다.

결론: cAMP　신호 전달계는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주에서 단백질 인산 가수분해

효소 2A-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

화 및 DNA-Ligase IV, XRCC4 모집을 조절하여 비상동성 재조합을 지연시키며 암

세포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통하여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

소의 인산화 및 DNA-Ligase IV, XRCC4 모집을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비상동성 재

조합을 다르게 조절하였다. 이 연구는 cAMP 신호 전달계의 활성을 조절하여 방사

선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DNA 손상을 세포 또는 조직 종류에 따라 특이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개선하려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단어 : cAMP,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이중 가닥 파손, 비상동성 재조합,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요소, 감마선

학번 : 2014-3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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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포는 신호전달물질에 의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부

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생리적 현상을 조절한다. 이들 중, cyclic AMP (3’,

5’-고리모양 아데노신 1인산, cAMP) 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의한 자극에 따

라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에 의해 형성되고 인산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분해

되는 두번째 메신저이다. cAMP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exchange protein

activated by cAMP, 고리형 뉴클레오타이드 개폐 통로에 의해 활성화되어 다양한

대사 및 유전자 발현 및 분화, 증식, 세포 사멸 등 세포 내의 반응에 관여한다.

DNA는 다양한 내인적 요소 및 외인적 요소로 인하여 DNA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며, 세포 복구 시스템에 의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으면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및 세포 사멸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잘못 복구된 DNA는 암 및 신경 질환과 같

은 수많은 질병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장 심각한 DNA 손상은 이중 가닥 파손이

며, 주로 비상동성 재조합 및 상동 재조합에 의하여 복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AMP 신호 전달계가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이중 가닥 파손 및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 미치는 분자 기전을 밝히는데 기여 하고자 하며, 또한, 여

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의 특이적 조절을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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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MP의 신호전달계

1.1. cAMP의 생성과 분해

cAMP는 이차 전령으로 아데노신삼인산으로부터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에 의해

생성되고 인산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신호전달물질이다. 생성된

cAMP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데, 이는 cAMP에 의해 활성화된 인산화

효소 A가 cAMP 반응요소 결합 단백질을 인산화하고 이것이 cAMP 반응요소를 인

식하고 결합하여 전사를 촉진한다.

1.2. cAMP의 신호 전달계에 작용하는 신호물질

1.2.1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단백질 인산화 요소 A는 분자량이 170 kDa 이며, 사량체 복합체 형태로 2개의

촉매 소단위와 2개의 조절 소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cAMP가 조절 소단위에 결합하

면 촉매 소단위를 유리하여 효소 활성을 나타나게 한다. 조절 소단위에는 cAMP 결

합 부위로 A, B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α, β 동형단백질로 존재한다. 촉매 소단위는

번역 후 변형에 의해 α, β, ¡ 동형단백질로 나뉘고 아데노신삼인산의 인산기를 표

적 기질에 있는 세린/트레오닌 잔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1). 단백질 인산화 효

소 A 소단위의 동형단백질들은 조직마다 발현되지만 세포 유형별에 따라 다른 복

합체를 구성한다. 인산화 효소 A는 cAMP 반응요소 결합 단백질의 세린 133 부위

를 인산화하고 그로 인하여 전사인자ⅡB와 결합할 수 있는 CREB-결합 단백질과의

결합을 증가시켜 전사 활성을 유도한다. cAMP 반응요소 결합 단백질의 분자량은

43kDa이며, cAMP 반응요소에 결합하는 전사인자이다. cAMP 반응요소에는 8bp 회

문구조 (TGACGTCA) 로 이루어져 있으며, ATF-1, CREM, c-Jun 을 포함하는

bZIP family에 속하며 류신 지퍼 영역을 통하여 호모, 헤테로 다이머를 형성하고

회문구조인 cAMP 반응요소에 결합하여 세포 내의 여러 가지 반응을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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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change Proteins directly Activated by cAMP (EPAC)

EPAC은 small G 단백질인 Rap1의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교환 인자로 처음 알

려진 분자로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처럼 regulatory cAMP-결합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이 있는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교환 인자 도메인을 감싸고 있어 효과

기들과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cAMP가 EPAC에 결합하면 구조적인 변화

로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교환 인자가 밖으로 노출되어 효과기와 결합하게 된다

(2).

1.2.3. 고리형 뉴클레오타이드 개폐 통로

고리형 뉴클레오타이드 개폐 통로는 망막 수용체와 후각 감각 신경 세포에서 처

음 발견된 비특이적 양이온 이온 통로로 고리형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에 의하여

이온 통로가 개방된다. 고리형 뉴클레오타이드 개폐 통로의 활성은 전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전압 개폐 통로 계열과 유사하다. 고리형 뉴클레오타이드 개폐

통로는 서로 다른 소단위로 구성된 이질 사합체이며 A 소단위는 4개의 동형단백질

이 존재하고 B 소단위는 2 개의 동형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복합체의 구성에

따라 이온 통로의 기능이 결정된다. 고리형 뉴클레오타이드 개폐 통로의 활성은

Ca2+/calnodulin 인산화에 의하여 조절된다 (3).

1.3. cAMP의 신호 전달계의 기능

세포 내 생리작용에서 cAMP 신호 전달계는 중요한 역할은 한다. 근육이나 간의

수용체에 에피네프린이 결합하게 되면 cAMP의 농도 증가로 인하여 글리코겐 분해

를 촉진하며 지방세포에서의 cAMP의 농도 증가는 triglyceride 가수 분해가 증가한

다. 또한, 심장근육에서는 혈압을 높여주며, 신장의 수용체에 vasopressin 이 결합하

면 cAMP의 농도 증가로 수분 재흡수가 활발히 일어나고 부갑상선 호르몬으로 뼈

에서 cAMP 농도가 증가하면 칼슘 흡수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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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 손상

2.1. DNA 손상의 종류

DNA 손상은 크게 내인성 및 외인성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내인

성 DNA 손상의 대부분은 가수 분해에 관여하는 화학적 활성 DNA 및 세포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과 활성 산소종과의 산화 반응, DNA 복제 과정 오류 등에

의해 발생한다. 반면에 외인성 DNA 손상은 환경적, 물리적, 화학적 작용제를 통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외선 및 이온화 방사선, 알킬화제, 가교제가 있다.

2.2. DNA 손상이 초래하는 효과

세포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에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손상이 발

생하는 경우, 세포 내에서는 DNA 복구 및 세포 주기 정리, 체크 포인트 활성화, 세

포 분열 억제 등 다양한 반응이 발생한다. 손상된 DNA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는

다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노쇠과정 발생 및 세포자살을 통하여 사

멸하게 되고 손상된 DNA로부터 변형된 단백질 생성으로 세포 기능이 변할 수 있

으며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통제되지 않는 세포 분열로 인하여 암이 발생할 수 있

다.

3. DNA 복구

3.1 단일 가닥 파손 복구

DNA 이중 가닥 중 한 가닥에만 절단이 생겨, 나머지 정상 가닥을 사용하여 절단

된 가닥의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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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염기 절단 복구

DNA 한쪽 가닥에 탈아미노 반응으로 생기는 산물을 DNA 글리코실 가수분해효

소가 인식하고 잘못 배치된 염기를 제거한다. 그로 인해 염기가 없는 탈퓨린 혹은

탈피리미딘 부위가 되며, 탈퓨린 혹은 탈피리미딘 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가 이 부위

를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DNA 중합효소는 5’ → 3’ 핵산외부가수분해효소 활성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여 새로운 가닥으로 연결한다.

3.1.2 미스매치 복구

DNA 복제 및 재조합 과정 중 아데노신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결합이 잘

못되었을 경우, 이를 인식하고 복구하는 과정이다. 진핵세포의 경우, MSH2를 포함

한 단백질이 인식하고 MLH1을 포함한 단백질들이 절제한다. 그 후, DNA 중합효

소 d가 제대로 된 염기를 삽입한다. 원핵세포에서는 MutH, MutL, MutS 단백질들

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 새롭게 합성된 가닥에는 메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메틸화

가 되어있는 DNA 주형과 구분하게 된다.

3.1.3 뉴클레오타이드 절단 복구

자외선 및 화학적 부가물에 의해 형성된 티민 이량체와 같은 변형된 DNA를 복

구하는데 사용된다. 염기 전달 복구와는 다르게 손상된 부분의 앞, 뒤로 뉴클레오타

이드 12-24개를 제거되며, DNA 중합 효소가 이 부위를 새로운 DNA 가닥으로 채

워넣는다.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복구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유전병으로 색소건

피증, 코카인 증후군이 있다.

3.2. 직접복구

염기나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거하지 않고 DNA 손상을 복구시키는 과정으로 상보

적인 DNA 가닥을 필요하지 않는다. 알킬 전달 효소 등에 의해 손상된 부분에 직접

정확한 염기로 전환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광재활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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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중 가닥 파손 복구

감마선 혹은 화학 시약 같은 강한 자극으로 발생한 DNA 이중 가닥 파손은 다른

DNA 이중 가닥의 파손부와의 연결을 통해 유전자 재배열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포에 매우 위험하다. 이중 가닥 파손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은

비상동성 재조합, 마이크로 호몰로지 말단 결합, 상동 재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3.3.1. 비상동성 재조합

비상동성 재조합은 DNA의 이중 가닥 파손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비

상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수선을 위해 상동성을 가진 서열을 주형으로 이용하

는 상동 재조합과는 달리 주형 없이 잘린 끝부분이 그대로 연결 되기 때문이다. 손

실된 서열 정보를 복구하기 위해 상동 DNA 분자를 사용하므로 오류가 없으며, 세

포 주기에서 G2 및 S 후기 단계에서 복구가 일어나는 상동 재조합에 반해, 비상동

성 재조합은 광범위한 서열 상동을 사용하여 복구함으로 전체 세포 주기 동안에서

활성을 나타낸다 (4).

