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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Usp28의 DNA 손상 부위 결합 특성과 

상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회복 기작 초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RN 복합체와 Usp28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과 모집에 필요한 최소 domain, DNA 손상 반응 

관여 단백질들인 ATM, RecQL4, Nbs1에 대한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형광단백질 eGFP가 융합된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 발현 벡터를 제작해 레이저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405nm 파장 레이저를 통해 DNA 손상을 유발하고, 

손상 부위의 형광 intensity를 비손상 부위와 비교해 단백질의 상대적인 

모집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Usp28은 ATM, RecQL4, Nbs1 

의존적인 방식으로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

725)을 통해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N 

복합체 성분들 중 Usp28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밝히고 

해당 상호작용에 필요한 Usp28의 최소 domain을 확인하고자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Nbs1이 Usp28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상호작용에 Usp28의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암 발생과 DNA 손상 반응에 관여하는 

Usp28의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의 역할을 일부 밝혔다는 의미를 

가지며, 추후 항암제 개발 및 DNA 손상 반응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Ubiquitin-specific protease 28(Usp28), the MRN complex, 

Nbs1, DNA double-strand breaks, DNA repair 

 

학   번 : 2019-2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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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이론적 배경 

 

인간 세포 속 DNA는 평생 동안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DNA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축적될 경우 

질병이나 암이 발생한다(Tubbs & Nussenzweig, 2017). 다행히도 인간 

세포는 DNA 이중가닥 절단(double-strand break, DSB), DNA 

단일가닥 절단(single-strand break, SSB) 등의 DNA 손상이 생겼을 

경우 해당 부위를 회복할 수 있는 DNA 회복 기작(DNA repair 

pathway)들을 가지고 있다. 인간 세포의 DNA 이중가닥 절단으로 인한 

손상은 대부분 비상동말단연결(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 

혹은 상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HR)에 의하여 회복된다. 

상동재조합 회복 기작은 자매염색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주기 중 

S/G2기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세포주기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비상동말단연결이 DNA 이중가닥 절단 손상에 대한 주요한 회복 

기작으로 작용한다(Aparicio, Baer, & Gautier, 2014; Scully, Panday, 

Elango, & Willis, 2019; X. Zhao et al., 2017). 하지만 비상동말단연결 

회복 기작은 DNA 손상 부위의 완전한 회복을 매개하지 않으며 일부분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상동재조합 회복 기작은 

자매염색분체의 상보적인 DNA 서열을 이용해 DNA 손상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DNA 손상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MRN 복합체(MRN complex)는 Mre11, Rad50, Nbs1의 세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DNA의 이중가닥 절단으로 인한 손상을 

초기에 인식하고 손상 부위에 결합한다. MRN 복합체는 DNA 이중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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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부위에 모집된 후, DNA 회복 기작에서 중요한 조절자로 작용하는 

인산화 효소 ATM(ataxia-telangiectasia mutated)을 DNA 손상 

부위로 모집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관여한다(Lee & Paull, 2005; 

Maréchal & Zou, 2013).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된 ATM은 다양한 

하위 단백질들을 인산화 하여 상동재조합 회복 기작에 참여한다. 이처럼 

MRN 복합체는 DNA 이중가닥 절단 손상에 대한 상동재조합 회복 

기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척추동물에서는 

텔로미어 안정성과 세포 주기 checkpoint를 조절하는 등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ai et al., 2017; Rupnik, Grenon, & 

Lowndes, 2008; Syed & Tainer, 2018; van den Bosch, Bree, & 

Lowndes, 2003; Y. Zhang, Zhou, & Lim, 2006).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 중 Nbs1 단백질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enzymatic 활성은 

없지만, ATM, γH2AX, MDC1과 같은 DNA repair 관련 단백질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Chapman & Jackson, 2008; Kobayashi 

et al., 2002; Rupnik et al., 2008; You, Chahwan, Bailis, Hunter, & 

Russell, 2005), 최근에는 Nbs1의 Lys63 ubiquitination이 ATM의 

활성화에 관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Ha et al., 2019). 

 

유비퀴틴(ubiquitin, Ub)은 7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며, 유비퀴틴화(ubiquitylation)는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PTMs)의 일종으로 유비퀴틴 단백질이 기질 단백질에 

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는 세포 내의 다양한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흥미로운 점은 유비퀴틴은 

아세틸화(acetylation)나 인산화(phosphorylation)와 같은 다른 

PTMs를 통해 변형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Lys 잔기를 유비퀴틴화 

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형시킬 수 있어 더욱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유비퀴틴 단백질의 Lys6, Lys11, Lys27, Lys29, Lys33, 

Lys48, Lys63 잔기가 유비퀴틴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몇 번째 Lys 잔기가 유비퀴틴화 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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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된다(Herhaus & Dikic, 2015; Ikeda & Dikic, 2008; Komander & 

Rape, 2012). 유비퀴틴화는 크게 mono-ubiquitination, poly-

ubiquitination, multi-ubiquitination으로 구분되며, 각 유비퀴틴화 

형태는 서로 다른 세포 내 반응을 매개한다(Sadowski, Suryadinata, 

Tan, Roesley, & Sarcevic, 2012). 이중에서도 Lys48 linked poly-

ubiquitination을 통한 기질의 유비퀴틴화는 26S proteasome을 통한 

기질의 degrad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Chau et al., 

1989; Grice & Nathan, 2016). 이렇게 유비퀴틴화 형태에 따른 

단백질들의 다양한 세포 내 기능과 반응을 ‘the ubiquitin code’라고 

부르기도 한다(Harrigan, Jacq, Martin, & Jackson, 2018; Komander & 

Rape, 2012). 최근에는 Nbs1, Ku80, H2A 등 DNA 손상 반응에 

관여하는 많은 단백질들이 유비퀴틴화를 통해 세포 내의 DNA 회복 

기작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ergink & Jentsch, 2009; 

Bergink et al., 2006; Ha et al., 2019; Postow et al., 2008). 따라서, 

DNA 회복 기작을 연구함에 있어서 유비퀴틴화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 

내 다양한 DNA 손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유비퀴틴화는 유비퀴틴의 C-terminus 부위를 기질의 Lys 잔기의 

