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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DNA 손상 중 가장 심각한 형태인 DNA 이중 가닥 손상(DNA 

double-strand breaks, DSBs)은 유전체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수선되어야 한다. RecQL4는 DSBs의 주요 수선 

기작인 비상동말단결합(Non-Homologous End Joining)과 상동 재조합

(Homologous Recombination)에 모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DSBs 

발생 초기 수 초 내에 Poly(ADP-Ribose) Polymerase 1(PARP 1) 의

존적으로 DSBs 부위에 결합한 후 수 분 내에 해리될 동안 DSBs 부위

에 결합하여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cQL4가 DSBs 부위의 염색질 구조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DSBs 부위로 모집되는 RecQL4의 최소 영역인 

아미노산 360-437 영역과 GST가 융합된 단백질을 발현시켜 정제하였

다. 이를 in vitro에서 바이오틴(biotin)이 결합 되어 있는 

Poly(ADP-Ribose)(PAR)와 반응시켜 GST로 침전시키는 실험과 스트렙

타비딘(Streptavidin)으로 침전시키는 실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실험 결

과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이 PAR binding motif로 작용하

여 직접적으로 PAR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RecQL4가 

PARylation된 염색질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염색질의 구조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백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RecQL4가 DSBs 부위

에서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RecQL4의 발현을 

억제한 DIvA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에 4-hydroxytamoxifen(4-OHT)

을 처리해 DSBs를 유발한 후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ChIP) 

-quantitative PCR(qPCR)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RecQL4의 발현이 억

제된 세포에서는 DSBs 부위에서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았고, 

RecQL4의 발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세포에서만 히스톤 단백질이 제

거되었다. 나아가 DSBs 부위의 PARylation된 히스톤 단백질을 인식하

여 이를 제거하는데 관여한다고 알려진 FAcilitates Chromatin 

Transcription(FACT) 복합체가 DSBs 부위로 모집되는데 RecQL4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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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RecQL4의 발현을 억제한 U2OS 세

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에 FACT의 소단위체인 SSRP1에 EGFP를 융합

해 발현시킨 후 레이저 미세조사를 통해 DSBs를 발생시켜 DSBs 부위

로 모집되는 SSRP1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RecQL4의 발현이 

억제되면 SSRP1의 DSBs 부위로 모집되는 정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RecQL4가 DSBs 부위에서 히스톤 단백질 제거

에 관여하며, FACT의 DSBs 부위 결합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었다.

주요어 : RecQL4, DNA 이중 가닥 손상(DSBs), 염색질 구조 변화,

히스톤 단백질 제거, FACT, SSRP1

학 번 : 2020-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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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이론적 배경

DNA 이중 가닥 손상(DNA double-strand breaks, DSBs)은 세포 내

에서 복제, 재조합 과정 중 발생하거나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

화학 요법 약물(chemotherapeutics)과 같은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DNA 손상으로, DNA 손상 중 가장 심각한 형

태이다(Mehta & Haber, 2014). DSBs는 유전체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 다른 DNA 손상 수선 기작에 비해 그 수선이 매우 어렵다

(Khanna & Jackson, 2001). DSBs의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색체 재배열, 염색체 소실, 심지어 세포 사멸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에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 모두에서 DSBs를 인식하고 수선할 수 있

는 정교한 기작이 존재한다(Ceccaldi et al., 2015; Symington, 2014).

DSBs는 주로 비상동말단결합(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이

나 상동 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HR)의 두 가지 경로 중 하

나에 의해 수선되는데, NHEJ는 세포 주기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

며 절단된 DNA 말단을 주형 가닥 없이 비특이적으로 결합시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반면 HR은 자매 염색분체를 주형 가닥으로 사용해 절단

된 DNA의 염기서열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수선하며 자매 염색분체가

존재하는 S기와 G2기에서만 활성화된다(Ciccia & Elledge, 2010; Lu et

al., 2016).

NHEJ와 HR에서는 모두 DNA 말단 절제(end resection)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염색질 풀림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

다(Fleming et al., 2005; van Attikum et al., 2007). 핵 내 DNA는 염색

질로 단단하게 싸여있기 때문에 염색질 변형과 DNA 복제, 전사, 수선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뉴클레오솜의 히스톤 단백질은 DNA 복

제, 전사, 수선 기작에 필요한 기구들이 DNA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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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DSBs가 성공적으로 수선되기

위해서는 DSBs 부위의 히스톤 단백질은 제거되어야 한다(Hauer &

Gasser, 2017; House et al., 2014; Ransom et al., 2010).

RecQL4는 포유류 세포에 존재하는 5가지 RecQ 헬리케이스 중 하나로

사람은 BLM, WRN, RecQL1, RecQL4, RecQL5의 RecQ 헬리케이스를

가지고 있다(Croteau et al., 2012). 이들 단백질은 헬리케이스가 가지는

DNA 풀림 기능으로 인해 DNA의 복제, 전사, 재조합, 수선과 같은

DNA 대사에 관여하며(Mo et al., 2018), 텔로미어, 염색체 안정성 유지

를 촉진시킴으로써 유전체를 안정하게 한다(Croteau et al., 2014; Mann

et al., 2005). 인간에서 RecQ 헬리케이스의 결함은 염색체 및 발달 이상,

암에 대한 감수성 및 조기 노화와 관련이 있으며(Brosh & Bohr, 2007),

RecQL4의 돌연변이는 Rothmund–Thomson 증후군, RAPADILINO 증

후군, Baller-Gerold 증후군의 3가지 상염색체 열성 질환을 유발한다

(Singh et al., 2010).

인간 RecQL4 유전자는 8번 염색체(8q 24.3)에 위치하며 6.5 kb 길이의

21개의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 말단, 헬리케이스, 카르복실 말

단 도메인으로 구성된 1208개의 아미노산(133 KDa)을 암호화하고 있다.