3.3.1.1. 비상동성 재조합 작용기전

고전적인 비상동성 재조합 기전은 1) DNA 손상 : 이중 가닥 파손은 내부적 및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2) 복합체 조립 : Ku는 DNA 말단에 결합한 다음

촉매 소단위를 모집하며, 결합하지 않은 형태에서는 3개의 구조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5). 3) 시냅스 그리고 활성화 : DNA 결합은 두 개의 globular 영역이 서로 접

촉하여 DNA 말단이 존재하는 채널을 생성하도록 형태 변화를 유도한다. DNA-의

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을 활성화하려면 두 복합체의 시냅스가 필요하다 (6).

이 과정을 통하여 활성화는 단백질 간의 접촉에 의해 유도되거나 하나의 복합체에

결합된 DNA가 트랜스에서 인산화 효소 활성을 활성화하는 두 번째 복합체와 상호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 형태에서 DNA 말단은 대부분의 DNA 변형 효소로부터 보

호된다. 4) 자가 인산화는 DNA 말단 처리 조절 : 주요 무리 (2609-2647)에 있는 하

나 이상의 부위에서 발생되는 인산화는 DNA 말단에 복구 인자가 접근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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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형태적 변화를 유도한다. 5) DNA 말단 처리 :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은 artemis 의 핵산 분해효소의 활성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다. 6) 결찰 :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Ku 와 XRCC4/Ligase IV의 상호 작용은 처리된

말단에 대한 결찰을 목표로 한다.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XRCC4 를

시험관 내 및 생체 내에서 쉽게 인산화하지만, XRCC4 의 활동을 변경하지 않으며

수리에 필요하지 않다. 7) 복합체 분리 : Ku-DNA에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분리는 인산화에 의존적이지만 중요한 부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자가 인산화는 복합체 분리에 필요하지

않다. 수리된 DNA에서도 Ku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8) 재순환

: 세포 내 단백질 인산 가수분해효소는 주요 인산화 무리와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수리를 위해 단백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3.3.1.2. Ku

Ku 이종이량체는 73kDa 소단위 (Ku70) 와 86kDa 소단위 (Ku80) 로 구성되며,

높은 친화도로 dsDNA의 말단에 결합하는 이종이량체를 형성한다 (7). 공통적으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vWA (von Willebrand) 도메인, Ku-core region,

Nuclear Localization Seque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Ku70에는 염색질 리모델링에

관여할 수 있는 SAP 도메인 (아미노산 559-609), Ku80에는 DNA-의존적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도메인 (아미노산 720-732) 이 구성되어 있다

(8).

3.3.1.3.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DNA 손상 반응 단백질인 ATM, ATR와 같

은 phosphatidylinositol -3 (PI-3) kinase-like kinase family (PIKK)의 일원으로

Ku에 의해 DNA 손상 부위로 모집이 된다 (9). Ku70/80 과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사이의 상호 작용은 이중 가닥 DNA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DNA-

Ku70/80-DNA-PKcs로 형성된 복합체를 DNA-PK라고 한다 (10). N-terminal

domain에는 반복된 HEAT (Huntingtin-elogation-A–subunit –TOR) 과 PQ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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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 인산화 무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terminal domain에는 PI3 kinase

영역을 포함하여, FAT (FRAP, ATM, TRRAP), FATC (FATC-terminal)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11). DNA-Ku 복합체에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결

합하면, Ku 이종이량체가 이중 가닥 DNA 안쪽으로 이동되고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활성이 일어난다 (12).

3.3.1.4.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화

DNA 이중 가닥 파손 후,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서는 40개 이상의

부위에서 인산화가 발생한다 (13).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인산화는 트레오닌 2609

이다. 인산화 작용은 구조 이동 및 이종이량체 ku70/80 로부터의 분리와 DNA 이중

가닥 말단에서의 분리를 촉진하여 복구 인자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다 (9, 14).

또 다른 특성화된 인산화는 세린 2056 이다 (15). 트레오닌 2609 와는 달리 세린

2056 인산화는 DNA 말단처리를 저해하고 DNA 말단의 결찰을 촉진한다 (15). 또

한, 3개의 인산화 부위가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레오닌 3950은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멈

추는 역할을(16), 세린 56과 72의 인산화도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

을 저해하지만, 조절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져있지 않다 (17).

3.3.1.5. XRCC4 / DNA-Ligase IV complex

XRCC4는 DNA-Ligase IV와 복합체로 존재하며, 비상동성 재조합의 결찰 단계에

필수적인 단백질이며, 결찰 이전에 정렬 또는 틈 채우기에 관여할 수 도 있다 (18).

또한, DNA, DNA-PKcs, Ku, DNA 중합효소 μ 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DNA-Ligase IV를 DNA에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19). DNA-Ligase IV는 아데노

신 삼인산에 의존적인 DNA 리가아제이며, 아미노-말단 촉매 영역과 카르복시-말

단 BRCT 영역을 가지고 있다. DNA-Ligase IV와 XRCC4의 상호작용은 리가아제

활성을 자극한다 (20). XRCC4 의 결핍은 인간에서 발달 억제 및 면역 결핍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 DNA-Ligase IV의 결실도 대량의 신경 세포 사멸로

인해 배아 발생 중에 사망을 초래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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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마이크로 호몰로지 말단 결합

DNA 이중 가닥 파손을 복구하는 경로 중 하나이며, alternative-비상동성 재조합

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른 복구 메커니즘과 달리 파손된 가닥을 정렬하기 위해 미

세 상동 서열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 많은 삭제 및 삽입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고전적인 비상동성 재조합과는 독

립적이며, Ku,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또는 Ligase IV와 같은 비상동성

재조합 핵심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22). 이중 가닥 복구는 MRE11 핵산 분해효

소가 결합하여 뉴클레오타이드를 절제하여 단일 가닥 돌출부를 남김으로부터 시작

된다 (23). 초기 과정에서 poly (ADP-ribose) polymerase 1 (PARP1) 이 작용하고

마이크로 호몰로지가 상보적인 결합을 (종종5~25개 염기 쌍)하게 된다. 이 때, 중합

효소 DNA 중합 효소 쎄타의 나선효소 도메인은 ATP-의존적 단일 가닥 어닐링 활

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 호몰로지 어닐링을 촉진할 수 있다 (24). 상보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고 DNA 가닥은 Fen1과 같은 핵산 분해효소로 제거 되고 DNA

말단은 XRCC1-Ligase 3 에 의해 연결된다 (25).

3.3.3. 상동 재조합

상동 재조합은 유사한 서열의 DNA 사이에 교환되는 과정으로 DNA 이중 가닥에

서 발생하는 파손을 정확하게 복구하는 과정이다 (26). 상동 재조합은 세포가 유사

분열(M기)에 들어가기 전인 S 및 G2 단계에서 자매염색체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복

구에 이용한다. 이중 가닥 파손이 발생되면, MRN 복합체 (MRE11, RAD50, NBS1)

는 양 쪽 DNA에 결 합한다. 그 후, 5’ 끝 주위의 DNA가 전달되고 가닥이 침입하

고 다음으로 파손되어 돌출된 DNA 3’ 말단이 파손되지 않은 동일한 DNA에 침입

한다. 이 때, 단일 가닥 DNA에 대한 친화성이 높은 RPA 단백질이 결합하며,

BRCA2 및 RAD54 와 같은 여러 단백질의 도움으로 Rad51 단백질은 단일 가닥

DNA와 필라멘트를 형성한다 (27). 이 핵단백질 필라멘트는 3’ 말단과 유사한 서열

을 찾아 침입한다. 그 후, 복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1) 이중 가닥 파손물 수리

(혹은 이중 홀리데이 접합이라고도 부른다.) 2) 합성-의존적 가닥 어닐링으로 나눈

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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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이중 가닥 파손물 수리 경로

3’ 말단과 상동염색체 사이에 홀리데이 접합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중 홀

리데이 접합은 하나의 DNA 가닥만 파손하는 제한 핵산 내부분해효소에 의해 재조

합 산물로 변한다. 이중 가닥 파손물 수리 경로에서 염색체 교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홀리데이 접합이 어떻게 파손되는지 또는 분해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염색

체 교차는 하나의 홀리데이 접합이 교차 가닥에서 파손되고 다른 홀리데이 접합이

비교차 가닥에서 파손되는 경우 또는 두 개의 홀리데이 접합부가 교차 가닥에서 파

손되면 교차하지 않는 염색체가 생성된다.

3.3.3.2. 합성-의존적 가닥 어닐링 경로

합성-의존적 가닥 어닐링 경로는 침입한 3’ 가닥은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수용자

DNA 이중체에 따라 확장되고, 기증자와 수용자 DNA 분자 사이의 홀리데이 접합

부가 분지점 이동이라는 과정에서 방출된다. 침입 가닥의 새로 합성된 3’ 가닥은 보

완적인 염기 쌍을 통해 손상된 염색체의 다른 3’ 가닥에 어닐링 할 수 있다. 그 후,

작은 DNA flap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제거되고 남아있는 단일 가닥의 갭을 밀봉함

으로 끝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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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다양한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에너지

대사, 유전자 발현 및 증식을 포함한 수많은 생리적 현상을 조절한다. 또한, cAMP

신호 전달계는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cAMP 신

호 전달계의 역할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암세포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 손상 복구를 조절

하는 분자 기전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1. cAMP 신호 전달계가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 손상을

조절하는지 조사한다.

2. cAMP 신호 전달계가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조절하는 분자 기전을 조사한다.

3. 여러 암 세포주에 따라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조절

하기 위한 cAMP 신호 전달계가 미치는 영향과 대한 효과와 그 분자 기전을 조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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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1. 세포주와 시약

1. 1. 세포주

사람 악성 흑색종 세포주 (SK-MEL-28, SK-MEL-2), 자궁 경부암 세포주

(HeLa), 비소세포폐암 세포주는 (A549, NCI-H1299) 한국세포주은행 (서울)에서 구

입하였고, 자궁 경부암 SiHa 세포주는 윤홍덕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께 얻었다.