ε-amino group에 붙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해당 기작은 

E1 ubiquitin-activating enzyme, E2 ubiquitin-conjugating enzyme, 

E3 ubiquitin ligase의 세 가지 효소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E1 

ubiquitin-activating enzyme은 유비퀴틴의 글라이신(G76) carboxyl 

그룹과 thiol ester를 형성하여 유비퀴틴의 C-terminus가 

nucleophilic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후 E2 ubiquitin-

conjugating enzyme이 활성화된 유비퀴틴을 운반하고, E3 ubiquitin 

ligase가 활성화된 유비퀴틴을 E2 ubiquitin-conjugating enzyme에서 

기질 단백질로 옮겨준다(Hershko, Heller, Elias, & Ciechanover, 

1983; Pickart, 200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비퀴틴화 된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proteasomal proteolysis, endocytosis, 세포 주기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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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세포 내에는 역으로 기질에서 유비퀴틴을 제거하여 유비퀴틴화에 

의한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비퀴틴화는 가역적(reversible)이고 역동적으로 세포 내 다양한 

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 기질에서 유비퀴틴을 제거하는 과정을 

탈유비퀴틴화(deubiquitination)라고 하며(Amerik & Hochstrasser, 

2004), 사람에게는 탈유비퀴틴화 과정을 조절하는 100가지가 넘는 

탈유비퀴틴화 효소(deubiquitylating enzyme, DUB)들이 존재한다. 

DUB들은 크게 ubiquitin-specific proteases(USPs), ubiquitin 

carboxy-terminal hydrolases(UCHs), ovarian tumour 

proteases(OTUs), Machado–Josephin domain-containing 

proteases(MJDs), motif-interacting with ubiquitin-containing novel 

DUB family(MINDYs), JAB1/MPN/MOV34 metalloenzyme 

family(JAMMs)의 6가지 subfamily들로 구분되며, zinc 

metallopeptidase인 JAMMs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모두 cysteine 

peptidase에 해당한다(Abdul Rehman et al., 2016; Harrigan et al., 

2018; Wang et al., 2018; Zhen, Knobel, Stracker, & Reverter, 2014).  

 

USP 그룹에 속하는 Usp28(ubiquitin specific peptidase/protease 

28)은 탈유비퀴틴화 효소로써 STAT3, c-MYC, FBW7, H2A 등 

다양한 기질에 부착된 유비퀴틴을 분해하여 ubiquitin proteasome 

pathway(UPP)를 저해해 기질의 안정화(stabilization)에 관여하거나, 

기질에서 유비퀴틴을 제거하여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F. Li et al., 2019; Li, Huang, Wang, Chen, & Huang, 2019; Tu 

et al., 2012; Wang et al., 2018). 또한, H460 세포주에서 DNA 손상 

반응에 참여하는 단백질들의 안정화에 관여하여 DNA 손상 회복 

기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D. Zhang, Zaugg, 

Mak, & Elledge, 2006). Usp28은 Usp25와 매우 유사한 서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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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지며, dimer 형태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Usp28은 N-

terminal 부위에 하나의 ubiquitin-associated(UBA) domain(amino 

acids 22-60)과 두 개의 ubiquitin interaction motifs(UIM)(amino 

acids 97-135)가 존재하며, 중간 부위에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703)이 존재한다. Catalytic domain 안에는 Usp28의 

dimerization에 관여하는 insertion domain(amino acids 399-580)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Gersch et al., 2019; Zhe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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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표 

 

D. Zhang et al. (2006)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폐암 세포주인 

H460 세포주에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DNA 회복 기작에 

작용하는 다양한 DNA 손상 반응 단백질(DNA damage response 

protein, DDR protein)들을 안정화하는데 관여함으로써 DNA 손상 

반응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폐 이외의 인간의 다른 

조직에서 유래한 세포주의 DNA 손상 반응에서 Usp28의 역할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인간은 

조직 특이적인 유전자의 발현(Maniatis, Goodbourn, & Fischer, 

1987)으로 인해 각 조직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경우, Usp28의 결핍은 유방암과 간암의 

발생을 촉진(Richter et al., 2018)시키는 반면 Usp28의 과발현은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세포의 성장을 

촉진(L. Zhang et al., 2015)시키는 등 조직 별로 상반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Usp28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H460 이외의 다른 세포주를 이용한 DNA 

손상 반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D. Zhang et al. (2006)의 

연구는 Usp28이 결핍된 상황에서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 

IR)으로 DNA에 손상을 유발했을 때 Nbs1 단백질의 양이 감소한 것은 

확인하였지만, Usp28과 Nbs1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Usp28이 Nbs1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Nbs1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박순영 (2017)과 Park, Kim, Im, and Lee (2019)의 연구에서는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RecQL4 및 MRN 복합체와 상호작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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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발현된 Usp28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하였으며, RecQL4 단백질이 ATM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위해 필요하고 MRN 복합체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혜민 (2020)의 연구에서는 RecQL4가 결핍된 

세포의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이 

감소하며, Usp28을 과발현할 경우 RecQL4가 결핍된 세포의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Usp28이 MRN 복합체 및 RecQL4와 상호작용하며,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 유지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Usp28이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들 

중 정확히 어떤 단백질과 가장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어떠한 

기작으로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 결합하여 MRN 복합체 안정성 

유지에 관여해 DNA 손상 반응에 참여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5nm 파장 레이저 미세 조사(laser 

microirradiation) 실험을 수행하여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 결합 양상을 보이고, 해당 결합에 필요한 Usp28의 

최소 domain과 인산화 효소, DNA 손상 반응 관여 단백질(DNA 

damage response protein, DDR protein)들을 규명해 Usp28의 DNA 

손상 부위 결합 기작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 회복에 

관여하는 기작을 이해하고자 공동 면역침강법(Co-IP)을 이용하여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을 보이고, 해당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Usp28의 최소 

domain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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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및 재료 

 

 

제 1 절 세포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간 골육종 세포(human bone osteosarcoma 

epithelial cell) U2OS는 5% CO2, 37℃ 조건이 유지되는 humidified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U2OS 배양을 위해 10% FBS(Fetal Bovine 

Serum; Welgene, Korea)와 Antibiotics(Welgene, Korea)가 포함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Welgene, Korea)을 

이용하였다(Freshney, 2010; Park et al., 2019; Shin, Jeong, Kim, Im, 

& Lee, 2019). 

 

제 2 절 플라스미드 

 

본 연구에서는 Usp28의 Nbs1 상호작용 domain과 DNA 손상 부위 

결합에 필요한 domain을 찾기 위하여 Usp28이 truncation된 다양한 

derivatives를 발현하는 플라스미드(plasmid) 벡터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subcloning의 backbone으로 사용할 2HA-NLS-

pcDNA3.1(-)와 eGFP-2HA-NLS-pcDNA3.1(-)를 제작하였다. 