다른 RecQ 헬리케이스들과 달리 RecQL4는 C-말단 부분의 RecQ

conserved domain(RQC)가 없으며 BLM과 WRN에 존재하는 helicase

and RNase D conserved domain(HRDC)을 가지지 않다. 또한 유일하게

N-말단에 효모의 DNA 복제 인자인 Sld2와 상동인 Sld2 like domain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핵 위치 서열과 미토콘드리아 타겟 서열이 포함

되어 있어 핵과 미토콘드리아 모두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RecQL4가 인간 세포에서 DSBs 수선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는데, RecQL4는 DSBs 수선 기작인 NHEJ와 HR에 모두 관여한다고 알

려져 있다. G1기에 전반적인 사이클린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CDK)

활성이 낮을 때 RecQL4는 Ku70과 상호작용하며 NHEJ를 촉진시키며

(Lu et al., 2017), S/G2기에서는 MRE11-RAD50-NBS1(MRN)복합체,

CtIP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DNA 말단 절제가 일어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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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알려져 있다(Lu et al., 2016). 그러나 Kim 등(2021)의 연구에 의하

면 RecQL4가 DNA 말단 절제를 일으키기 위한 복합체의 한 요소로 직

접적으로 HR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시

킴으로써 HR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RecQL4의 헬리케이스 활성이 MRN 복합체의 안정성과 ATM

의 활성화에도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Park et al., 2019), RecQL4

는 PARP 1 의존적으로 DSBs 부위에 모집되며,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만으로도 DNA 손상 부위의 결합이 가능하였다(김경민,

2021).

Poly(ADP-Ribose) Polymerase 1(PARP 1)은 RecQL4의 주요 상호작

용 단백질 중 하나로, Woo 등(2006)에 따르면 RecQL4의 C-말단 아미노

산 833-1208 영역은 PARP 1의 BRCT 도메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PARP 1에 의해 공유결합으로 PARylation된다고 알려져 있

다. 또한 RecQL4의 C-말단은 irradiation(IR)에 대한 반응(Kohzaki et

al., 2012)과 관련이 있어 RecQL4와 PARP 1의 상호작용이 중요할 수 있

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Crotau et al., 2012). PARP 1은 단일 가닥 절단

또는 이중 가닥 절단과 같은 DNA 손상에 대응하여 활성화되고

Poly(ADP-Ribose)(PAR) 합성을 촉진하는데, NAD+를 사용하여 자기 자

신 또는 다른 단백질들에 번역 후 수정과정으로 PAR를 형성한다

(Khadka et al., 2015). 특히 DNA 손상 후 수 초 내에 PARylation이 일

어나며, DNA 수선 기구들이 DNA 손상 부위로 접근할 수 있도록 PAR

Glycohydrolase(PARG)와 같은 효소에 의해 PAR가 빠르게 분해되기도

한다(Barkauskaite et al., 2015). PAR와 비공유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

에는 DNA 수선 및 체크 포인트 단백질이 많이 존재해 PAR 형성의 부

위는 DNA 손상 반응을 개시하기 위한 단백질들이 모집되는 도킹 부위

로 작용할 수 있다(Boulton et al., 2008; Pleschke et al., 2000; Yang et

al., 2020). 이러한 단백질들은 PAR 인식 영역을 가지고 있어 PAR와 비

공유적으로 결합하는데, 지금까지 6개의 단백질 모듈(PAR binding

motif(PBM), 매크로 도메인, PAR 결합 아연 핑거 모티프(PAR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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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finger motif), WWE/ BRCT/ FHA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이 밝혀

졌다(Boulton et al., 2008; Krietsch et al., 2013; Li et al., 2013; Wang

et al., 2012). 이 중 PBM은 아미노산 22 ~ 26개의 길이이며, 염기성 아

미노산과 소수성 아미노산이 혼재되어 있는데(Krietsch et al., 2013), 생

물 정보학에 의한 인간 RecQ 헬리케이스의 서열 분석 결과 5개의 RecQ

헬리케이스에는 여러 개의 PBM 유형의 모티프가 존재하며 이들 모두

PAR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hadka et al., 2015). 그

러나 PAR 결합 능력을 보이는 RecQL4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된 실험적

증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PARylation은 다른 히스톤 변형과

유사하게 염색질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에도 이용되며(Beneke, 2012) 히

스톤 단백질은 PARylation이 되는 주요 기질이다(Liu et al., 2017).

FAcilitates Chromatin Transcription(FACT) 복합체는 SPT16(140

KDa), SSRP1(80 KDa)이라는 2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히스톤 샤페

론 단백질로 DNA 전사 과정에서 염색질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DNA 복제 개시 과정에서 DNA 이중 가닥을 푸는

MCM 헬리케이스와 상호작용하며 염색질 풀림을 촉진한다(Tan et al.,

2006). FACT 복합체는 다른 히스톤 샤페론 단백질과는 달리 H2A/H2B

와 H3/H4 모두에 결합하며(Stuwe et al., 2008) DNA 손상 시 전사 영

역에서 손상 부위로 재배치된다(Charles Richard et al., 2016). Heo 등

(2008)에 의하면 FACT 복합체는 Н2АХ/H2B를 H2A/H2B로 교체하며,

인간 세포에서 FACT 복합체가 결핍되었을 때 DNA 손상 부위에서 γН

2АХ가 계속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Kari et al., 2011). 이러한 사실들

은 FACT 복합체가 DNA 손상 반응에 관여하며, H2A/H2B 이량체의 교

환 인자로서 새로운 인산화가 없을 때 γН2АХ가 감소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Bhakat & Ray, 2022). 또한 HR에 관여하는 수

선 단백질들이 손상 부위로 접근하는데 필수적인 RNF20의 모집에

SPT16이 필요하며(Oliveira et al., 2014), SSRP1은 HR에 관여하는 단백

질인 Rad54와 in vitro, in vivo에서 모두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in

vitro에서 홀리데이 접합(Holiday junctions)의 Rad54 매개 가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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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migration)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Kumari et al., 2009).

이렇듯 FACT 복합체가 DNA 수선 기작에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 Yang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SSRP1이 FACT 복합체 전체의 DSBs 부위로의 모집을 책임지

고 있으며, SSRP1의 C-말단 영역이 결손되면 DSBs 부위로의 모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FACT 복합체

가 DNA 손상 부위로 어떻게 모집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

만, DNA 수선 단백질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FACT가 DNA 손

상 부위로 모집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Charles Richard et al.,

2016; Sand-Dejmek et al., 2011; Song et al., 2020).