모든 세포주는 100 mm dish 에 10 % Fetal bovine serum (FBS) 와 100 unit/ml

penicillin, streptomycin 를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a (DMEM),

RPMI,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세포는

5% CO2 존재하고 37℃가 유지되는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계대 배양은 100

mm dish 표면적의 90%가 되었을 때 실시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세포가 80 % 정도

자랐을 때 수행하였다. 세포주 배양을 위한 DMEM, RPMI, MEM, FBS, trypsin,

penicillin, streptomycin 은 Welgene 사 (서울, 한국)로부터 구입하였고,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는 Sigma 사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

하였다.

1. 2. 시 약

실험에 사용한 시약 중, Isoproterenol, H-89, dimethylsulfoxide (DMSO), 4′,6′

-diamidino-2-phenylindole (DAPI), neocarzinostatin (NCS) 는 Sigma 사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고, prostaglandin E2 (PGE2) 는 Cayman Chemical 사

(Ann Arbor, MI, USA), N6-phenyladenosine-3′,5′-cyclic monophosphate

(6-phe-cAMP)는 Biological Life Science Institute 사 (Bremem, Germany),

KU55933 은 Selleckchem 사 (Houston, TX, USA) 그리고 NU7441, 오카다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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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ris Bioscience 사 (Britol, UK), Bovine serum albumin (BSA)은 Santa Cruz

Biotechnology 사 (Dallas, TX,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Expression construct 와 Transient transfection

2. 1. Expression construct

Gαs 의 long form 의 항시활성형 돌연변이EE-tagged GαsQ227L construct 를 발

현시키기 위해 vector 는 pcDNA3.1+를 사용하였고, Missouri S&T cDNA Resource

Center 로부터 얻었다. Dominant negative mutant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는 미국

Washington 대학교의 G. Stanley McKnight 박사로부터 얻었고, 녹색 형광 단백질

이 tag 되어있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촉매 소단위는 (GPKA) 미국 Iowa 대학교

의 Steven H Green 박사로부터 제공받았다. 비상동성 재조합 리포터 플라스미드는

미국 Rochester 대학교의 Vera Gorbunova 박사로부터 얻었으며, pDsRed-N1 은

서울대학교 이미옥 교수로부터 제공받았다. ATM 및 PP2A B56δ에 대한 siRNA

및 control siRNA는 Santa Cruz Biotechonology 사 (Dallas, TX, USA)로부터 구입

하였으며,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의 short hairpin RNA (shRNA)와 control 인

scrambled shRNA는 Sigma Aldrich 사 (St. Louis, MO)로부터 구입하였다.

2. 2. Transient transfection

세포주 세포가 dish 에서 80%정도 자랐을 때, construct 의 발현을 위해

Lipofectamine 3000 (Invitrogen, CA, USA)을 사용하여 transfection 을 수행하였다.

Free serum media 에 construct 와 Lipofectamin 3000 을 각각 넣어 두 개의 혼합액

을 약하게 vortex 시키며 혼합액을 한 방울씩 섞어 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켜

Lipo-complex 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FBS가 첨가된 배지와 혼합한 뒤, dish 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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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7℃, 5% CO2 가 유지되는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그 후, 실험 조건에 따라

0.5~120 시간이 지나면 분석하였다.

3. 웨스턴 블랏

3. 1. 세포균질액의 제조

세포가 dish 에서 80 % confluent 하게 자라면, 배양액을 흡입한 다음, DPBS 로

2회 세척한 후, 세포 용해 용액 (150 mM NaCl, 50mM Tris-HCl, pH8.0, 0.5%

NaDoc, 1% NP-40, 0.1% SDS, protease inhibitor (Protease Inhibitor Cocktail

(PIC, Roche, Germany), 1mM Phenylmetylsulfonyl floride (PMSF), 1mM NaF,

1mM Na3VO4)을 dish 에 첨가하여 cell scraper 로 cell lysate 를 긁어 모아 1.5 ml

micro centrifuge tube 에 옮겨 30 분 동안 얼음에 보관 후, 15,000rpm, 4℃, 10 분간

원심 분리를 한다.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겨 BicinChoninic Acid (BCA)

method 로 결정한다. 균질된 시료를 1 μl 취하고 증류수를 가해서 최종 부피가 10 μ

l 가 되게 한 다음 solution C (solution A, B 를 50:1 로 섞은 혼합액) 200 μl 을 첨가

한 후 37 ℃에서 30 분간 방치한 다음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단백질

표준 용액으로는 2.0 mg/ml Bovine serum albumin (BSA) 를 사용하였다.

3. 2.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전기 영동법

전기 영동은 Stacking gel 은 5 % (0.125 M Tris-Cl, pH 6.8, 0.1 % SDS, 2 %

acrylamide mix (acrylamide 29 : bisacrylamide 1 혼합액))와 Separating gel 은 6%

부터 15% (0.375 M Tris-Cl, pH 8.8, 0.1 % SDS, 12.5 % acrylamide mix) 까지 사

용하여 시행하였다. Gel 을 굳히는 촉매로는 ammonium persulfate 와 TEMED를

사용하였으며, 전극 완충액으로는 Tris-glycine 완충액 (25 mM Tris, 250 mM

glycine)과 0.1% SDS 를 섞어 사용하였다. Cell lysate 는 5X sample buffe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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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Tris-Cl, pH6.8, 25% glycerol, 2% SDS, 2%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ol blue)와 혼합한 후, 100 ℃에서 5 분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전기영동

은 Biorad 사 (Hercules, CA, USA)인 전기영동 장치를 사용하여 80V에서 20 분

후, 120V 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3. 3. Electrotransfer

전기영동이 끝나면 gel 을 미리 적신 nitrocellulose 막 (Whatman, Germany)에 올

려놓고 Whatman 3MM 여과지 사이에 위치시킨다. 여과지 양 옆에 스폰지를 놓고,

전기이전장치에 nitrocellulose 막이 양극 (+) 쪽으로 가도록 위치한 후, 1 A 로 2 시

간 동안 transfer 를 시행하였다. 그 후, nitrocellulose 막을 ponceau S (Sigma 사)

용액으로 염색한 후 단백질 이전을 확인하고, TBS-T (10mM Tric-Cl, pH 8.0,

0.1% Tween-20)로 세척하였다. 이를 다시 탈지 분유가 5% 포함된 TBS-T 용액에

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하여 옮겨진 단백질을 제외한 부분을 차단하였다.

3. 4. 검출

nitrocellulose 막에 특이적인 항체를 사용하여 4 ℃에서 밤새 흔들면서 반응시켰

다. 사용한 항체들 중 DNA-PKcs, p-CREB (Ser133), α subunit of PKA (PKAα),

PP2A B56δ, ATM, p-ATM (Ser1981) 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에서 구입하였고 p-DNA-PK (Ser2056, Thr2609)는 Abcam 사 (Cambridge,

UK)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b-actin 은 Sigma-Aldrich 사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γ-H2AX (Ser133), cleaved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cleaved caspase-9, and p-PKA substrates 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 후, TBS-T 용액으로 10 분씩 3회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된 anti-rabbit 또는 mouse IgG 를 2차

항체로 사용하여 2 시간 동안 상온에서 흔들면서 반응시켰다. nitrocellulose 막을

다시 TBS-T로 10 분씩 3회 세척하여 ECL 용액 (Thermo scientific, Walthman,

MA, USA)을 사용해 LAS-3000 luminescent image analyzer (Fuji,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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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출하였다. 단백질 발현 분석은 Multi Gauge v2.3 software (Olympus,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밀도를 측정하였다.

4. 중성 단일 세포 젤 전기 이동법

세포가 dish 에서 표면적의 80 % 정도 자라면, 감마선 조사를 한 뒤, Dulbecco’s

Phosphate Buffer saline 으로 2회 세척한 후, trypsin-EDTA 용액으로 세포를 떼어

낸 뒤, LMA agarose 와 혼합하여 슬라이드 유리에 깔아놓았다. 30 분 후, 부착된 세

포는 Trevigen comet assay kit (Cat :4250-050-K, Gaithersburg, MD, USA)의 용

해 용액에 30분 동안 방치해 둔다. 그 다음, 70% 알코올로 세척한 뒤, SYBR Safe

DNA gel stain (Invitroge, CA, USA) 을 통해 염색한 뒤, 공초점 현미경 A1

(Nikon,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으며, 꼬리 길이는 꼬리 DNA % X 꼬리 길이

로 정의하여 분석하는 OpenComet 프로그램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30).

5.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비상동성 재조합 효율 분석

I-SceI 핵산 내부분해효소로 비상동성 재조합 리포터 플라스미드를 선형화 시

킨 다음 (31), 세포에 GαsQL 혹은 pcDNA3.1+ 와 함께 Lipofectamin 3000 을 이

용하여 transfection 시켰으며, 발현 control 을 위해서 pDsRed-N1 도 함께 처리하

였다. 24~48 시간 배양 후, DPBS로 2회 세척한 후, trypsin-EDTA 용액으로 세

포를 떼어낸 뒤, 2% paraformaldehyde 로 고정시켜 flow cytometry (BD

LSRFortessa X-20,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Franklin Lakes, NJ, USA)

을 통해 repair 에 의해 발생되는 형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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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역 형광 현미경 분석

세포를 12 wells plates 안에 있는 cover glass 에서 표면적의 80% 정도 자라면,

감마선 조사를 한 뒤, DPBS로 세척한 후, pre-extraction buffer (32) (0.5% Triton

X-100, 20mM Hepes-KOH, pH7.9, 50mM NaCl, 3mM MgCl2, 300mM sucrose) 에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4% paraformaldehyde 로 실온에서 10 분간 고정시킨

다. DBPS 로 3회 세척한 후, 0.25% Triton X-100 을 실온에서 10 분간

permeabilization 을 실행한다. 0.25% Triton X-100 이 함유된 1% bovine serum

albumin 용액에서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방치시킨 다음, 특이적인 항체를 사용하여 4