PCR과 subcloning을 통하여 backbone 발현 벡터에 Usp28이 

truncation된 형태의 단백질을 발현하기 위한 DNA 서열을 삽입하였다. 

Usp28의 derivatives는 각각 Full(amino acids 1-1045), CD1(amino 

acids 1-707), CD2(amino acids 1-580), CD3(amino acids 1-409), 

CD4(amino acids 1-156), CD5(amino acids 149-409), ND1(amino 

acids 149-1045), ND2(amino acids 399-1045), ND3(amino acids 

571-1045), ND4(amino acids 699-1045), ND5(amino acids 571-

725), ND6(amino acids 571-785) 부분을 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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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된 발현 벡터들 중 eGFP-2HA-NLS-pcDNA3.1(-

)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분자세포생물학 연구실 김진수가 

만들었으며, Flag-Nbs1은 아주대학교 지재훈 교수로부터 기증 받았다. 

Flag-Mre11 발현 벡터는 성균관대학으로부터 기증 받았다. 이외의 

발현 벡터들은 연구자 본인이 모두 직접 제작하였다. 

 

제 3 절 프라이머 

 

DNA subcloning을 위해서 PCR에 사용된 프라이머(primer)들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라이머들은 모두 

Macrogen(Korea)에서 구매하였다.  

 

[표 1] DNA subcloning PCR에 사용된 프라이머 

프라이머 서열 

CD1_F 5’-GTCAGGATCCATGACTGCGGAGCTGCAG- 3’ 

CD1_R 5’-GTCAAAGCTTTTACTCCATTTGAGGGATTTTGC- 3’ 

CD2_R 5’-GTCAAAGCTTTTAACGAAGGAGAGGATCGCAG- 3’ 

CD3_R 5’-GTCAAAGCTTTTATCTCTTATTTCGAATAAGCTCC- 3’ 

CD4_R 5’-GTCAAAGCTTTTATCTCCTCCAGTCATTGGGAT- 3’ 

ND1_F 5’-GTCAGGATCCCCCAATCCCAATGACTGGA- 3’ 

ND1_R 5’-GTCAAAGCTTTTATTTCACTGTCACAGTTGAA- 3’ 

ND2_F 5’-GTCAGGATCCTACAGGAGCAAGGAGCTTAT- 3’ 

ND3_F 5’-GTCAGGATCCGAACAGATGTACTGCGATCC- 3’ 

ND4_F 5’-GTCAGGATCCCAGTCTTGCAAAATCCCTCA- 3’ 

ND5_R 5’-GTCAAAGCTTTTATACTGAAGGCTCTTGTGATG- 3’ 

ND6_R 5’-GTCAAAGCTTTTAGGGGGTCTCTTTGGCAAG- 3’ 

eGFP_F 5’-GTCAGCGGCCGCAATGGTGAGCAAGGGCGAG- 3’ 

eGFP_R 5’-GTCAGCGGCCGCCTTGTACAGCTCGTCCATG- 3’ 

Usp28_F 5’-GTCAGCGGCCGCAATGACTGCGGAGCTGCAG- 3’ 

Usp28_R 5’-GTCAGGATCCTTATTTCACTGTCA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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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iRNA 

 

유전자 knockdown을 위해서 siRNA(small interfering RNA)를 

Neon Transfection System(MPK500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이용하여 U2OS 세포에 형질주입(transfection) 하였다. 

사용한 siRNA의 서열과 구입처는 [표 2]와 같다. 

 

[표 2] siRNA 서열 및 구입처 

목표 

유전자 

 

서열 

 

구입처 

GL2 5’ -AACGUACGCGGAAUACUUCGA- 3’ Bioneer, 

Korea 

Nbs1 5’ -CCAACUAAAUUGCCAAGUA- 3’ ST pharm, 

Korea 

RecQL4 5’ -GACUGAGGACCUGGGCAAA- 3’ Bioneer, 

Korea 

 

제 5 절 형질주입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미드 형질주입(transfection)을 위해 

Lipofectamine 3000(Thermo Fisher Scientific, USA) reagent를 

이용하였다. 60mm cell culture dish를 기준으로, 200μL serum free 

DMEM에 플라스미드 DNA와 P3000 reagent(DNA ug*2μL)를 넣어 

준 후 나머지 하나의 200μL serum free DMEM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 7.5-15μL을 첨가했다. 그 후에 DNA와 P3000 

reagent가 들어있는 serum free DMEM을 Lipofectamine 3000 

reagent와 serum free DMEM이 들어있는 e-tube로 옮겨 섞어준 후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15분 후 60mm dish에 seeding되어 있는 세포 

위에 reagent를 골고루 뿌려준 뒤 24-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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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공동 면역침강 

 

공동 면역침강(co-immunoprecipitation, Co-IP)을 위해 준비된 

세포는 얼음 위에서 4℃ DPBS(Welgene, Korea)로 한 번 세척 후 cell 

scraper를 이용하여 harvest 하였다. Harvest된 세포는 4℃, 2000rpm 

조건에서 5분 간 원심분리(centrifugation) 후 lysis buffer(40mM 

pH7.5 Tris-HCl, 100-175mM NaCl, 2.5mM MgCl2, 1mM DTT, 5% 

glycerol, 0.2% NP40, 20mM NaF, 100uM sodium orthovanadate, 

cocktail protease inhibitors)로 lysis 하였다. 준비된 cell lysate는 

sonication한 후 Benzonase(M018S, Enzynomics, Korea)를 0.25-

0.5U/μL 농도로 4℃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Benzonase 처리가 

끝난 cell lysate는 13000rpm, 4℃ 조건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clearing 하였다.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Gel(A2220, Sigma-

aldrich, USA)과 Puredown Protein A-Agarose(P9201, Gendepot, 

USA) 두 가지 beads에 대한 비특이적인 단백질 결합을 막기 위해 두 

종류의 agarose beads를 4℃에서 wash buffer(40mM pH7.5 Tris-

HCl, 100-175mM NaCl, 2.5mM MgCl2, 1mM DTT, 5% glycerol, 

0.05-0.1% NP40, 5mM NaF, 100uM sodium orthovanadate, 1mM 

PMSF, 5μg/mL Leupeptin, 1mM Benzamidine, 1μM Pepstatin, 1mM 

EDTA) 1mL로 5분 동안 shaker 위에서 세척(A beads는 1번, Flag 

beads는 2번 세척) 후 blocking buffer(3% BSA(Bovine Serum 

Albumin), 40mM pH7.5 Tris-HCl, 100-175mM NaCl, 2.5mM MgCl2, 

1mM DTT, 5% glycerol) 1mL로 4℃, shaker 위에서 30분 이상 

blocking 하였다. Blocking 후 beads를 wash buffer 1mL로 4℃, 

shaker에서 5분 간 세척하였다. Flag IP(immunoprecipitation)의 경우, 

단백질을 pull down하기 위해 Bradford assay로 cell lysate를 정량 후 

100-300μg의 단백질을 blocking된 anti-Flag beads와 4℃, shaker 

위에서 3시간 동안 binding 하였다. HA IP(immunoprecipit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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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0-200μg 단백질을 HA antibody(C12A5 anti-HA mAb)와 