- 6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RecQL4는 DNA 손상이 발생했을 때 PARP 1 의존적으로 수 초 내로

손상 부위에 모집되며 10분 이내에 해리된다(Aleksandrov et al., 2018;

Singh et at., 2010). 그러나 PARP 1을 제외한 HR과 NHEJ의 초기 과정

에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들-Ku70, ATM, RAD50 등-은 RecQL4가

DSBs 부위에서 해리된 이후에 DSBs 부위에 모집되는데(Aleksandrov

et al., 2018), 이와 같은 사실은 RecQL4가 DSBs에 결합하여 존재하는

시간과 본격적으로 DNA 수선이 일어나는 시간이 맞지 않으며, RecQL4

가 없는 상황에서 DSBs 부위의 수선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

다면 RecQL4가 DSBs 부위에 결합 되어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DSBs

부위에서 DNA 수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지만, 이에 대한 사실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김경민(2021)에 의하면 DSBs 수선 초기 과정에 참여하는 ATM,

DNA-PKcs의 활성은 RecQL4가 DSBs 부위로 모집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PARP 1의 활성은 RecQL4가 DSBs 부위로 모집되는 것

에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RecQL4에 PARG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RecQL4가 DSBs 부위에 계속 잔류한 사실은 PARP 1에 의한

PARylation이 RecQL4의 DSBs 부위로의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만으로도 PARP

1 의존적으로 DSBs 부위에 모집되었는데 이는 RecQL4의 이 영역이

PAR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PARylation이 DSBs 부위 염색질에서 빠르게 나타나는 구조 변

화이며 DSBs 부위의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을 고려했을 때 RecQL4가 DSBs 부위 염색질의 PARylation과 직접적으

로 상호작용하며 염색질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Yang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DNA 손상이 발생 되면 즉시 DNA

손상 부위와 그로부터 수 kb 떨어진 곳까지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는

데, PARylation이 초기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필요하며 히스톤 샤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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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인 FACT 복합체의 소단위체 SSRP1의 C-말단 영역이

PARylation된 히스톤 단백질을 인식하여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관여한

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내었다. 그러나 SSRP1이 DSBs 부위로 어떻

게 모집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RecQL4가 헬리케이스로서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대한 잠재력이

있고, PARylation 의존적으로 DSBs에 모집되기 때문에 DSBs 수선 초

기에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관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DNA 수선

단백질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FACT가 DNA 손상 부위로 모집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Bhakat & Ray, 2022), RecQL4가

SSRP1의 DNA 손상 부위 결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여겨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SBs 부위로 모집되는 RecQL4의 최소 영역인

아미노산 360-437 영역이 PAR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in vitro에서 PAR 결합 실험을 통해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과 PAR의 결합 여부를 확인하였고, RecQL4가 DSBs 부위

에서의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ChIP-qPCR을

실시하였다. 또한 FACT가 DSBs 부위로 모집되는데 미치는 RecQL4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 미세조사를 통해 RecQL4의 유무에 따른

EGFP-SSRP1 단백질의 모집 양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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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세포 배양 및 DSBs 유발

본 연구에서는 인간 골육종 세포(Human Osteosarcoma, U2OS)와

DIvA(AsisⅠ-ER-U2OS)세포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37℃와 5% CO2가

유지되는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고, U2OS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FBS, S001-01, Welgene)와 항생제(LS 203-01, Welgene)를 첨가

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LM001-05, Welgene)

에서 배양하였다(Shin et al., 2019). DIvA 세포는 프랑스 툴루즈 대학의

Gaëlle Legube 교수 연구실에서 제공받았으며, L-glutamine이 없는

DMEM(LM001-08, Welgene)에 10% FBS, 항생제 그리고

Glutamax(35050-061, Gibco)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DIvA 세포에서

DSBs를 유발하기 위해 4-hydroxytamoxifen(4-OHT, H6278,

Sigma-Aldrich)을 300 nM의 농도로 30분 ~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Massip et al., 2010). 4-OHT에 의해 유도되는 DSBs를 확인하기 위한

양성 대조군 실험을 위해서는 DIvA 세포에 NCS(Neocarzinostatin,

N9162, Sigma-Aldrich)를 100 ng/ml의 농도로 15분 동안 37℃에서 처리

한 후 사용하였다(Kim et al., 2021).

제 2 절 GST 융합 단백질의 발현과 정제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에 GST가 결합된 단백질을 발현시

키기 위해 RecQL4 cDNA의 아미노산 340-437 영역을 중합효소연쇄반응

으로 증폭한 후, 이를 pGEX-5X-1 벡터에 삽입하였다. 이후

BL21-CodonPlus (DE3)-RIPL 세포에 형질 전환시켜 단백질을 발현시킨

후 glutathione column chromatograpy를 통해 GST 및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을 얻었다(Einarson et al., 2007). 이어 sepha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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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5(GE healthcare) column을 사용해서 glutathione을 제거했으며, 이

때 NETN-100 buffer (0.1% NP40, 20mM Tris-HCl pH 8.0, 100 mM

NaCl, 0.1 mM EDTA)를 사용하였다.

제 3 절 PAR 결합 실험 1(GST pull down)

Binding buffer(20 mM Tris-HCl pH 8.0, 100 mM NaCl, 0.1 mM

EDTA, 1 mM MgCl2)에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 20

pmol(5X) 또는 4 pmol(1X)을 넣고, 20 pmol PAR polymer(4336-100-02,

Trivigen)을 넣어 총 부피가 30 ul가 되도록 섞어준 뒤 상온(25℃)에서 20

분 동안 반응시켰다. 대조군으로는 동일한 Binding buffer에 GST 20

pmol, PAR polymer 20 pmol을 넣고 총 부피가 30 ul가 되도록 섞어준 뒤

같은 온도에서 같은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Glutathione Sepharose

bead(20 μl, GE healthcare)와 섞어준 뒤 4℃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1 mM MgCl2가 포함된 NETN-100 buffer(20 mM Tris-HCl pH

8.0, 100 mM NaCl, 0.1 mM EDTA,) 500 μl을 넣고 4℃에서 5분간 섞어

준 뒤 1100 g로 1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버리는 세척과정을 3번 반복

하였다. 이후 SDS sample buffer를 넣어 총 부피가 40 μl가 되도록 하였

으며, 이 샘플을 90℃에서 8분 끓였다. 각 샘플을 NETN-100 buffer에 희

석하고 TBS에 적신 Nylon membrane을 끼운 Dot-blot apparatus(Cleaver

Scientific)에 50 μl씩 넣어준 뒤 진공 여과시켰다. Nylon membrane에 UV

를 쬐어주고 60℃에서 20분간 건조 시켜 cross linking 시킨 후 5% skim

milk에 1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1차 항체로 항 PAR 항체를 5%

skim milk에 1 : 5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 동안 반응시키고, 2