℃에서 반응시켰다. 사용한 항체들 중, γ-H2AX (Ser139), Ku70, Ku80, DNA-PKcs,

XRCC4, DNA-Ligase IV 는 Santa Cruz Biotechonology 사 (Dallas, TX, USA)로부

터 구입하였으며, Ku80 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에서 구

매하여 사용하였다. 이 후, 0.25% Triton X-100 이 함유된 DPBS 용액으로 3회 세

척한 후, Alexa Fluor 가 결합된 anti-rabbit, mouse 또는 goat IgG 를 2차 항체로

사용하여 2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이 후, 0.25% Triton X-100 이 함유된

DPBS 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DAPI (1μg/ml) 용액으로 실혼에서 10 분동안 첨가

하였다. DPBS로 3회 세척한 후, mounting 용액으로 bleaching 을 보호하고 매니

큐어로 고정시켜 공초점 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7. 감마선 조사

세포를 dish 또는 cover glass 에서 표면적의 80% 정도 자라면, 2~10Gy 감마선

을 조사하였다. (137Cs source : 157.67 cGy/ min)

8.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한 뒤 통계처리 하였다.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들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했고 각 실험간의 차이는 비모수 검정방법인

Mann-Whitney U test p value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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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1. cAMP 신호 전달계는 H1299, A549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DNA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지연시켰다.

cAMP 신호 전달계가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DNA 이중 가닥 파손 복구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Gas 를 발

현하거나 b-adrenergic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isoproterenol 처리 또는 prostagladin

E2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prostagladin E2 를 처리하여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

시켰다. H1299 세포주에 감마선 조사로 인한 이중 가닥 파손은 단일 세포 젤 전기

이동법으로 분석하였다.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이중 가닥 파손은 방사선량

(2~20Gy)에 비례하여 증가했고 감마선 조사 후 180 분 이내에 복구되었다 (Figure

1). Vector control 또는 DMSO로 처리한 H1299 세포주에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DNA의 꼬리 길이는 60 분 후에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Gαs 를 발현하는 세포

(Figure 2) 또는 prostagladin E2 로 처리된 세포 (Figure 3) 에서는 감마선 조사 후

60 분 동안의 꼬리 길이가 대조군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H1299 세포주에 Gαs

의 발현 (Figure 4) 또는 isoproterenol,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

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γ-H2AX 초점을 증가시켰다 (Figure 5). A549

세포주에서도 isoproterenol 또는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

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γ-H2AX 초점을 증가시켰다. (Figure 6). 감마선 조

사 후, prostagladin E2 를 처리하여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시키면 감마선 조

사로 발생하는 γ-H2AX를 감소시켰다. (Figure 7). 결론적으로 활성화된 cAMP 신

호 전달계는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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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cAMP 신호 전달계가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지연시키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I-SceI 핵산

내부분해효소로 선형화된 리포터 플라스미드에서 복구가 발생하게 되면 발현하는

형광을 측정하여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활성을 분석하였다. H1299 세포주에 Gαs

발현에 의해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대조군에 비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효율이 120시간 동안 감소하였다 (Figure 8). 이 결과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

계가 I-SceI 핵산 내부분해효소로 발생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킨다는 것

을 나타내었다. 그런 다음 cAMP 신호 전달계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어떻게 억

제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 전,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 관여하는 주요 분자들을 조사하였다.

prostagladin E2 처리 후,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이중 가닥 파손에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Ku70 또는 Ku80 모집 (Figure 9-11)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XRCC4 및 DNA-Ligase IV 모집은 감소되었다. (Figure 12, 13).

XRCC4 및 DNA- Ligase IV 모집은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억제제인

NU7441로 전처리함으로써 억제되었으며, prostagladin E2의 억제 효과는 H-89 (단

백질 인산화 효소 A 억제제) 로 처리하거나 dominant negative 단백질 인산화 효

소 A 발현에 의해 감소되었다 (Figure 14). cAMP 신호 전달계의 유사한 효과가

A549 세포주에서도 관찰되었다 (Figure 15). 이 결과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

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의 주요 구성요소인

DNA-Ligase IV 또는 XRCC4 모집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

연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

화 효소 (세린 2056 또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조절하였다.

다음으로, cAMP 신호 전달계가 DNA-Ligase IV 및 XRCC4 모집을 조절하는 메

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인산화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20

효소의 PQR 무리 (세린 2056) 및 ABCDE 무리 (트레오닌 2609) 에서의 인산화는

Gαs 발현 또는 isoproterenol, prostagladin E2 처리로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

시켜 분석하였다. 인산화된 세린 2056의 형광 강도는 방사선량 (2Gy~10Gy)에 비례

하여 증가했으며 (Figure 16), 감마선 조사 30분 후보다 60분 후에 더 많은 형광을

관찰하였다 (Figure 17).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

마선 조사 60분 후에 관찰한 결과, 세린 2056 형광을 증가시켰다 (Figure 18).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인산화에 대한 cAMP 신호 전달계의 효과는 웨

스턴 블랏으로 분석하였다. H1299 세포주에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인산화는 감마선 조사 후 30분에 증가하여 1시간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Gαs 발현으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0.5~24h),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인산화를 증가시켰다 (Figure 19).

H1299 세포주에 isoproterenol (Figure 20) 또는 prostagladin E2 (Figure 21) 의 처

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세린 2056 인산화를 증

가시켰다. 유사하게, A549 세포주에서도 isoproterenol 또는 prostagladin E2로 처리

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인한 세린 2056 인산화를 증가시

켰다 (Figure 22). H1299 세포주에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트레오닌

2609 에서도 방사선량 (2Gy~10Gy) 에 비례하여 증가했으며 (Figure 23) 세린 2056

인산화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였다 (Figure 24). prostagladin E2 처리

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 30분 후에 관찰한 결과 인산화된

트레오닌 2609의 형광 강도를 감소시켰다 (Figure 25).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

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Gαs 발현으로 cAMP 신호 전달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면 (0.5~24h),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켰다 (Figure 26). Isoproterenol (Figure 27) 또는 prostagladin E2

(Figure 28)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H1299 세포주 및 A549 세포주

(Figure 29) 에서 감마선 조사 30분 후,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켰다. 이러

한 결과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H1299 또는 A549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

사로 발생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인산화를 증가시키고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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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 (세린

2056, 트레오닌 2609) 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cAMP 신호 전

달계 효과를 조절하였다.

cAMP 신호 전달계가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의 인산화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해 cAMP 신호 전달계의 주요 효과

기인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역할을 조사하였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의 억제제인

H-89 처리 또는 dominant negative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발현에 의해 단백질 인

산화 효소 A 활성을 저해시켰을 때,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세린 2056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는 저해되었다 (Figure 30, 31). short hairpin 단백질 인

산화 효소 A로 촉매 서브 유닛을 저해하면 세린 2056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도 감소되었다 (Figure 32). 이와 반대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의 작용제인

6-phe-cAMP 를 처리 또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촉매 소단위의 발현은 세린

2056 인산화를 prostagladin E2 처리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Figure

33). 대조적으로 PKA 억제제 처리 또는 dominant negative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발현은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

과를 약화시켰다 (Figure 34, 35).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촉매 소단위를 저해하면

트레오닌 2609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도 감소되었다 (Figure 36).

6-phe-cAMP 처리 또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촉매 소단위 발현은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켰다 (Figure 37). 이러한 결과로, H1299 세포주에서 cAMP 신호

전달계의 효과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인산화 (세린 2056 또는 트레오닌 2609) 를 조절

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5.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인산 가수분해효소 2A 및 ATM을 통하

여 감소시켰다.

다음으로 트레오닌 2609 인산화에 대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의 감소 효과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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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신호 분자를 알아보기 위해 ATM 억제제 (KU55933) 또는 DNA-PK 억제

제 (NU7441)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KU55933를 처리하였을 때, 감마선 조사로 유도

된 트레오닌 2609 인산화는 prostagladin E2 처리와 관계없이 감소하였지만

NU7441를 처리하였을 때는 prostagladin E2 처리와 관계없이 트레오닌 2609 인산

화가 약간 증가하였다 (Figure 38). 유사하게, H1299 세포주에서 small interfering

ATM로 저해하게 되면 감마선 조사로 인한 트레오닌 2609 인산화가 감소하였다

(Figure 39). Prostagladin E2 처리에 의해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ATM에서의 세린 1981 인산화를 감소시켰으며, 이는 ATM 인산화

가 prostagladin E2 처리로 인해 억제되었음을 보여주었다 (Figure 40). small

interfering RNA를 사용하여 인산 가수분해효소 2A의 B56 소단위를 저해하게 되면

감마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ATM에서의 세린 1981 인산화가 증가 되고 트레오닌

2609 인산화도 증가시켰으며 세린 1981 및 트레오닌 2609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를 억제하여 대조군 인산화 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Figure 41). 이러한 결과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

소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인산 가수분해효소

2A 활성으로 인해 ATM 활성이 억제되어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켰다. 감

마선 조사로 유도된 세린 2056 인산화가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및

ATM의 기능도 억제하는지 분석하였다. NU7441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

소를 차단하면 prostagladin E2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감마선 조사로 인한 세린

2056 인산화 대부분이 저해되었다. KU55933을 사용한 ATM의 억제는 감마선 조사

로 인한 세린 2056 인산화를 약간 억제하였으며 ATM과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

화 효소의 동시 억제는 세린 2056 인산화를 완전히 억제되었다 (Figure 42).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세린 2056 인산화는 주로 DNA-의존성 단백질 인

산화 효소의 자기 인산화에 의해 조절되고 어느 정도는 ATM에 의해 매개됨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ATM 활성화가 cAMP 신호 전달계

에 의해 억제되었으며, 세린 2056 인산화는 ATM과 독립적인 방식으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로 인해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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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 손상 및 세포 사멸을

여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게 조절하였다.

cAMP 신호 전달계가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 손상을

알아보기 위해,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 후,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 손상

을 흑색종 세포주 (SK-MEL-2, SK-MEL-28), 폐암 세포주 (A549, H1299) 및 자궁

경부암 세포주 (HeLa, SiH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흑색종 세포주와 자궁 경부