4℃, shaker 위에서 1-2시간 동안 binding 후 Protein A beads와 1-

2시간 binding 하였다. Binding이 끝난 beads sample은 1000rpm, 4℃ 

조건에서 1분 동안 원심분리 되었으며, 상층액 제거 후 4℃, shaker 

위에서 wash buffer 1mL로 5분 간 세척되었다. Beads 세척은 4-5번 

반복하였다. 세척 후 wash buffer를 제거한 뒤 1-1.5X SDS-PAGE 

sample buffer를 첨가한 뒤 10분 동안 끓여 denaturation 및 elution 

하였다(Shin et al., 2019). 

 

제 7 절 웨스턴 블롯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을 위한 세포 추출물은 lysis buffer(1% 

NP40, 5mM NaF, 100μM sodium orthovanadate, cocktail protease 

inhibitor, 5mM EDTA)로 세포를 lysis시켜 준비하였다. 세포 추출물은 

lysis 후 sonication 되었으며, Bradford assay를 통해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정량 후 20-30μg 정도의 단백질을 SDS polyacrylamide 

gel을 통해 전기영동 하였으며, 350-400mA, 4℃ 조건에서 1-2시간 

nitrocellulose(NC) membrane으로 transfer했다. Transfer 후 

TBS(0.01M Tris, 0.15M NaCl, pH8.0)로 NC membrane을 세척한 뒤, 

항체의 비특이적인 결합을 막기 위해 5% non-fat milk를 포함한 

TBS로 상온, shaker 위에서 30분 이상 blocking 하였다. Blocking 후 

TBS로 NC membrane을 세척해준 뒤, 1차 항체를 적절한 비율로 3% 

BSA를 포함한 TBS 혹은 5% non-fat milk를 포함한 TBS에 희석하여 

4℃, shaker 위에서 overnight(16시간 이상)으로 binding 하였다. 1차 

항체 binding 후 NC membrane을 TBS-T(0.05% Tween 20를 

포함하는 TBS)로 상온에서 20-30분 세척한 뒤, 2차 항체를 5% non-

fat milk를 포함하는 TBS에 1:10000으로 희석하여 shaker 위에서 

1시간, 상온에서 binding하였다. 2차 항체 binding 후, NC membra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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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의 shaker에서 TBS-T로 10분씩 6번 이상(총 1시간 이상) 

세척하였다. 세척이 끝난 뒤, ECL 용액 1&2를 NC membrane에 뿌려 

반응시킨 후 필름에 감광하여 현상하였다(Shin et al., 2019).  

 

제 8 절 항체 

 

본 연구에서 웨스턴 블롯, 공동 면역침강법에 사용된 항체는 [표 3, 

4]와 같다. 

[표 3] 웨스턴 블롯, 공동 면역침강법에 사용된 1차 항체 

타겟 단백질 제품명, 구입처 

Lamin B1 Ab16048, abcam 

HA(W/B) AE008, ABclonal 

 

HA(Co-IP) 

C12A5 anti-HA mAb, from Jerard Hurwitz 

Lab(Moon, Kong, Lee, Raychaudhuri, & Hurwitz, 

1999) 

Flag F1804, Sigma 

Nbs1 A7703, ABclonal 

GFP Sc-9996, Santacruz 

Skp2 Sc-7164, Santacruz 

Mre11 GTX30294, GeneTex 

RecQL4 AR05-PA0007, AbFrontier 

Mouse 

control IgG 

AC011, ABclonal 

 

[표 4] 웨스턴 블롯에 사용된 2차 항체 

타겟 Host 제품명, 구입처 

Mouse Mouse IgG antibody(HRP), GTX213111-01, GeneTex 

Rabbit Rabbit IgG antibody(HRP), GTX213110-01, Gene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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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레이저 미세 조사를 이용한 DNA 손상 유발 

 

레이저 미세 조사(microirradiation) 실험을 위해 confocal dish 

(101350, SPL, Korea)에 U2OS cell을 seeding한 후 24시간 뒤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해 eGFP가 융합된 단백질을 

발현하는 플라스미드 벡터를 형질주입 하였다. 형질주입 24시간 뒤, 

미세 조사(microirradiation) 직전에 Hoechst 33342(H357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5μg/mL 농도로 10분 동안 처리하였다. 본 

실험의 미세 조사를 위하여 CO2 농도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챔버를 

가진 공초점 현미경(LSM880, Zeiss, Germany)과 ZEN 2.3 SP1(black 

edition) software(Zeiss, Germany)를 사용하였다. DNA 손상 유발을 

위해 405nm 파장의 레이저를 60% 출력으로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Usp28과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의 DNA 손상 부위 결합 특성을 확인하고자 300초 동안 

10초 간격으로 31회의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ZEN 2.3 SP1(black 

edition) software(Zeiss, Germany)와 ZEISS ZEN 2.6(blue edition) 

software(Zeiss, Germany)를 이용하여 ROI(Region Of Interest)의 

형광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DNA 손상 부위의 상대적인 형광 

intensity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ROID(ROI of damaged 

region)/ROIU(ROI of undamaged region)의 형광 intensity 비율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Kim, Kumbhar, Gong, & Mill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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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DNA 손상 부위 

결합 기작 

 

 

H460 세포주에서 다양한 DDR(DNA damage response) 

단백질들의 안정화에 관여하여 DNA 손상 반응에 참여한다고 알려진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Zhang. D et al., 2006)이 U2OS 세포주에서 

실제로 DNA 손상 부위에 localization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405nm 파장 레이저 미세 조사(microirradia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N-terminus에 형광단백질 eGFP가 

융합된 Usp28의 발현 벡터 2HA-eGFP-Usp28-pcDNA3.1(-)(이하 

eGFP-Usp28)를 제작하였다. 