차 항체인 Mouse IgG 항체(HRP)는 5% skim milk에 1 : 5,000으로 희석

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TBS-T buffer로 Nylon membrane을

세척한 후 ECL용액(R-0302-D25, Advensta)을 처리하여 화학 발광을 검

출할 수 있는 Chemidoc(ATTO)을 통해 형광 반응 사진을 촬영하였다

(Ha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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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AR 결합 실험 2(Streptavidin pull down)

Binding buffer(20 mM Tris-HCl pH 8.0, 100 mM NaCl, 0.1 mM

EDTA, 0.1 mg/mL BSA)에 정제된 GST 또는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 30 pmol, biotin-labeled PAR polymer 30

pmol(4336-100-02, Trivigen)을 넣고 총 부피가 60 ul가 되도록 섞어준

후, input을 제외한 40 ul를 Streptavidin beads 20 ul(Sigma-Aldrich,

E5529)와 함께 4℃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NETN-100 buffer

500 ul를 넣고 4℃에서 5분 보관 후 1100 g로 1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을 버리는 세척과정을 3번 반복하였다. SDS sample buffer를 넣어 총

부피가 25 ul가 된 샘플을 90℃에서 5분 끓인 후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

였다. 10% SDS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을 사용하여 전기 영동한 후 400

mA로 1시간 동안 transfer 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에 단백질을 부

착하였으며, 30분 동안 5% skim milk로 blocking한 후 항체 처리하였다.

1차 항체로 항 GST 항체를 5% skim milk에 1 : 700으로 희석하여 실온

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으며, 2차 항체인 항 Rabbit IgG 항체(HRP)는

5% skim milk에 1 : 10,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TBS-T buffer로 nitrocellulose membrane을 세척한 후 ECL용액을 처리

하여 화학 발광을 검출할 수 있는 Chemidoc(ATTO)을 통해 형광 반응

사진을 촬영하였다(Han et al., 2017).

제 5 절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실험에 사용한 세포들은 cell scrapper를 이용해 수거한 후 4℃에서 1950

g로 3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넣

은 RIFA buffer(5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mM EDTA,

1% NP40, 0.25% Sodium deoxycholate, 0.1% SDS)를 사용해 세포를 용해

하고 얼음 위에서 10분간 두었다. 이후 Sonicator(Q700, Qsonica,)를 사용하

여 세포를 파쇄한 후 Bradford assay(Biorad)를 통해 세포 내 단백질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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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한 후 SDS-PAGE를 실시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390 mA으로 1시간 30분 동안 transfer 하였으며, 5% skim 

milk로 30분간 blocking 하였다. TBS buffer로 membrane을 세척한 후 5%

BSA(Bovine serum albumin)에 1차 항체를 항체별 적정 비율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TBS-T buffer로 membrane을 세척한 후 5%

BSA(Bovine serum albumin)에 2차 항체를 항체별 적정 비율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TBS-T buffer로 membrane을 충분히 세척한

후 ECL 용액을 처리하여 화학 발광을 검출할 수 있는 Chemidoc(ATTO)

을 통해 형광 반응 사진을 촬영하였다(Shin et al., 2019).

제 6 절 siRNA 및 플라스미드 형질주입

siRNA는 U2OS 혹은 DIvA 세포 배양 24 ~ 48시간 후 Neon

transfection system(MPK5000, ThermoFisher Scientific)을 사용하여

U2OS 세포의 경우 1050 V, 30 ms, 2 pulse로, DIvA 세포의 경우 1050

V, 30 ms, 2 pulse(Bakr et al., 2021)의 값으로 설정하여 전기천공법으로

세포 내로 주입시켰다. 사용된 siRNA는 Bioneer(Daejoen, Korea)를 통

해 화학적으로 합성된 제품을 사용하였고 서열은 다음과 같다.

· GL2 : 5′- AACGUACGCGGAAUACUUCGA - 3′

· RecQL4 : 5′- GACUGAGGACCUGGGCAAA - 3′

플라스미드(plasmid)는 Lipofectamin 3000(L3000001, ThermoFisher

Scientific)을 사용하여 형질주입하였다. 시료 당 2개의 tube를 준비하여

125 ul의 Serum free DMEM을 각각 넣고, 하나에는 형질 주입시킬 플

라스미드 DNA와 Plus 3000 TM reagent를 넣고 다른 하나에는

Lipofectamin TM 3000 reagent 3.75 ul를 넣었다. 각각의 튜브를 잘 섞

은 후 하나의 튜브로 합친 후 상온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키고, U2OS 세

포에 균일하게 떨어뜨렸다. 이후 세포를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김경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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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면역 형광 염색법(Immunofluorescence staining)

Cover slip(12mm, Marienfeld Superior)에 U2OS 세포를 배양한 후 이

Cover slip을 4 well 배양 접시(SPL)에 옮겨 담고 PBS로 2번 씻어주었

다. CSK buffer(10 mM PIPES pH 7.0, 100 mM NaCl, 300 mM

sucrose, 3 mM MgCl2, 0.5% Triton X-100)를 넣고 10분 동안 얼음 위

에 놓아둔 후(pre-extraction), 3.7% formaldehyde를 넣고 10분 동안 상

온에서 고정시켰다. PBS로 3번 세척한 후 0.25% Triton X-100(in PBS)

를 넣고 상온에서 10분간 permeabilization시킨 후 5% BSA를 넣고 30분

간 blocking 하였다. 이후 1차 항체인 항 γH2AX 항체를 blocking buffer

에 1 : 100으로 희석한 후 상온에서 1시간 처리하고 PBS-T로 5분간 3

번 세척하였다. 2차 항체인 Alexa Flour 488 항 mouse IgG 항체를

blocking buffer에 1 : 1,000으로 희석하여 넣고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

킨 후 PBS-T로 5분간 3번 세척하였다. Cover slip을 3차 증류수에 헹군

후 상온에서 말린 후 slide glass(Marienfeld Superior)에 Mounting

solution(Vectasheild, Vector laboratories)으로 고정하였다. 세포의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DAPI(4′,6-diamidino-2-phenylindole)가 포함된

mounting solution을 사용하였다. 염색된 세포는 공초점 현미경 시스템

(LSM880, Zeiss)을 사용하여 관찰 및 촬영하였다(Kim et al., 2021).