암 세포주에서 prostagladin E2 또는 isoproterenol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

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γ-H2AX를 감소시켰다 (Figure 43, 44). 이와 반대로,

폐암 세포주에서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γ-H2AX를 증가시켰다. (Figure

45). 따라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 손상이 여

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여러 암 세포

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세포 사멸에 대한 cAMP 신호 전달계의 효과를 조

사하였다. SK-MEL-28 와 HeLa cell에서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 후, cleaved PARP 와 cleaved caspase-9 을 감소시켰

다 (Figure 46, 47). 그러나 A549 세포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cleaved-

PARP 와 cleaved caspase-9 을 증가시켰다 (Figure 48). 이러한 결과는 cAMP 신

호 전달계가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DNA 손상 및 세포

사멸에 대하여 다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7. cAMP 신호 전달계는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다르게 조절하였다.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DNA 손상에 따른 cAMP

신호 전달계의 효과가 이중 가닥 파손 복구의 조절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 후 10 분 뒤에 prostagladin E2 를 처리하여 SK-MEL-28

과 HeLa 세포주의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하면 γ-H2AX가 감소되었다

(Figure 49, 50). 그러나 A549 세포주에서 동일하게 감마선 조사 후, prostagladin



24

E2 처리를 하면 γ-H2AX를 증가시켰다 (Figure 51).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로 유

도된 DNA 손상에 cAMP 신호 전달계가 세포 유형에 따라 다르게 DNA 복구를 조

절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DNA 이중 가닥 파손 복구의 주요 메커니즘

인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활성에 대한 cAMP 신호 전달계의 효과를 여러 암 세포

주에 따라 조사하기 위해 선형화된 리포터 플라스미드에 복구가 일어나면 발현하는

형광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K-MEL-28 및 HeLa 세포주에 Gα

s 를 발현하여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되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효율을 증가

시켰다 (Figure 52). 그러나, A549 세포주에서 Gαs 발현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효율을 감소시켰다 (Figure 52). 다음으로, cAMP 신호 전달계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어떻게 다르게 조절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의 핵심 분

자인 XRCC4 및 DNA-Ligase IV 를 prostagladin E2 처리로 cAMP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 후, 감마선 조사로 인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SK-MEL-28 및 HeLa 세포주

에서는 XRCC4 및 DNA-Ligase IV 모집이 증가하였다 (Figure 53, 54). 그러나 동

일하게 처리한 A549 세포주에서는 모집이 감소하였다 (Figure 55). 이러한 결과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가 여

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게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 cAMP 신호 전달계는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의

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하였다.

cAMP 신호 전달계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다르게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조사

하기 위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의 주요 분자인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의 인산화를 분석하였다.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는 효소 활성

화, DNA 말단 처리 및 DNA 결찰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ostagladin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SK-MEL-28 및 HeLa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서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증

가시키고 ATM에서의 세린 1981 인산화도 증가시켰다.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

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SK-MEL-28 또는 HeLa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트레오닌 2609 와 세린 1981 인산화를 증가시켰고 인산 가수분해효수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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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인 오카다 산 처리로 인하여 증가된 인산화는 더 증가하였다 (Figure 56,

57). 대조적으로, A549 세포주에서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트레오닌 2609와 세린 1981 인산화 모두를 감소시켰다 (Figure 58). A549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인산화에 대한 cAMP 신호 전달계의 효과는 인

산 가수분해효소 2A 억제제인 오카다 산 처리로 억제되었다 (Figure 58). 이러한

결과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폐암 세포주에서 인산 가수분해효소 2A 및

ATM을 통해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서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

소시키지만 SK-MEL-28 또는 HeLa 세포주에서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증가시

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

계는 SK-MEL-28 및 HeLa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DNA-의존성 단백

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인산화를 감소시켰지만 A549 세포주에서는 세린 2056

인산화를 증가시켰다 (Figure 59). 이러한 결과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

산화를 다르게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9.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로 유도

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를 여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

게 조절하였다.

cAMP 신호 전달계가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

조합 복구를 다르게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cAMP 신호 전달계의 주

요 효과기인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분석하였다. H-89 처리에 의한 단백질 인산

화 효소 A의 억제는 HeLa, SK-MEL-28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트레오

닌 2609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와 A549 세포주에서 트레오닌 2609 인

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억제 효과가 모두 감소하였다 (Figure 60-62).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작용제인 6-phe-cAMP 처리로 활성화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는

SK-MEL-28, HeLa 세포주에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서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증가시켰지만, prostagladin E2 처리와 유사한 패턴으로 A549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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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는 이를 억제하였다 (Figure 60-62). H-89 처리로 억제된 단백질 인산화 효

소 A는 HeLa 또는 SK-MEL-28 세포주에서 prostagladin E2 처리로 인한 XRCC4

및 DNA-Ligase IV 모집 효과를 감소시켰으며, A549 세포에서도 prostagladin E2

효과를 억제하였다 (Figure 63-66). 이러한 결과는 cAMP 신호 전달계가 감마선 조

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여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게 조절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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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 연구는 cAMP 신호 전달계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조절 기전을 조사하기 위

하여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메커니즘과 여

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어떻게 조절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폐암 세포주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

마선 조사로 유도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억제

함으로써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지연시켰다. 또한, cAMP 신호 전달계는 SK-MEL

-28, HeLa 또는 A549 세포주에 따라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

구를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XRCC4, DNA-Ligase IV 모집 및 DNA-의

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또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한

다는 사실도 밝혔다.

단일 세포 젤 전기 이동 분석법을 통하여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밝

혔다.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이중 가닥 파손이 Gαs의 발현 또는 prostagladin E2,

isoproterenol 처리된 세포가 대조군 세포에 비해 DNA 꼬리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나

는 결과로 뒷받침해준다. 또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H1299 또는 A549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인한 γ-H2AX 초점을 증가시켰으며. 선형화된 리포터 플

라스미드에서 복구가 일어나면 발현하는 형광을 통하여 복구 효율을 분석한 결과,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 가닥 파손 복구

를 지연시켰다.

cAMP 신호 전달계는 여러 DNA 복구 메커니즘에서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 α-

멜라노 사이드 자극 호르몬은 뉴클레오타이드 절단 복구를 자극하여 자외선 복사로

유도된 사이클로뷰테인 피리미딘 이량체의 복구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33).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운동 실조 모세 혈관 확장증

돌연변이 및 Rad3 관련 ATR의 인산화에 의해 뉴클레오타이드 절단 복구도 조절하

는 것으로도 보고되었으며 (34) 또한, 염기 절단 복구에 대한 필수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35). cAMP 신호 전달계가 자외선 복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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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주요 생성물인 7,8-디하이드로-8-옥시구아닌의 루페록스 유발 증가를 억

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6), 이러한 결과는 흑색종 세포에서 산화성으로 발생하

는 DNA 손상은 cAMP 신호 전달계가 염기 절단 복구를 자극함을 시사하며 cAMP

신호 전달계가 DNA 복구 기능에 관여하여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폐암 세포주에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

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해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XRCC4 또는 DNA-Ligase IV 모

집이 저해되었다는 결과로 뒷받침된다. XRCC4 및 DNA-Ligase IV는 Ku70/80 및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함께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 필수 구성요소이

다. 따라서,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XRCC4 또는 DNA-Ligase IV 모집 감소로 손상된 DNA 가닥 사이의 결찰

을 지연시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폐암 세포주에서

I-SceI 핵산 내부분해효소에 의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가 발생되는 리포터 플라스

미드를 사용하여 확인해 본 결과,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지금까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서 cAMP 신호 전달계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

하는 논문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가 아는 한, cAMP 신호 전달계가 감마

선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고한 최초

연구이다.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키는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해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의 주요 요소인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를 조사하였다 (46). 활성화된 cAMP 신

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트레오닌 2609

그리고 세린 2056 인산화가 반대양상으로 조절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Gαs 발현 또

는 isoproterenol, prostagladin E2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

사로 인해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서의 세린 2056 인산화를

증가시키고,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로 뒷받침한다. 또한, H-89

처리 또는 dominant negative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발현으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활성이 억제되었을 때, cAMP 신호 전달계의 인산화 조절 효과가 감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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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작용제 처리 또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촉매 소단

위의 발현은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의 조절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자체와

ATR 및 ATM을 포함한 다른 인산화 효소에 의해 수많은 부위에서 인산화가 발생

한다 (37).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 기능은 효소 비활성화, 최종

처리 및 복합 분리에 대한 조절이다 (38). ABCDE 및 PQR 무리에서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 기능에 반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안

되며 두 영역에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를 제거하면 이중 가

닥 파손 복구 및 감마선 조사에 대한 저항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39). ABCDE 무

리 (트레오닌 2609) 에서의 인산화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이중 가닥

파손 말단에서 분리되도록 자극하여 이중 가닥 파손 말단의 후속 처리 및 결찰,

DNA 말단에 복구 인자가 접근하는 것을 촉진한다 (40). 반대로 PQR 무리 (세린

2056) 에서의 인산화는 DNA 말단 처리를 억제하여 DNA 말단을 보호한다 (15, 41

). DNA 손상으로 발생하는 세린 2056 인산화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화의 지표로 알려져 있다 (42). 따라서, 이 연구에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

가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세린 2056 인산화 증가와 트레오닌 2609 인산화

감소는 결찰과 관련된 분자 접근 및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분리를 저해

하여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억제할 수 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는 EPAC 및 cyclic nucleotide-gated ion channels 과 함께

cAMP 신호 전달계에서 활성화되는 주요 효과기로 알려져 있다 (43). 이 연구에서

저자는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폐암 세포주에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또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

를 차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활성

화된 cAMP 신호 전달계 효과를 전달하는 신호 분자를 찾기 위하여 인산 가수분해

효소 2A와 ATM이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

견은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에 ATM의 활성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이전 논문에서 뒷받침한다 (44). 인산 가수분해효소 2A는 ATM과 복합체를