 

Confocal dish에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해 eGFP-Usp28을 형질주입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뒤, Hoechst 33342를 5μg/mL 농도로 10분 동안 

처리한 후 405nm 레이저 미세 조사를 통해 DNA 이중가닥 절단(DNA 

double-strand break)을 발생시키고 eGFP 형광의 intensity를 300초 

동안 1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eGFP가 융합된 Usp28을 

발현시킨 U2OS 세포에서 레이저 미세 조사를 수행하여 DNA 이중가닥 

절단이 발생한 부위의 형광 intensity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상태로 

300초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그림 1 A, B)하였다. 이는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어 300초 동안 손상 부위에 

안정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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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DNA 손상 부위 결합 

(A) U2OS 세포에 eGFP-Usp28을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형질주입한 후, 24시간 뒤에 10분 동안 Hoechst 33342를 

5μg/mL으로 처리한 뒤, 레이저 출력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미세 조사(microirradiation)를 수행하였다. 미세조사 후 

0초부터 300초까지 시간에 따른 형광 intensity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흰색 사각형은 405nm 레이저를 조사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B) 시간에 따른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n=12,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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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이 DNA 손상 회복 기작에서 

sensor와 transduc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kinase들인 

ATM(ataxia-telangiectasia mutated)과 DNA-PK(DNA-dependent 

protein kinase)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kinase에 

대한 inhibitor를 처리한 후 레이저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Confocal dish에 U2OS 세포를 seeding하고 24시간 뒤, 준비된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eGFP-Usp28 발현 

벡터를 형질주입 하였다. 레이저 미세 조사 실험을 시작하기 전 ATM 

inhibitor(KU-55933, Sigma-Aldrich)와 DNA-PK inhibitor(NU-

7441, Axon Medchem) 각각 혹은 모두를 1시간 동안 10μM 농도로 

처리한 뒤, 10분 동안 Hoechst 33342를 5μg/mL 농도로 처리하고 

레이저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은 ATM의 kinsase 활성을 

억제하거나 ATM과 DNA-PK의 kinase 활성을 모두 억제하는 경우에 

DNA 손상 부위에 상대적으로 잘 모집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A, B, C). 반면에 DNA-PK의 kinase 활성만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Usp28이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샘플의 140초 구간에서의 형광 intensity 값을 통계 

처리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샘플(mock)과 DNA-PK 

inhibitor를 처리한 샘플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에, 

mock과 ATM inhibitor를 처리한 샘플, mock과 ATM, DNA-PK 

inhibitor 모두를 처리한 샘플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C). 따라서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은 인산화 

효소 ATM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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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sp28의 ATM 의존적 DNA 손상 부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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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속] (A) Confocal dish에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eGFP-Usp28을 형질주입한 

후, 24시간 뒤에 ATM inhibitor, DNA-PK inhibitor 각각 혹은 모두를 

10μM 농도로 1시간 동안 사전 처리하였다. 미세 조사 실험 직전에 

10분 동안 Hoechst 33342를 5μg/mL으로 처리하였다. 미세 조사 

실험은 레이저 출력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Pre는 미세 조사 전, Post는 미세 조사 후의 사진을 

의미하며, 흰색 사각형은 405nm 레이저가 조사된 부분을 의미한다. (B) 

ATM inhibitor와 DNA-PK inhibitor 처리 후, 샘플 각각에 대한 

eGFP-Usp28의 시간에 따른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n=16,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C) 각 

샘플의 140초 구간에서의 형광 intensity 값을 상자 수염 그림(box-

and-whisker plot)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n=16, ns: not significant,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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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Usp28이 DNA 손상 부위로 localization 되는데 필요한 

Usp28의 최소 domain을 확인하고자 형광단백질 eGFP가 융합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를 제작하였다(그림 3). 

전장(full length) Usp28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 derivatives에는 핵 

위치화(nuclear localization)를 위해 N-terminus 부위에 SV40의 

NLS(nuclear localization sequence) 서열을 삽입하였다. Full length 

Usp28과 마찬가지로 confocal dish에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사용하여 다양한 truncation 형태의 

Usp28 derivatives를 형질주입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미세 조사 실험 시작 전, Hoechst 33342를 5μg/mL 농도로 10분 간 

처리하였다. Hoechst 처리 후 레이저 세기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다양한 

derivatives 중 Full, CD1-3, CD5, ND1-3, ND5는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는 반면, CD4와 ND4는 상대적으로 DNA 손상 부위에 모집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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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GFP가 융합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 모식도 

레이저 미세 조사 실험을 위해 제작한 형광단백질 eGFP가 융합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야생형인 Full length를 제외한 나머지 derivatives는 N-terminus 

부위에 SV40의 핵위치 서열(nuclear localization sequence, NLS)을 

삽입하였다. 모식도 오른쪽에는 +, - 기호를 사용하여 각 derivative가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 모집되는지 여부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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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sp28 derivatives의 DNA 손상 부위 모집 

Confocal dish에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해 eGFP가 융합된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를 

형질주입 하였다. 24시간 뒤, 10분 동안 Hoechst 33342를 

5μg/mL으로 처리하고 레이저 출력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Pre는 미세 조사 전, Post는 

미세 조사 후의 사진을 의미하며, 흰색 사각형은 405nm 레이저를 

조사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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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28의 derivatives를 발현시킨 U2OS 세포에서, 시간에 따른 각 

derivative들의 DNA 손상 부위로의 모집 양상을 상대적인 형광 

intensity 값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ZEN 2.3 SP1(black 

edition) software(Zeiss, Germany)를 활용해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값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그림 5 A, B, C). 데이터 

해석 결과, Usp28의 derivative들 중 CD4와 ND4를 제외한 나머지 

derivatives는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300초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DNA 손상 부위에 모집되어 300초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CD4와 ND4는 형광 

intensity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DNA 손상 

부위에 잘 모집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에는 Usp28의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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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에 따른 Usp28 derivatives의 DNA 손상 부위 모집 양상 

Usp28 derivatives의 시간에 따른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A) Full, CD1-4의 ROID/ROIU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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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속] intensity 비율. (n=17,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B) Full, ND1-4의 ROID/ROIU 형광 intensity 비율. (n=17,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C) Full, CD5, ND5의 ROID/ROIU 형광 

intensity 비율. (n=12,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26 

이에, Usp28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

725)의 DNA 손상 부위 결합에 인산화 효소 ATM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eGFP-Usp28-CD5, eGFP-Usp28-ND5의 두 가지 

derivatives를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U2OS 세포에 

형질주입 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ATM inhibitor를 10μM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한 뒤, 레이저 미세 조사 실험을 통해 DNA 손상 부위 

모집 양상을 관찰하였다. 