제 8 절 레이저 미세조사(Laser micro-irradiation)

배양 접시 중앙에 얇은 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Confocal용 배양접시

(101350, SPL)에 U2OS 세포를 배양한 후 레이저를 조사하기 10분 전

Hoechst 33342(ThermoFisher Scientific)를 5 μg/ml 처리하였다. 이후 공

초점 현미경 시스템(LSM880, Zeiss)을 사용하여 37℃와 5% CO2가 유지

되는 챔버에 배양접시를 장착한 후, DNA 손상 유발을 위해 405 nm의

레이저를 스캔 속도 4, 20% 레이저 출력으로 3번 반복하여 지정한 영역

(ROI;Region of Interest)에 선(line)으로 조사하였다. Zen 2.3 SP1(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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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software(Zeiss)를 사용하여 레이저 조사 후 10초 간격으로 ROI

의 형광 강도(intensity)를 측정하고, 같은 세포 내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

은 영역(background)을 두 곳 선정해 형광 강도 평균값을 얻었다. ROI

의 형광 강도와 background의 형광 강도 평균값의 비를 계산하여 시간

에 따른 EGFP 융합 단백질의 DNA 손상 부위에서의 모집(recruitment)

양상을 그래프로 분석하였다(Kim et al., 2021).

[그림 1] 레이저 미세조사를 통한 DNA 손상 부위로의 실시간 단백질

모집 기작(Kim et al., 2019)

원하는 단백질이 형광을 띄도록 재조합한 플라스미드를 세포에 형질주입시킨

후 BrdU 또는 Hoechst 33342 처리를 통해 세포가 DNA 손상에 대해 사전 민

감화(Pre-sensitization)되도록 한다. 이후 원하는 영역(ROI)에 원(Circle) 또는

선(Line) 모양으로 레이저를 조사한 후 시간에 따른 ROI의 형광 강도(intensity)

를 측정한다.

제 9 절 ChIP(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

qPCR(quantitative PCR)

ChIP은 각 샘플 당 3.6 Ⅹ 106 개의 DIvA 세포가 있는 100 mm 배양

접시(20100, SPL) 1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PBS 10 ml

로 2번 세포를 씻어준 후 37% formaldehyde를 최종 농도 1%가 되도록

배양접시에 넣어준 뒤 상온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세포를 고정시켰다. 이

후 바로 2.5 M glycine을 최종 농도가 125 mM이 되도록 넣어 세포 고

정이 멈추도록 5분간 반응시킨 후 배지를 제거하고 harvest buffe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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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Tris-Cl pH 9.4, 150 mM NaCl) 10 ml을 나누어 넣어가며 cell

scraper를 사용하여 세포를 수확하였다. 1950 g로 3분 동안 4℃에서 원

심분리하여 침전물(pellet)을 얻은 후 protease inhibitors(Leupeptin,

Pepstatin, Benzamidine)가 포함된 buffer 1(0.25% Triton X-100, 10

mM EDTA, 0.5 mM EGTA, 10 mM Hepes pH 6.5)을 1 ml 넣고 섞어

준 뒤 얼음 위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3600 g로 5분 동안 4℃에서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침전물에 protease inhibitors가 포함된

buffer 2(200 mM NaCl, 1 mM EDTA, 0.5 mM EGTA, 10 mM Hepes

pH 6.5)를 1 ml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전물을 얻었다. 이후

protease inhibitors가 포함된 lysis buffer(1% SDS, 10 mM EDTA, 50

mM Tris-Cl pH 8.1) 300 μl를 넣고 섞어준 뒤 얼음 위에서 5분간 반응

시켰다. 이를 sonicator(VC-130 Vibra-Cell, Sonics)를 사용하여

amplitude 30으로 10초 작동 후 30초 휴지를 10번 반복하여 DNA 조각

이 200 ~ 1000 bp 크기로 잘리도록 하였다. 이후 16600 g으로 10분 동안

4℃에서 원심분리하여 DNA가 포함된 상층액만 조심스럽게 새 튜브에

옮겨 담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DNA가 포함된 상층액 85 μl에 dilution

buffer(1% Triton X-100, 2 mM EDTA, 150 mM NaCl, 20 mM

Tris-Cl pH 8.1) 915 μl와 protease inhibitors를 넣고 잘 섞어준 뒤 항

IgG와 항 H2B 항체를 각각 1 ug씩 넣어준 뒤 4℃에서 회전시키며

overnight으로 반응시켰고, 남은 상층액은 -70℃에 보관하였다가 input으

로 사용하였다. 항체와 반응시킨 DNA에 Dynabeads protein G(10004D,

invitrogen) 40 μl를 넣고 4℃에서 회전시키며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1.2 ml의 TSE 1(0.1% SDS, 1% Triton X-100, 2 mM EDTA, 150

mM NaCl, 20 mM Tris-Cl pH 8.1), TSE 2(0.1% SDS, 1% Triton

X-100, 2 mM EDTA, 500 mM NaCl, 20 mM Tris-Cl pH 8.1), buffer

3(0.25 M LiCl, 1% NP-40, 1% Deoxycholate, 1 mM EDTA, 10 mM

Tris-Cl pH 8.1)로 차례대로 Dynabeads를 씻어준 후 TE buffer(pH 8.0)

를 사용해 Dynabeads를 2 ~ 3번 더 세척하였다. 125 μl의 elution

buffer(1% SDS, 100 mM NaHCO3)를 Dynabeads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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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mixer(Eppendorf)에서 55℃ 1000 rpm으로 5분간 반응시킨 후 상

층액을 새 튜브에 옮겨담기를 2번 반복하였고, 이 때 input으로 보관해

놓았던 상층액에도 elution buffer를 넣고 함께 반응시켰다. 이를 65℃에

서 6시간 동안 reverse crosslinking한 후 MinElute PCR Purification

Kit(QIAGEN)를 사용하여 DNA를 정제하고 70 μl low TE buffer(0.1

mM EDTA, 10 mM Tris-Cl pH 8.0)로 DNA를 용출(elution)하여 –70℃

에서 보관하였다(신광수, 2020).