형성하고 ATM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탈 인산화가 발생하고 (45),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인산 가수분해효소 2A 소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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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6δ 인산화를 통해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ATM의 세린 1981 인산화를 감소시

켰다 (46). 이 결과는 인산 가수분해효소 2A가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활성화하여

DNA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촉진한다는 보고서와 일치한다 (47).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서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와는 달리 DNA-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인산화는 대부분 DNA-의존성 단백질 인

산화 효소 억제제 처리에 의해 감소되었지만 ATM 억제제 처리에 의해서는 약간

감소되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

린 2056 인산화는 주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자가 인산화에 의해 결

정되고 부분적으로 ATM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인해 ATM 활성화를 억제했기 때문에 폐암

세포주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인한 DNA-의존성 단백

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인산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신호전달 분자에 의존

하는 것으로 보인다.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인산화가 단백

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매개하는 신호 분자를 추가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cAMP 신호 전달계가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

동성 재조합 복구를 억제함으로써 DNA 이중가닥파손 복구를 지연시키고,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cAMP 신호 전달계가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의존

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및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SK-MEL-28, HeLa 및 A549 세

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XRCC4, DNA-Ligase IV 또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

를 여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게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Prostagladin E2 또는 isoproterenol 처리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SK-MEL-28 또는 HeLa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γ-H2AX를 통하여

DNA 손상 또는 리포터 플라스미드를 통하여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효율을 조사해

본 결과 DNA 손상 감소 및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 중요 요소인 XRCC4, DNA-Ligase IV 모집

형성을 증가시켰으며, 세포 사멸을 감소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A549 세포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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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SK-MEL-28 또는 HeLa 세포주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세포 유형에 따라 감마

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여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게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멜라닌 세포 또는 악성 흑색종 세포주에서 cAMP 신호 전달계가 DNA 복구 조

절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보고되었다. 흑색종 세포와 멜라닌 세포주에서 멜

라노 사이트 자극 호르몬은 멜라노 코르틴 수용체에 결합함으로 cAMP 신호 전달

계를 활성화한다.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뉴클레오티드 절제 복구를 가속화

하여 색소 침착과 무관한 자외선 광선으로 인해 발생되는 DNA 광화학 반응 생성

물 (34, 48) 및 시스플라틴 처리로 나타나는 DNA 부가물을 (49) 제거한다. 본 연구

에 따르면 흑색종 세포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멜라노 사이트 자극 호

르몬이 악성 흑색종 세포에서 활성 산소로 발생한 γ-H2AX를 감소시킴으로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증가시켰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36). 따라서 활성화된 cAMP 신

호 전달계는 흑색 세포 및 흑색종 세포에서 자외선으로 발생한 DNA 손상 및 감마

선 조사로 발생한 DNA 손상의 복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궁 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과 관련이 있다 (50). 인유두

종 바이러스 종양 유전자인 E5, E6 및 E7은 cyclooxygenases 및 cAMP의 발현을

높여 염증 또는 발암을 조절하는 cyclooxygenases-prostagladin 경로를 자극할 수

있다. Prostagladin E2 처리로 만성 염증 및 자궁 경부 발암이 발생한다 (51-53). 자

궁 경부암 세포를 젖산염으로 처리하면 neocarzinostatin, 독소루비신 및 시스플라틴

으로 치료하여 발생하는 DNA 손상 복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54). 젖산

수용체는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cAMP 신호

전달계는 DNA 복구에 대한 젖산염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 (55). 그러나 자궁 경부

암 세포에서 DNA 복구에 대한 cAMP 신호 전달계의 역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

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한, 처음으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자궁 경부암

세포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 효과를 보여주었다. 활성

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자궁 경부암 세포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세포 사

멸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와 시스플라틴 처리로 발생하는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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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궁 경부암 세포에서 감마선 조사 및 시스플라틴 처리 후, DNA 복구 및 세

포 사멸을 조절하는 cAMP 신호 전달계의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cAMP 신호 전달

계가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인한 염기 절단 복구 (57) 및 비상동성 재조

합 복구 (58) 를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6). 이 보

고서는 cAMP 신호 전달계가 감마선 조사로 생기는 DNA 손상 및 비상동성 재조

합 복구, 세포 사멸을 조절한다는 우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우리는 여러 암

세포주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해 DNA-의

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

구 결과는 cAMP 신호 전달계가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한다는 결과에서 도출되었으며,

단백질 인산화 효소 A 작용제 처리와 prostagladin E2 처리로 감마선 조사로 발생

하는 인산화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억제된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는 감마

선 처리로 발생하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를 저해시켰으며, XRCC4 또는 DNA-Ligase IV 모집에 대한

prostagladin E2 효과를 억제시켰다.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자체와

ATM을 포함한 다른 많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의해 여러 트레오닌 및 세린 잔기

에 인산화가 발생한다 (37). 트레오닌 2609를 포함하는 ABCDE 영역과 세린 2056을

포함하는 PQR 영역에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인산화는 DNA-의존

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된 DNA의 처리를 종료하여

DNA 복구 활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38). DNA 말단에 동원된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차별적 인산화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서 말단

처리 및 결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52). 폐암 세포주에서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세린 2056 또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8). 이 연구는 cAMP 신호 전달계가 여러 암 세포주에서 (자

궁 경부암 세포, 폐암 세포 및 흑색종 세포)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DNA-의존성 단

백질 인산화 효소의 세린 2056 또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러 암 세포주에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

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

하여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세린 2056 또는 트레오닌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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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폐암 세포주

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인산 가수분해효소 2A 및 ATM을 통하여 트

레오닌 2609 인산화를 억제했으며 (58), SK-MEL-28 그리고 HeLa 세포주에서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증가시켰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여러 암 세포주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트레오닌 2609 또는 세린 2056

인산화를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에 관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SK-MEL-28 및 HeLa 세포주에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해 DNA-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서의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세린 2056 인산화를 감소시켰으며, 이와 반대로 A549 세포주에

서는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감소시키고 세린 2056 인산화를 증가시켰다. 결론적

으로, 활성화된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하여

SK-MEL-28, HeLa 또는 A549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

합 복구를 여러 암 세포주에서 다르게 조절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cAMP 신호 전

달계가 이중 가닥 파손 복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DNA 손

상 복구와 관련 있는 신경 질환 및 암과 같은 질병의 생리적 과정 및 병인에서 중

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cAMP 신호 전달계의 활성을

조절하여 질병의 병인을 예방하거나 DNA 손상 복구가 여러 암세포 및 조직에 따

라 방사선 치료의 치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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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poral patterns of DNA DSBs induced by various irradiation

doses of γ-ray.

H1299 NSLC cells were irradiated with various doses of γ-ray (2, 5, 10, 20Gy),

and the resulting DNA damage was assessed by neutral comet assay at the

indicated times. DNA was stained with SYBR safe DNA gel stain, and the

stained DNA images was recorded using a confocal microscope. The extent tail

moment was defined as Tail DNA% x Length of Tail and calculated using the

OpenCome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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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GαsQL on DNA DSBs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the GαsQL or pcDNA3.1

vector using Lipofectamine 3000 and maintained for 24 h before irradiation with

gamma rays (5 Gy), and the resulting DNA damage was assessed by neutral

comet assay at the indicated time points. DNA was stained, and the stained

DNA image was recorded using a confocal microscope. A bar graph of extent

tail moments as determined by analyzing the images. The empty bar indicates

the vector-transfected cells, and the filled bar represents the GαsQL-transfec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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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PGE2 on DNA DSBs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before irradiation with

gamma rays (5 Gy), and the resulting DNA damage was assessed by neutral

comet assay at the indicated time points. DNA was stained, and the stained

DNA image was recorded using a confocal microscope. A bar graph of extent

tail moments as determined by analyzing the images. The empty bar represents

the DMSO-treated control cells, and the filled bar represents the PGE2-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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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GαsQL on DNA DSBs resulting from gamma ray

irradiation in H1299 cells.

GαsQL or pcDNA3.1 vector plasmid were transfected to H1299 NSLC cells, and

the transfected cells were maintained for 24 h before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γ-H2AX antibody and DAPI. γ-H2AX was visualized as green,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mpty bars represent the controls, and filled bars represent the GαsQL

-transfec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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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s of isoproterenol and PGE2 on DNA DSBs resulting from

gamma ray irradiation in H1299 cells.

H1299 NSCL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or 1 μM isoproterenol (ISO)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γ-H2AX antibody and DAPI. γ-H2AX

was visualized as green,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mpty bars represent the control, filled

bars represent the PGE2-treated cells, and slant bars represent the

isoproterenol-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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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s of isoproterenol and PGE2 on DNA DSBs resulting from

gamma ray irradiation in A549 cells.

A549 NSCL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or 1 μM isoproterenol (ISO)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γ-H2AX antibody and DAPI. γ-H2AX

was visualized as green,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mpty bars represent the control, filled

bars represent the PGE2-treated cells, and slant bars represent the

isoproterenol-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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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s of PGE2 treatment after irradiation on DNA DSBs

resulting from gamma ray irradiation in H1299 cells.

H1299 NSCL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at 10 min after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t the indicated times for western blot analysis. Empty bars

represent the control, filled bars represent the PGE2-treated cells, and slant bars

represent the isoproterenol-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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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s of GαsQL on NHEJ repair of the DSBs following I-SceI

endonuclease digestion.