 

eGFP-Usp28-CD5에 대한 미세 조사 실험 결과, eGFP-Usp28-

CD5의 DNA 손상 부위 모집은 ATM 의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A, B).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eGFP-

Usp28-CD5는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었지만, ATM inhibitor를 

처리한 경우에는 eGFP-Usp28-CD5가 DNA 손상 부위로 잘 모집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A). eGFP-Usp28-CD5의 ATM 

의존적인 DNA 손상 부위 모집 양상을 시간에 따른 형광 intensity 값 

비율 변화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그림 6 B),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광 intensity 비율이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eGFP-Usp28-CD5가 DNA 손상 부위에 결합하여 300초 

동안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TM inhibitor를 처리한 

경우에는 형광 intensity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eGFP-Usp28-CD5가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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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TM 의존적인 Usp28-CD5의 DNA 손상 부위 모집 

Confocal dish에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eGFP-Usp28-CD5를 형질주입한 후, 24시간 

뒤에 ATM inhibitor를 10μM 농도로 1시간 동안 사전 처리하였다. 

미세 조사 실험 직전, 10분 동안 Hoechst 33342를 5μg/mL으로 

처리하였다. 미세 조사는 레이저 출력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A) Pre는 미세 조사 전, Post는 미세 조사 후의 

사진을 의미한다. 흰색 사각형은 405nm 레이저가 조사된 부분을 

의미한다. (B) 샘플 각각에 대해 eGFP-Usp28-CD5의 시간에 따른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n=10,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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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P-Usp28-ND5을 이용하여 미세 조사 실험을 진행한 결과, 

eGFP-Usp28-ND5의 DNA 손상 부위 모집 역시 ATM 의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그림 7 A, B).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Mock 샘플의 경우, eGFP-Usp28-ND5가 DNA 손상 부위에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광 intensity를 보였지만, ATM inhibitor를 처리한 

경우에는 eGFP-Usp28-ND5가 DNA 손상 부위에 잘 결합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광 intensity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A).  

 

eGFP-Usp28-ND5의 ATM 의존적인 DNA 손상 부위 모집 

양상을 정량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시간에 따른 형광 

intensity 비율 변화를 10초 단위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그림 

7 B).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초 동안 높은 형광 

intensity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eGFP-Usp28-ND5가 DNA 손상 

부위에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이 보이는 반면, ATM inhibitor를 

처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광 intensity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eGFP-Usp28-ND5가 DNA 손상 부위로 잘 모집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Usp28의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을 포함하는 최소 영역인 ND5와 CD5 모두 ATM 

inhibitor를 처리하여 ATM의 kinase 활성이 억제된 상황에서는 DNA 

손상 부위에 상대적으로 잘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atalytic domain을 통한 Usp28의 DNA 손상 부위 결합은 ATM 

의존적인 방식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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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TM 의존적인 Usp28-ND5의 DNA 손상 부위 모집  

Confocal dish에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해 eGFP-Usp28-ND5를 형질주입한 후, 24시간 뒤에 

ATM inhibitor를 10μM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미세 조사 

실험 전, 10분 동안 Hoechst 33342를 5μg/mL으로 처리하였고, 미세 

조사는 레이저 출력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A) Pre는 미세 조사 전, Post는 미세 조사 후의 사진을 

의미하며, 흰색 사각형은 405nm 레이저가 조사된 부분을 의미한다. (B) 

샘플 각각에 대해 eGFP-Usp28-ND5의 시간에 따른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n=11,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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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Usp28과 MRN 복합체의 단백질 상호작용 

 

 

박순영 (2017)의 연구에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과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Mre11, Nbs1의 상호작용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최혜민 (2020)의 면역염색 실험 결과에 따르면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은 neocarzinostatin(NCS)에 의한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RecQL4가 knockdown된 U2OS 세포는 NCS 

처리로 인해 발생한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반면, RecQL4가 knockdown된 세포에 

Usp28을 과발현시키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의 MRN 복합체 

안정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DNA 손상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여하는 기작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자 공동 면역침강법(Co-IP)을 수행하여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Nbs1과 Mre11 중 더 안정적으로 Usp28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탐색하였다. NaCl을 이용해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온 결합을 방해하여,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단백질과의 상호작용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P(Immunoprecipitation) buffer의 NaCl 농도를 점차 증가시키며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DNA 이중가닥 절단에 따른 

상호작용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NCS(N9162, Sigma-Aldrich)를 

이용하여 DNA 이중가닥 절단 손상을 유발하였다. 세포를 harvest하기 

전, NCS를 200ng/mL 농도로 15분 동안 처리한 후 새로운 DMEM 

배지로 갈아준 뒤 1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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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 NaCl IP buffer 조건에서는 Flag-Mre11과 Flag-Nbs1을 

각각 IP한 결과, NCS에 의한 DNA 손상과 관계없이 Mre11과 Nbs1 

모두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A, B). 반면, 150mM NaCl IP buffer 조건에서 동일하게 Flag-

Mre11과 Flag-Nbs1으로 IP한 결과, NCS에 의한 DNA 손상과 

관계없이 Mre11은 Usp28과 상호작용하지 못하였지만, Nbs1은 

Usp28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A, B). 

따라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은 DNA 이중가닥 절단 손상과 

관계없이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 중 Nbs1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E3 ubiquitin ligase인 Skp2 단백질 역시 100mM 

NaCl 조건에서는 Mre11과 Nbs1 모두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50mM NaCl 조건에서는 Mre11이 아닌 Nbs1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kp2를 통한 

Nbs1의 유비퀴틴화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Nbs1의 유비퀴틴화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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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00mM NaCl 조건에서 Usp28과 Nbs1, Mre11의 상호작용 

100mM NaCl 조건에서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DNA 이중가닥 절단 유발을 위해 neocarzinostatin(NCS)을 15분 동안 

200ng/mL로 처리한 후, 새로운 DMEM 배지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A)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Flag-Mre11과 2HA-Usp28을 형질주입하고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시킨 후, Flag-Mre11을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이용해 pull-down하여 웨스턴 블롯을 진행하였다. (B)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Flag-Nbs1과 2HA-

Usp28을 형질주입하고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시킨 후, Flag-Nbs1을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이용해 pull-down한 뒤, 