ChIP 실험 후 얻은 DNA 샘플은 nanodrop(Nabi, MicroDigital Co,

Ltd)을 사용해 정량하였으며 qPCR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 때 사용한 프

라이머들은 [표 1, 2]와 같다(프라이머는 NCBI database를 사용해 디자

인하였으며, 실험에 사용 전 각 프라이머의 PCR 효율성(efficiency) 및

특이성(specificity)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Genomic cell/tissue spin

mini kit(1542, Nucleogen)를 사용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U2OS 세

포에서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100 ng, 10 ng,

1 ng, 100 pg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qPCR을 진행해

표준 곡선(standard curve)을 얻은 후 PCR 효율 및 융해 곡선(melting

curve)을 확인하였다.). Rotor-gene-Q Software 2.3.1.49(QIAGEN)을 사

용해 qPCR을 진행하였고 DNA와 Primers premix에 SYBR

Green(TOPreal™ qPCR 2X PreMIX, Enzynomics)을 넣어 총 23 μl가 되

도록 하였다. 각각의 샘플에 대하여 3개의 동일한 qPCR(three technical

replicates)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qPCR 반응은 initial heat activation

95℃ 10분 후 [95°C 20초, 57°C 20초, 72°C 10초]과정을 40회(cycle) 반복

하였으며, 융해 곡선 분석을 통해 PCR 산물의 순도(purity)를 확인하였다.

DSBs 부위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각 부분에서의 상대적인 히

스톤 양을 구하기 위해 각 프라이머 별 항 IgG 항체 그룹의 Ct 값과 항

H2B 항체 그룹의 Ct값을 가지고 % input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Solomon et al., 2021).(단, input DNA와 IP DNA를 동일한 양으로 사

용했으므로, Log2(DilutionFactor)=0으로 계산하였다.)

: % input = 2(Ct(input)-Log2(DilutionFactor)-Ct(IP))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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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1 For/Rev sequence

P1
For AAGCCCAAACAGCGAAATCAA

Rev CAGGGAGTCGGCCCTAGAT

P2
For AAGCGAAGGAAGGATTTCTGC

Rev TACCAAGGCTGTTACGTTGCC

P3
For TGGCTCTGAAGAAATCTAAGCAGG

Rev TGTTGATTGCATTAGAAAATGCTGC

P4
For AGGTACTTCCTCCAACAATTCCC

Rev CCTCCATTTACCCATGACGGAT

P5
For TGCCAACCCTGTCACAACTT

Rev CCCCGCCATCTTATGGTGG

[ 표 1 ] DSB 1 프라이머 세트

DSB2 For/Rev sequence

P1'
For GCTGGGAGTGCCCTAGTTTT

Rev AGGAAAGGACATCGCCAAAAT

P2'
For GCTTCCTGAGTCTTGACACCA

Rev CAAGCCAATTCCCAGACCCT

P3'
For AGGTACTGGAGCTACCTCTGTT

Rev CCCTGATGCCCAGAGGAAAA

P4'
For TCCAGCGAAGAGAGTGAGGA

Rev CCATAGGCCCCTATTCCAGG

P5'
For GAGTCTCGATGACTTCGCGG

Rev TAGTGATGGGGTCCCCGG

P6'
For CGGGGCCCCAGGGAT

Rev CCTTCACTTCTATCCTCCATCAGGG

P7'
For CCTTAGTTCCTGTGCCCGAT

Rev AGAGAACAGGCTGAGGGCTT

P8'
For GCTCTGCCTCCTTTGTCCC

Rev CATGCCCAGAAGCACCGTTA

[ 표 2 ] DSB 2 프라이머 세트



- 17 -

제 10 절 항체 및 억제제(Antibody and Inhibitor)

본 연구에서는 총 8 종류의 1차 항체(표 3), 3 종류의 2차 항체(표 4),

5 종류의 억제제(표 5)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9'
For AGAAGAAACGGTTACTGGGGC

Rev CTGCGGCAGGTAGAAGGAG

P10'
For CCCCACCCACAGGCTGAAA

Rev GTGTACACCTAGGCTGGCAA

1차 항체 구입처

항 PAR 항체 4335-MC-100, bio-techne

항 GST 항체 2622S, Cell signaling technology

항 γH2AX 항체 A300-081A, Bethyl

항 RecQL4 항체 AR05-PA0007, Abfrontier

항 LaminB1 항체 ab16048, abcam

항 H2B 항체 ab52484, abcam

항 H3 항체 Santacruz

항 SSRP1 항체 609709, BioLegend

[ 표 3 ] 사용한 1차 항체

2차 항체 구입처

항 Mouse IgG 항체(HRP) GTX213111-01, GeneTex

항 Rabbit IgG 항체(HRP) GTX213110-01, GeneTex

Alexa Flour 488 항 mouse IgG A11008, Thermofisher

[ 표 4 ] 사용한 2차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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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 구입처

Olaparib(PARP inhibitor) Sigma-Aldrich

Protease inhibitor cocktail P3100-00, GenDEPOT

Leupeptin 11529048001, Roche

Pepstatin A P5318, Sigma-Aldrich

Benzamidine B6506, Sigma-Aldrich

[ 표 5 ] 사용한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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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과 PAR의

상호작용 여부 탐색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을 GST와 융합시킨 단백질(이하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과 대조군으로 사용할 GST 단백질

을 정제하여 얻은 후(그림 2A), 2가지 in vitro PAR 결합 실험을 진행하

였다. 첫 번째 실험으로 GST와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을

PAR와 반응시킨 후 글루타치온 비드(glutathione beads)로 GST 단백질

을 침전시키고 항 PAR 항체로 닷 블롯(dot bl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

험 결과, 대조군인 GST 단백질은 항 PAR 항체로 검출되지 않았지만,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은 항 PAR 항체를 통해 검출되었다

(그림 2B). 이는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과 PAR가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실험으로 바이오틴(biotin)이 결합 되어 있는 PAR를 GST와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과 반응시킨 후 스트렙타비딘 비드

(streptavidin beads)로 PAR를 침전시킨 후 항 GST 항체로 웨스턴 블롯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만 항 GST

항체를 통해서 검출되었다(그림 2C). 이는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이 PAR와 직접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스트렙타비딘 비드를 통해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는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이 직접적으로 PAR와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RecQL4의 360-437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미노산

364-376 영역이 PAR binding motif로 알려진 아미노산 서열과 매우 유

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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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과 PAR의 결합

A. GST 단백질(약 28 kDa)과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약

35.5 kDa)을 정제하고 SDS-PAGE로 분리하여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염색(coomassie brilliant blue staining)으로 원하는 단백질이 얻어졌는지

확인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B. GST 단백질(20 pmol) 및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20 pmol(5X) 또는 4 pmol(1X))을 PAR(20 pmol)와