H1299 NSCL cells were transfected with the linearized NHEJ reporter,

pDsRed-N2, GαsQL, and control vectors using Lipofectamine 3000. The

transfected cells were harvested after the times indicated, and the GFP

fluorescence was measured using a flow cytometer. The repair efficiencies of

NHEJ was defined as the ratio of green fluorescence from repaired reporter GFP

to the red fluorescence from DsRed control. The empty bar shows

vector-transfected cells, and the filled bar shows GαsQL-transfec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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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s of PGE2 on the recruitment of DNA-PK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DNA-PK antibody and DAPI. DNA-PK was visualized as red,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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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s of PGE2 on the recruitment of Ku70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70 antibody and DAPI. Ku70 was visualized as red,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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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ffects of PGE2 on the recruitment of Ku80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80 antibody and DAPI. Ku80 was visualized as red,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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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s of PGE2 on the recruitment of XRCC4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XRCC4 antibody and DAPI. XRCC4 was visualized as green,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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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ffects of PGE2 on the recruitment of DNA-ligase IV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stained

with an anti-DNA-ligase IV antibody and DAPI. DNA-ligase IV was visualized

as green, and DAPI was visualized as blue. The images of stained cells were

acquir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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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ffects of NU7441, H-89, and dominant negative PKA on the

recruitments of XRCC4 and DNA-ligase IV following irradiation with

gamma ray in H1299 cells.

H1299 NSLC cells transfected with dominant negative PKA (dnPKA) and the

cells pretreated with 10 μM H-89 for 30 min were incubated with 20 μM PGE2

or 5 μM NU7441 for 30 min before gamma ray irradiation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harvested after 1 h and were reacted with specific antibodies and

DAPI. The images of the stained cells were acquired by confocal microscopy

and analyzed. Empty bars represent XRCC4, filled bars represent DNA ligas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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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ffects of NU7441, H-89, and dominant negative PKA on the

recruitments of XRCC4 and DNA-ligase IV following irradiation with

gamma ray in A549 cells.

A549 NSLC cells transfected with dominant negative PKA (dnPKA) and the

cells pretreated with 10 μM H-89 for 30 min were incubated with 20 μM PGE2

or 5 μM NU7441 for 30 min before gamma ray irradiation (5 Gy). The irradiated

cells were harvested after 1 h and were reacted with specific antibodies and

DAPI. The images of the stained cells were acquired by confocal microscopy

and analyzed. Empty bars represent XRCC4, filled bars represent DNA ligas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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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ffects of irradiation dose of γ-ray o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S2056.

H1299 NSLC cells on microscope cover glass were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es of γ-ray (2, 5, 10 Gy), and harvested after 1 h for staining with an

antibody against p-S2056 and with DAPI. The stained cells were analyzed by

confo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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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emporal changes i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S2056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on microscope cover glass were irradiated with γ-ray (5Gy),

and harvested after 30min and 60min for staining with an antibody against

p-S2056 and with DAPI. The stained cells were analyzed by confo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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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ffects of PGE2 upon S2056 phosphoryl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on microscope cover glas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30 min) before gamma ray irradiation (5 Gy), harvested 1 h after irradiation,

and stained with an antibody against p-S2056 and with DAPI. The stained cells

were analyzed by confocal microscopy. A bar graph of S2056 phosphorylation

obtained by analyzing th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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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ffect of GαsQL expression on S2056 phosphoryl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GαsQL plasmid and pcDNA3.1 vector control were transfected into H1299 cells

and maintained for 24 h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the indicated times for western blot analysis. Empty bars represent

vector-transfected cells, and filled bars represents GαsQL-transfec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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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Effects of isoproterenol (ISO) upon S2056 phosphoryl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pretreated with 1 μM isoproterenol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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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Effect of PGE2 on S2056 phosphorylation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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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Effect of the isoproterenol or PGE2 on S2056 phosphorylation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A549 cells pretreated with 1 μM isoproternol (ISO) or 20 μM PGE2 for 30 min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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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ffects of irradiation dose of γ-ray o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T2609.

H1299 NSLC cells on microscope cover glass were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es of γ-ray (2, 5, 10 Gy), and harvested after 1 h for staining with an

antibody against p-T2609 and with DAPI. The stained cells were analyzed by

confo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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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emporal changes i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S2056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on microscope cover glass were irradiated with γ-ray (5Gy),

and harvested after 30min and 60min for staining with an antibody against

p-T2609 and with DAPI. The stained cells were analyzed by confo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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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ffects of PGE2 upon T2609 phosphoryl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on microscope cover glas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30 min) before gamma ray irradiation (5 Gy), harvested 30 min after irradiation,

and stained with an antibody against p-T2609 and with DAPI. The stained cells

were analyzed by confocal microscopy. A bar graph of T2609 phosphorylation

obtained by analyzing th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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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Effect of GαsQL expression on T2609 phosphoryl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GαsQL plasmid and pcDNA3.1 vector control were transfected into H1299 cells

and maintained for 24 h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the indicated times for western blot analysis. Empty bars represent

vector-transfected cells, and filled bars represents GαsQL-transfec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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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Effects of isoproterenol (ISO) upon T2609 phosphoryl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pretreated with 1 μM isoproterenol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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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Effect of PGE2 on T2609 phosphorylation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pretreated with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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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Effect of the isoproterenol or PGE2 on T2609 phosphorylation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A549 cells pretreated with 1 μM isoproternol (ISO) or 20 μM PGE2 for 30 min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5 Gy) and harvested at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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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Effects of H-89 on phosphorylation at S2056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treated with 10 μM H-89 (30 min) were reacted with 20 μM

PGE2 (30 min), and then the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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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ffects of dominant negative PKA (dnPKA) on phosphorylation

at S2056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ansfected with dnPKA or the control vectors and

maintained for 24 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or DMSO for 30

min, then exposed to gamma ray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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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ffects of PKA knockdown on phosphorylation at S2056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ansfected with shPKA or the control vectors and

maintained for 48 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or DMSO for 30

min, then exposed to gamma ray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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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Effect of 6-phe-cAMP and PKA catalytic subunit (GPKA) on

phosphorylation at S2056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treated with 50 μM 6-phe-cAMP (30 min), and then the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or the cells were transfected

with GPKA or the control vectors and maintained for 24 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or DMSO for 30 min, then exposed to gamma ray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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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Effects of H-89 on phosphorylation at T2609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treated with 10 μM H-89 (30 min) were reacted with 20 μM

PGE2 (30 min), and then the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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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ffects of dominant negative PKA (dnPKA) on phosphorylation

at T2609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ansfected with dnPKA or the control vectors and

maintained for 24 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or DMSO for 30

min, then exposed to gamma ray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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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Effects of PKA knockdown on phosphorylation at T2609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ansfected with shPKA or the control vectors and

maintained for 48 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or DMSO for 30

min, then exposed to gamma ray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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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Effect of 6-phe-cAMP and PKA catalytic subunit (GPKA) on

phosphorylation at T2609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treated with 50 μM 6-phe-cAMP (30 min), and then the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or the cells were transfected

with GPKA or the control vectors and maintained for 24 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or DMSO for 30 min, then exposed to gamma ray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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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Effects of KU55933 and NU7441 on phosphorylation at T2609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eated with 5 μM NU7441, 10 μM KU55933 (30 min)

and treated with 20 μM PGE2 (30 min).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72

Figure 39. Effects of ATM knockdown on phosphorylation at T2609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siATM or a control siRNA were expressed in H1299 NSLC cells by

transfection and the transfected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before treatment

with 20 μM PGE2.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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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Effects of PGE2 on phosphorylation of ATM at 1981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eated with 20 μM PGE2 (30 min).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t the indicated times

for western blot analysis. The empty bar represents the phosphorylation at 1981,

and the filled bar the phosphorylation at T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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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Effects of okadaic acid (OA) and PP2A B56δ knockdown on the

phosphorylation at 1981 of ATM and at T2609 of DNA-PKcs following

gamma ray irradiation.

H1299 NSCL cells were treated with 100 nM okadaic acid (30 min) and treated

with 20 μM PGE2 (30 min). siB56δ) or a control siRNA were expressed in

H1299 cells by transfection and the transfected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before treatment with 20 μM PGE2.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30 min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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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Effects of KU55933 and NU7441 on phosphorylation at S2056

following γ-ray irradiation.

H1299 NSLC cells were treated with 5 μM NU7441, 10 μM KU55933 (30 min)

and treated with 20 μM PGE2 (30 min).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5 Gy) and harvested after 1 h for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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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isoproterenol and PGE2 on γ

-H2AX form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human malignant

melanoma cells.

The Melanoma cells pretreated with 1 μM isoproterenol (ISO) or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γ-rays (5 Gy) and collected with a cell scraper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SK-MEL-2

cells, and the filled bars present SK-MEL-28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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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Effects of PGE2 and isoproterenol on γ-H2AX form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human uterine cervical cancer cells.

The Cervical cancer cells pretreated with 1 μM isoproterenol (ISO) or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γ-rays (5 Gy) and collected with a cell

scraper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HeLa cells, and the filled bars present SiH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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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Effects of PGE2 and isoproterenol on γ-H2AX formation

following γ-ray irradiation of huma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s.

The Lung cancer cells pretreated with 1 μM isoproterenol (ISO) or 20 μM

PGE2 for 30 min were exposed to γ-rays (5 Gy) and collected with a cell

scraper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H1299 cells, and the filled bars present A54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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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PGE2 effects on the cleavage of PARP and caspase-9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SK-MEL-28 cells.

The SK-MEL-28 cells pretreated with PGE2 (20 μM, 30 min) were irradiated

with γ-rays (5 Gy) and collected with a cell scraper after 48 h (SK-MEL-28)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cleaved PARP, and the

filled bars present cleaved caspa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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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PGE2 effects on the cleavage of PARP and caspase-9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HeLa cells.

The HeLa cells pretreated with PGE2 (20 μM, 30 min) were irradiated with γ

-rays (5 Gy) and collected with a cell scraper after 24 h (HeLa)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cleaved PARP, and the filled bars

present cleaved caspa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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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PGE2 effects on the cleavage of PARP and caspase-9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A549 cells.

The A549 cells pretreated with PGE2 (20 μM, 30 min) were irradiated with γ

-rays (5 Gy) and collected with a cell scraper after 24 h (A549)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cleaved PARP, and the filled bars

present cleaved caspa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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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Effects of cAMP signaling upon the disappearance of γ-H2AX

formed by γ-ray irradiation in SK-MEL-28 cells.