웨스턴 블롯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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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50mM NaCl 조건에서 Usp28과 Nbs1, Mre11의 상호작용 

150mM NaCl 조건에서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Co-IP 시작 전, DNA 이중가닥 절단 유발을 위해 

neocarzinostatin(NCS)을 15분 동안 200ng/mL로 처리한 후 새로운 

DMEM 배지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A)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Flag-Nbs1과 2HA-

Usp28을 형질주입하고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시킨 후, Flag-Nbs1을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이용해 pull-down하여 웨스턴 

블롯을 진행하였다. (B)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Flag-Mre11과 2HA-Usp28을 형질주입하고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시킨 후,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이용해 

Flag-Mre11을 pull-down한 뒤, 웨스턴 블롯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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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Usp28과 Nbs1의 상호작용 기작 

 

 

앞서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Nbs1과 상호작용하는 기작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자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통하여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Nbs1과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최소 domain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DNA 

subcloning을 통해 2HA가 융합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 발현 벡터를 제작하였다(그림 10). 전장(full length)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 derivatives에는 핵 위치화를 위해 N-

terminus 부위에 SV40의 NLS 서열을 삽입하였다.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Nbs1 interacting domain을 찾기 

위하여 준비된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2HA-Usp28 derivatives와 Flag-Nbs1을 형질주입 하고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하였다. 24시간 후, 각각 anti-HA 항체와 Protein A bead,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cell lysate와 binding하여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대한 대조군으로 

아무 단백질도 발현하지 않은 endogenous(endo) 샘플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175mM NaCl IP buffer 조건에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derivatives 중 Full, CD1-3, CD5, ND1-3, ND5-6가 

Nbs1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D4와 ND4는 Nbs1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11 A, 11 B, 12 A, 12 

B, 13 A, 1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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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HA가 융합된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 모식도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위해 제작한 2HA가 융합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s이다. 전장 단백질인 

Full을 제외한 나머지 derivatives는 N-terminus 부위에 SV40의 

핵위치 서열(nuclear localization sequence, NLS)을 삽입하였다. 

모식도 오른쪽에는 +, - 기호를 이용하여 각 derivatives가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Nbs1과 상호작용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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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HA가 융합된 Usp28-Full, CD1-4 derivatives와 Flag-

Nbs1의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 결과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Flag-

Nbs1과 2HA-Usp28 derivatives(Full, CD1-4)를 형질주입하여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시킨 후, 175mM NaCl IP buffer 조건에서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A) anti-HA 항체와 Protein A 

bead를 이용해 Usp28 derivatives를 pull-down한 뒤,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B)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이용해 Flag-

Nbs1을 pull-down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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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HA가 융합된 Usp28-Full, ND1-4 derivatives와 Flag-

Nbs1의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 결과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Flag-

Nbs1과 2HA-Usp28 derivatives(Full, ND1-4)를 형질주입하여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시킨 후, 175mM NaCl IP buffer 조건에서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A) anti-HA 항체와 Protein A 

bead를 이용하여 Usp28 derivatives를 pull-down한 뒤,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B)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이용해 

Flag-Nbs1을 pull-down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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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HA가 융합된 Usp28-Full, CD5, ND5, ND6 derivatives와 

Flag-Nbs1의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 결과 

U2OS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Flag-

Nbs1과 2HA-Usp28 derivatives(Full, CD5, ND5-6)를 형질주입하여 

24시간 동안 공동 발현시킨 후, 175mM NaCl IP buffer 조건에서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수행하였다. (A) anti-HA 항체와 Protein A 

bead를 이용해 Usp28 derivatives를 pull-down한 뒤,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B) anti-Flag M2 Affinity Agarose bead를 이용해 Flag-

Nbs1을 pull-down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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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Usp28의 다양한 derivative들 중 

Nbs1과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도메인을 포함하는 것은 CD5(amino 

acids 149-409)와 ND5(amino acids 571-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이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Nbs1과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 모집 및 MRN 복합체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실은 Usp28의 catalytic domain을 통한 

MRN과의 상호작용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 결합에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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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Nbs1과 RecQL4 의존적인 Usp28의 DNA 손

상 부위 모집 

 

 

최혜민 (2020)의 연구에 따르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의 

MRN 복합체 안정성은 RecQL4와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ark et al. (2019)은 RecQL4가 

ATM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을 보인 바 있으며, 앞서 제시한 제 1 

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은 ATM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RecQL4 단백질이 Usp28의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 결합에 영항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하여, 

본 논문의 제 3 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은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을 

통하여 Nbs1과 상호작용하며,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catalytic domain을 통한 

Nbs1과의 상호작용이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이 

RecQL4 혹은 Nbs1에 의존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iRNA(small 

interfering RNA) 형질주입을 통해 해당 유전자를 knockdown한 후 

레이저 미세 조사 실험을 진행하였다. Neon Transf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Nbs1, RecQL4, GL2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siRNA를 

U2OS 세포에 형질주입한 뒤, 24시간 이상 배양하였다. GL2 유전자 

knockdown 샘플은 실험의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siRNA 형질주입 후 

24시간 이상 지난 세포에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eGFP-Usp28 발현 벡터를 형질주입한 후 24시간 동안 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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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뒤, Hoechst 33342를 5μg/mL 농도로 10분간 처리한 후 60% 

레이저 출력,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siRNA를 통한 유전자 knockdown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롯을 함께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Nbs1이 knockdown된 세포에서는 GL2 유전자를 

knockdown한 세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Usp28이 DNA 손상 부위로 

모집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A, B). GL2 유전자에 대한 

siRNA를 처리한 경우, 405nm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한 부분에 형광 

intensity가 증가하는 반면, Nbs1 유전자에 대한 siRNA를 처리한 경우, 

405nm 파장 레이저를 조사한 부분의 형광 intensity가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4 A).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시간에 따른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값을 10초 

단위로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그림 14 B)를 보면, GL2 유전자를 

knockdown한 경우에는 Usp28이 DNA 손상 부위에 결합하여 

300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Nbs1 유전자를 knockdown한 

경우에는 형광 intensity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Usp28이 DNA 손상 부위에 잘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Usp28은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Nbs1 의존적인 방식으로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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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Nbs1 의존적인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 

U2OS 세포에 Neon Transf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GL2, Nbs1 

유전자 각각에 대한 siRNA를 형질주입한 뒤 confocal dish에 

seeding하였다. 24시간 이상 배양한 뒤,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eGFP-Usp28을 형질주입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뒤, Hoechst 33342를 5μg/mL 농도로 10분 간 처리한 후 

레이저 출력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A) Pre는 미세 조사 전, Post는 미세 조사 후를 

의미하며, 흰 사각형은 405nm 파장 레이저를 조사한 부위를 의미한다. 