반응시킨 후 글루타치온 비드로 침전시켰다. 닷 블롯 분석 시 GST 단백

질은 음성 대조군으로, PAR(5X, 1X, 0.2X)는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으

며 항 PAR 항체로 검출하였다. C. GST 단백질과 GST-RecQL4 360-437

융합 단백질을 바이오틴이 결합 되어 있는 PAR와 반응시킨 후 스트렙타

비딘 비드로 침전시킨 후 항 GST 항체로 웨스턴 블롯을 하였다. GST 단

백질은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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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AR binding motif와 RecQL4 360-437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의 비교

PAR binding motif는 잘 보존된 소수성 아미노산들 사이에 염기성 아미노산

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를 RecQL4 360-437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일치하는

부분을 포함한 일부만 나타내었음)과 비교하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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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4-OHT에 의해 유도되는 DSBs 위치 선정 및

qPCR을 위한 프라이머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한 DIvA 세포는 세포질 내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된 AsisⅠ제한 효소가 존재한다. 4-hydroxytamoxifen(4-OHT)을 처

리하면 4-OHT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질에 존재하던

AsisⅠ제한 효소가 핵 안으로 재배치된다(그림 4A). 핵 안으로 들어간

AsisⅠ제한 효소는 인간 게놈의 100여 군데에 DSBs를 일으키는데, 8 bp

로 이루어진 제한 자리(5′-GCGATCGC-3′)를 인식하여 평균 1 Mbp

이상의 DNA 단편 조각을 만들어낸다(Iacovoni et al., 2010). 본 연구에

서는 100여 군데 이상의 알려진 제한 자리 중에서도 4-OHT 처리 시

DSBs가 잘 일어난다고 알려진 1번 염색체 두 곳의 제한 자리를 선정하

고 각각을 DSB 1(chr1:89,458,596), DSB 2(chr1:110,036,699)라고 명명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그림 4B)(Iannelli et al., 2017).

DSBs 부위에서 RecQL4가 히스톤 단백질의 제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ChIP-qPCR 실험을 위해 우선 DSB 1, 2로부터

0.5 ~ 10 kb 떨어진 곳에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DSB 1은 DSB가 발생

하는 곳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0.5 kb(P1), -1 kb(P2), -2 kb(P3), -4

kb(P4), -10 kb(P5)에 위치하도록 5개의 프라이머를, DSB 2는 DSB가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양방향으로 ±0.5 kb(P1′, P6′), ±1 kb(P2′, P

7′), ±2 kb(P3′, P8′), ±4 kb(P4′, P9′), ±10 kb(P5′, P10′)에 위

치하도록 10개의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그림 5A). 만약, DSBs 부위에

서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된다면 ChIP 실험을 통해 히스톤 단백질이 제

거된 부위의 DNA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이 부위를 증폭하기 위한 프라

이머를 사용해 qPCR을 하게 되면 DNA는 증폭되지 않는다. 즉, DSBs

부위에서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된다면 DSBs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프라이머일수록 해당 영역의 DNA를 증폭시킬 수 없게 된다.

qPCR에서 DNA가 증폭되는 정도는 프라이머의 효율성(efficiency)과

특이성(specificity)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각 프라이머 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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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standard curve)을 통해 qPCR 증폭 효율(%)과 R2 값(그림 5B), 융

해 곡선(melting curve)(그림 6, 7)을 확인하였다(Kurtenbach et al.,

2019). qPCR 증폭 효율은 주형 DNA가 매 사이클마다 2배로 증폭되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론적으로는 100% 이나 실제로 90 ~

110% 범위에 포함되면 적절하다고 여겨지며(Basu, 2015; Thornton &

Basu,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라이머(P1, P4, P5)는 이를 만족하였

다. 또한 R2 값은 실험 값과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이 얼마나 맞아떨어지

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상적인 값은 1이며 이때의 표준 곡선은 선형

(linearity)으로 나타난다. 실제로는 R2 > 0.980일 때 좋은 조건이라고 판

단하며(Bustin & Huggett, 2017) P1을 제외한 모든 프라이머가 이 조건

을 만족했고, P1 역시 0.980에 거의 근접한 0.979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융해 곡선은 PCR 산물을 통해 프라이머

가 주형 가닥과 제대로 결합(annealing)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로, 하나의 날렵한 피크(peak)를 보이면 프라이머를 통해 원하는 부분만

증폭된 PCR산물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Taylor et al., 2010). 그림

6, 7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프라이머들의 융해 곡선에서 하나의 피크만

이 나타났으므로 제작한 프라이머들이 특이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qPCR에서 증폭할 부분의 길이는 75 ~ 150 bp, GC 함량은 40

~ 60 %, Tm(melting temperature)은 55 ~ 65 ℃가 권장되기 때문에

(Basu, 2015; Taylo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PCR 산물의 길이가

120 ~ 130 bp, Tm 57 ℃, GC 함량 40 ~ 60 %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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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IvA 세포에서 4-OHT에 의해 유도되는 DSBs 및 DSB

1, 2의 위치

A. DIvA 세포에서 4-OHT에 의해 DSBs가 유도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

B. 4-OHT 처리 시 DSBs가 잘 일어난다고 알려진 1번 염색체의 AsisⅠ 제

한 자리 2곳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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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SB 1, 2에서 각 프라이머의 위치와 프라이머의 qPCR 효율,

R2 값

A. DSB 1, 2에서의 각 프라이머 위치 B. 각각의 프라이머를 사용해 qPCR을 했을

때의 효율, R2 값을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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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SB 1 부위에서 제작된 프라이머를 사용한 qPCR 산물의

융해 곡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U2OS 세포의 genomic DNA를 추출하여 100 ng, 10 ng,

1 ng, 100 pg으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각각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qPCR을

진행하여 표준 곡선을 얻고, 융해 곡선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융해 곡선에서 하

나의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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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SB 2 부위에서 제작된 프라이머를 사용한 qPCR 산물의

융해 곡선

DSB 1의 프라이머와 동일한 방법으로 융해 곡선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융해 곡

선에서 하나의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8 -

제 3 절 4-OHT에 의해 유도되는 DSBs 확인 및

ChIP 조건 탐색

DIvA 세포에서 4-OHT 처리 후 DSBs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IvA 세포에 300 nM의 4-OHT를 각각 1시간, 2시간, 4시간 처리

한 후 항-γH2AX 항체를 처리하여 면역 형광 염색법으로 세포를 관찰하

였다. DSBs 발생 시 초기 세포 내 반응으로 히스톤 단백질 H2A의 세린

-139에 인산화가 되는데 이를 γH2AX라 하며, γH2AX는 세포 내 DSBs

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사

용하였다(Mah et al., 2010). 양성 대조군으로는 DIvA 세포에 NCS를 15

분 동안 37℃에서 처리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4-OHT를 처리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γH2AX foci가 증가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며, 4시간 처리 시에는 NCS를 처리했을 때와 비슷하게

하나의 핵 내에서 γH2AX foci가 다수 올라오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 8).