The SK-MEL-28 cells were irradiated with γ-ray, then incubated for 10 min

before PGE2 treatment and collected at the presented time points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circles present vehicle-treated control cells, and the

filled circles present PGE2-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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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Effects of cAMP signaling upon the disappearance of γ-H2AX

formed by γ-ray irradiation in HeLa cells.

The HeLa cells were irradiated with γ-ray, then incubated for 10 min before

PGE2 treatment and collected at the presented time points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circles present vehicle-treated control cells, and the

filled circles present PGE2-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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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Effects of cAMP signaling upon the disappearance of γ-H2AX

formed by γ-ray irradiation in A549 cells.

The A549 cells were irradiated with γ-ray, then incubated for 10 min before

PGE2 treatment and collected at the presented time points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circles present vehicle-treated control cells, and the

filled circles present PGE2-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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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cAMP signaling effects upon NHEJ repair efficiency.

The cells were cotransfected with GαsQL and linearized GFP fluorescent

reporter plasmids using Lipofectamine 3000 and were collected after 24 h for

flow cytometric analysis. The NHEJ repair efficiencies were determined as the

ratios of green fluorescence emitted from the repaired reporter plasmid to the

red fluorescence emitted from the DsRed control plas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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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PGE2 effects on the recruitment of XRCC4 and DNA-ligase IV

after exposure to γ-rays of SK-MEL-28 cells.

The SK-MEL-28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fter pretreatment with PGE2.

The irradiated cells were reacted with antibodies against XRCC4 or DNA-ligase

IV, followed by DAPI staining. The number of foci per cell was obtained by

analyzing the confocal images of stained cells. The empty bars present XR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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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illed bars present DNA ligase IV.

Figure 54. PGE2 effects on the recruitment of XRCC4 and DNA-ligase IV

after exposure to γ-rays of HeLa cells.

The HeLa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fter pretreatment with PGE2. The

irradiated cells were reacted with antibodies against XRCC4 or DNA-ligase IV,

followed by DAPI staining. The number of foci per cell was obtained by

analyzing the confocal images of stained cells. The empty bars present XR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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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illed bars present DNA ligase IV.

Figure 55. PGE2 effects on the recruitment of XRCC4 and DNA-ligase IV

after exposure to γ-rays of A549 cells.

The A549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fter pretreatment with PGE2. The

irradiated cells were reacted with antibodies against XRCC4 or DNA-ligase IV,

followed by DAPI staining. The number of foci per cell was obtained by

analyzing the confocal images of stained cells. The empty bars present XR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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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illed bars present DNA ligase IV.

Figure 56. PGE2 effects upo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on T2609

and ATM on S1981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SK-MEL-28 cells.

The SK-MEL-28 cells were treated with PGE2 with/without pretreatment with

okadaic acid (100 nM, 30 min).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T2609, and the filled bars present the

phosphorylation at ATM on S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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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PGE2 effects upo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on T2609

and ATM on S1981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HeLa cells.

The HeLa cells were treated with PGE2 with/without pretreatment with

okadaic acid (100 nM, 30 min).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T2609, and the filled bars present the

phosphorylation at ATM on S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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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PGE2 effects upo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on T2609

and ATM on S1981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A549 cells.

The A549 cells were treated with PGE2 with/without pretreatment with okadaic

acid (100 nM, 30 min). The treated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T2609, and the filled bars present the

phosphorylation at ATM on S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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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PGE2 effects o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t S2056

following exposure to γ-rays.

The cells were irradiated with γ-rays after pretreatment with PGE2, and the

irradiated cell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The empty bars

present SK-MEL-28 cells, the filled bars present HeLa cells, and the slant bars

present A54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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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 Effects of PGE2, H-89 and 6-Phe-cAMP on T2609

phosphorylation resulting from exposure to γ-rays in SK-MEL-28 cells.

The SK-MEL-28 cells were incubated with PGE2 after pretreatment with 20 μ

M H-89 for 30 min or were treated with 50 μM 6-Phe-cAMP for 30 min. Next,

the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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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Effects of PGE2, H-89 and 6-Phe-cAMP on T2609

phosphorylation resulting from exposure to γ-rays in HeLa cells.

The HeLa cells were incubated with PGE2 after pretreatment with 20 μM H-89

for 30 min or were treated with 50 μM 6-Phe-cAMP for 30 min. Next, the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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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Effects of PGE2, H-89 and 6-Phe-cAMP on T2609

phosphorylation resulting from exposure to γ-rays in A549 cells.

The A549 cells were incubated with PGE2 after pretreatment with 20 μM H-89

for 30 min or were treated with 50 μM 6-Phe-cAMP for 30 min. Next, the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western b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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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Confocal images of DNA-ligase IV recruited to DSBs following

γ-ray irradiation in SK-MEL-28 cells, HeLa cells and A549 cells.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PGE2 after pretreatment with 20 μM H-89 for

30 min. Next, the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confocal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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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Effects of PGE2 and H-89 on DNA ligase IV foci per cell,

obtained from the images in Figure 56 of SK-MEL-28 cells.

The SK-MEL-28 cells were incubated with PGE2 after pretreatment with 20 μ

M H-89 for 30 min. Next, the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confocal microscopy. A bar graph obtained from the images

of SK-MEL-28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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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Effects of PGE2 and H-89 on DNA ligase IV foci per cell,

obtained from the images in Figure 56 of HeLa cells.

The HeLa cells were incubated with PGE2 after pretreatment with 20 μM H-89

for 30 min. Next, the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confocal microscopy. A bar graph obtained from the images of HeLa

cells.



99

Figure 66. Effects of PGE2 and H-89 on DNA ligase IV foci per cell,

obtained from the images in Figure 56 of A549 cells.

The A549 cells were incubated with PGE2 after pretreatment with 20 μM H-89

for 30 min. Next, the cells were exposed to γ-rays, and collected after 1 h for

analysis by confocal microscopy. A bar graph obtained from the images of A54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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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cAMP 신호 전달계는 감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DNA 이중 가닥 파손 및 복구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암 세포주에서 분석하고 그 분자 기전을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AMP 신호 전달계는 폐암 세포주에서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이중 가닥 파손

복구를 지연시켰다.

2.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해 폐암 세포주에서

XRCC4, DNA- Ligase IV 모집을 조절하여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켰다.

3.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단백질 인산 가수분해효소 2A

–ATM을 통해 폐암 세포주에서 트레오닌 2609 인산화를 조절하여 감마선

조사로 발생한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지연시켰다.

4. cAMP 신호 전달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A를 통해 여러 암 세포주에서 감

마선 조사로 발생하는 비상동성 재조합 복구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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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Human genome is continuously subject to DNA damages by

various endogenous and exogenous factors, and various DNA repair systems

restore the damaged DNA to maintain genomic integrity. DNA double strand

breaks (DSB) are repaired mainly by homologous recombination (HR) and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 with NHEJ being the most predominant

system. DNA-dependent protein kinase (DNA-PK) is the major enzyme of

NHEJ, and the catalytic subunit of DNA-PK (DNA-PKcs) is phosphorylated at

numeroous sites in response to DNA damage. The phosphorylation is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enzyme activity and DNA ends processing. cAMP signaling

system is activated by various signals such as hormones and neurotransmitters,

and it regulates numerous phys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cellular proliferation

and death. We hypothesized that cAMP signaling might involve in the regulation

of DNA DSB repair. Thu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and its

underlying mechanisms of cAMP signaling on the repair of DNA damages

induced by ionizing radiation.

Methods: cAMP signaling was activated in cancer cells by expressing a

constitutively active Gαs or by treating with isoproterenol and prostaglandin E2

(PGE2). DNA damage was assessed by neutral comet assay or γ-H2AX foci by

conforcal microscopy,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 was assessed by

fluorescent reporter plasmid using flow cytometry and recruitment of XRCC4

and DNA-ligase IV by immunofluorescence microscopy.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and ATM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Results: Activation of cAMP signaling by treatment with isoproterenol and

prostaglandin E2 or by expression of constitutively active Gαs delayed the repair

of γ-ray radiation-induced DNA damage as analyzed by neutral Comet and γ

-H2AX foci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 lines. Gαs expression delayed the

repair of I-SceI endonucleases-induced double strand breaks. Treatment with

PGE2 delayed the recruitment of DNA-ligase IV or XRCC4, a major component

of NHEJ. PGE2 treatment decreased radiation-induced DNA-PKcs phosphory

lation at threonine-2609 (T2609) but increased phosphorylation of serine-2056

(S2056). Inhibition of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 abolished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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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GE2 on the phosphorylation of DNA-PK at S2056 and T2609. Inhibition of

Ataxia Telangiectasis Mutated Proteins (ATM) or protein phosphatase 2A

(PP2A) abolished PGE2 effect on T2609 phosphorylation. Activated cAMP

signaling by treatment with isoproterenol, PGE2 reduced γ-H2AX induced by γ

-ray radiation in malignant melnoma cells (SK-MEL-2 and SK-MEL-28),

uterine cervical cancer cells (HeLa and SiHa), and increased γ-H2AX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s (A549 and H1299). cAMP signaling also

increased threonine 2609 phosphorylation of DNA-PK in SK-MEL-28 and HeLa

cells, decreased in A549 cells. In addition, recruitment of DNA-Ligase IV,

XRCC4 increased in SK-MEL-28, HeLa cells, decreased in A549 cells.

Conclusion: cAMP signaling delayed non-homologous end joining by regulating

the phosphorylation of DNA-PKcs or recruitment of DNA-Ligase IV, XRCC4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s via PP2A-PKA. Also, cAMP signaling

differently regulated non-homologous end joining by differential regulation of

phosphorylation of DNA-PK and recruitment of DNA-Ligase IV, XRCC4

depending upon the cell types. This study might contribute to researches to

improve the therapeutic efficiency of radiation therapy by cell-type specific

regulation of DNA epair by cAMP signaling.

Key words : cyclic AMP, Protein Kinase A, Double strand breaks,

Non-homologous end joining, DNA-dependent protein kinase, Gamma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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