유전자 knockdown 확인을 위한 웨스턴 블롯을 함께 진행했다. (B) 

미세 조사 실험 결과를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 그래프로 

나타냈다. (n=22,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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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QL4 유전자가 knockdown된 세포에서 역시 GL2 유전자를 

knockdown한 세포에 비해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A, B). RecQL4 유전자가 knockdown된 경우, 

DNA 손상 부위의 형광 intensity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300초 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은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Nbs1과 DNA 손상 반응 초기 단계와 ATM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RecQL4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DNA 손상 부위에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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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RecQL4 의존적인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 

U2OS 세포에 Neon Transf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GL2와 

RecQL4 유전자 각각에 대한 siRNA를 형질주입한 뒤 confocal dish에 

seeding하였다. 24시간 이상 배양한 뒤, lipofectamine 3000 reagent를 

이용하여 eGFP-Usp28을 형질주입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뒤, Hoechst 33342를 5μg/mL 농도로 10분 동안 처리한 후 

레이저 출력 60%, 5회 반복 조사(5 iteration) 조건으로 미세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A) Pre는 미세 조사 전, Post는 미세 조사 후를 

의미하며, 흰 사각형은 405nm 파장 레이저를 조사한 부위를 의미한다. 

유전자 knockdown 확인을 위한 웨스턴 블롯을 함께 진행했다. (B) 

미세 조사 실험 결과를 각 샘플에 대한 ROID/ROIU의 형광 intensity 

비율 그래프로 나타냈다. (n=15, error bar는 ±표준편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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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에서는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의 

기작을 일부 밝히고, Usp28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Usp28의 DNA 

손상 부위 결합 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405nm 레이저 미세 

조사(microirradiation) 실험을 수행한 결과, Usp28은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을 통하여 DNA 손상 

반응에서 신호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TM 인산화 효소와 

DNA 손상 회복 기작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ATM 활성화에 

관여하는 RecQL4,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인 Nbs1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DNA 손상 부위에 모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Usp28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관여한다는 최혜민 (2020)과 D. Zhang et 

al. (2006)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sp28이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작을 이해하고자 공동 면역침강(Co-IP) 실험을 

통해 MRN 복합체 중 Usp28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탐색하였다. 실험 결과, Usp28은 MRN 복합체의 구성 성분 중 Nbs1과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상호작용에 Usp28의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그림 9, 10). Usp28과 Nbs1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한 것은 인간의 폐 조직 세포 주를 이용한 D. Zhang et al. 

(2006)의 연구에서 Usp28이 knockdown 된 경우에 DNA 손상이 

발생하면 Nbs1의 안정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와 합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ATM과 Pellino1에 의한 Nbs1의 Lys63-linked ubiquitination이 

상동재조합 회복 기작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Ha et al., 2019)는 

Usp28이 Nbs1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DNA 손상 회복 기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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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Usp28의 ATM 의존적인 DNA 손상 부위 

결합을 확인하였으며, Usp28이 ATM에 의해 인산화 된다(H. Zhang et 

al., 2020)는 보고가 존재하지만, ATM에 의해서 인산화 되는 Usp28의 

잔기가 Usp28의 catalytic domain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ATM에 의한 

Usp28의 인산화가 Usp28의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 결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Usp28의 Nbs1 의존적인 이중가닥 절단 부위 모집과 

Usp28의 catalytic domain을 통한 Nbs1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ATM에 의한 Nbs1의 인산화(S. Zhao et al., 2000)가 

Usp28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Usp28의 DNA 손상 부위 모집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Usp28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Nbs1의 domain을 밝히고, 해당 부분에 인산화 가능 잔기가 존재한다면 

해당 잔기의 ATM에 의한 인산화 여부 및 인산화가 Usp28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이 정확히 어떠한 

기작으로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추후, Nbs1의 Lys48-

linked poly ubiquitination 여부와, Usp28이 직접적으로 Lys48-linked 

poly ubiquitination 된 Nbs1에 작용하여 유비퀴틴화 된 형태를 

분해하고 UPP 경로를 억제해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하여, Usp28이 53BP1의 BRCT domain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 모집된다는 연구결과(Knob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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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 있는 만큼, 추후 Usp28의 catalytic domain과 53BP1의 

BRCT domain의 상호작용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RCT domain은 인산화 가능 잔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BRCT domain의 인산화 가능 부위 중 Usp28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 세포사멸, DNA 손상 반응에 관여하는 탈유비퀴틴화 효소 

Usp28과 DNA 이중가닥 절단 부위에서 상동재조합 회복 개시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RN 복합체에 대한 본 연구가 새로운 항암제 

개발과 암 관련 바이오마커 개발, DNA 손상 반응 및 항암제 저항성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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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in order to reveal the role of the deubiquitinase 

Usp28 on the DNA double-strand break sites, the binding 

characteristics of Usp28 to the DNA damage site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Usp28 and the MRN complex, which plays a 

key role in early step of HR(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pathway, was confirmed. To verify the recruitment of Usp28 on 

DNA double-strand break sites, the minimum domain of Usp28 

required for the recruitment to the DNA damage sites, and the ATM, 

RecQL4, and Nbs1 dependency of Usp28 DNA damage sites 

localization, laser microirradiation was performed with various 

eGFP tagged Usp28 derivatives expression plasmid vectors. DNA 

double-strand breaks were induced through 405nm wavelength 

laser, and the relative recruitment pattern of proteins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the damaged region with 

the undamaged reg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Usp28 was 

recruited to the DNA damage sites through the catalytic 

domain(amino acids 149-409, 571-725) in ATM, RecQL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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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1-dependent manner. In addition, co-immunoprecipitation(Co-

IP)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dentify proteins that stably 

interact with Usp28 among the components of the MRN complex, 

and to identify the minimum domain of Usp28 required for the 

interaction.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Nbs1 protein interacts stably with Usp28, and the catalytic domains 

of Usp28(amino acids 149-409, 571-725) are essential for this 

interact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partially revealed the 

role of Usp28, which is involved in cancer development and DNA 

damage response, on the DNA double-strand break sites, and will 

be useful not only in the development of anticancer drugs but also in 

the research for DNA damage respon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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