ChIP 과정 중 단백질과 고정된 DNA를 잘게 조각내는 단계

(fragmentation)에서 조각난 DNA의 크기는 200 ~ 1000 bp 사이에 분포

해야 하며 평균 크기는 500 bp 정도가 되어야 한다(Milne et al., 2009).

이를 위해 초음파 파쇄기(sonicator)를 사용하여 진폭(amplitude) 30으로

10초 작동 후 30초 휴지를 각각 8번, 10번, 12번 반복하여 세포를 파쇄한

후 DNA 단편 조각의 길이를 젤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9A).

실험 결과, 10번 반복했을 때 가장 적절한 크기로 DNA 단편 조각이 얻

어졌고 이 조건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DSBs가 발생한 부근에서 히스톤 단백질의 제거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서는 항 히스톤 항체를 사용해 ChIP을 진행해야 한다. ChIP에서 항체

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항체가 적절한지 확인해

야 한다(Haring et al., 2007). 이를 위해 실험에 사용할 항 H2B 항체(1

ug)와 대조 실험으로 사용할 항 IgG 항체(1 ug)를 사용해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U2OS 세포를 대상으로 ChIP을 실시한 후 프라이머 P2′

를 사용해 qPCR을 진행하여 두 항체의 % input을 비교하였다(그림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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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항 IgG 항체의 % input은 1, 항 H2B 항체의 % input은

754.82로 항 H2B 항체의 % input 값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항 H2B

항체가 목표로 하는 히스톤 단백질과 잘 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

문에 1 ug의 항 H2B 항체를 사용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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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4-OHT에 의해 유도되는 DSBs 확인

DIvA 세포에 300 nM의 4-OHT를 각각 1, 2, 4 시간 처리한 후 항 γH2AX

항체를 처리하여 면역 염색한 후 핵을 관찰한 사진이다. γH2AX foci는 녹색

점으로 보이며 DSBs가 발생했음을 의미하고 DAPI로 염색된 파란 부분은 핵

을 나타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을 합친 것이 세 번째 Merge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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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hIP을 위한 조건 탐색

A.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U2OS 세포를 사용하여 DNA 단편화 조건을 탐색

하였다. B.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U2OS 세포를 사용하여 ChIP을 진행한 후

프라이머 P2′를 사용해 qPCR을 진행하여 항 IgG 항체와 항 H2B 항체의

% input을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정확한 값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 32 -

제 4 절 DSBs 부위의 히스톤 단백질 제거 과정에서

RecQL4의 역할 탐색

RecQL4가 DSBs 부위의 히스톤 단백질 제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DIvA 세포(Mock)와

siRNA를 통해 RecQL4의 발현을 억제한 DIvA 세포(siRecQL4, 그림

10B)에 각각 300 nM의 4-OHT를 0분, 30분, 1시간, 2시간 처리 후 항

H2B 항체를 가지고 ChIP을 실시하고, DSB 1의 프라이머 P1(-0.5 kb),

P4(-4 kb), P5(-10 kb)를 사용해 qPCR을 진행하여 각 시간대 별 %

input 값을 측정하였다. P5는 DSB 발생 부위로부터–10 kb 떨어진 곳으

로 히스톤 단백질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

하였다. 실험 결과 Mock 샘플에서는 DSBs가 발생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0.5 kb)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히스톤 단백질의 제거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DSBs가 발생한 곳에서 –4 kb 떨어진 곳에서는 가장 가까

운 곳보다는 조금 적게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었다. DSBs로부터 –10

kb 떨어진 곳에서는 히스톤 단백질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RecQL4의 발

현을 억제한 샘플에서는 DSBs가 발생한 곳의 거리와 상관없이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그림 10A). 이와 같은 결과는 DSBs 발생 시

DSBs가 일어난 곳 부근에서는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는데 RecQL4가 존

재하지 않으면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RecQL4가 DSBs 부근에서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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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SBs 부위에서 RecQL4에 의한 히스톤 단백질 제거 여부 확인

A.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DIvA 세포(Mock)와 siRNA를 통해 RecQL4의

발현을 억제한 DIvA 세포(siRecQL4)에 각각 300 nM의 4-OHT를 0분, 30분,

1시간, 2시간 처리 후 항 H2B 항체를 가지고 ChIP을 실시하고, DSB 1의 프라

이머 P1, P4, P5를 사용해 qPCR을 진행하여 각 시간대 별 % input 값을 측정

하였다. 두 그래프는 각각 3번의 독립적인 실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

고, 오차 막대(Error bar)는 ±표준 편차(SD)이다. B. Mock과 siRecQL4 샘플을

항 RecQL4 항체로 웨스턴 블롯을 한 결과이며 LaminB1은 내부 대조군

(internal control)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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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FACT의 DNA 손상 부위 결합에 RecQL4가

미치는 영향 탐색

RecQL4가 FACT의 DSBs 부위 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먼저 RecQL4와 SSRP1의 DSBs 부위로의 모집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U2OS 세포에 EGFP가 융합된 RecQL4를 발현시키고

핵 내 특정 영역에 레이저를 미세조사하여 DSBs를 발생시킨 후, 이 부

위로 모집되는 RecQL4를 EGFP의 형광 강도(intensity)를 통해 확인하였

다. RecQL4가 DSBs 부위로 모집되는 레이저 미세조사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레이저 출력(Laser power) 20%, 속도(speed) 4의 조건에서 레이저

조사 반복(iteration)을 1, 2, 3회로 증가시키며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레이저 조사 반복이 3회일 때 RecQL4가 높은 형광 강도를 보이며

DSBs 부위로 모여들었으며, DSBs 발생 초기 30초 이내에 빠르게 모집

되었다가 약 100초 이후에는 해리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그림 11A, B).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였다(Aleksandrov et al., 2018; 김경

민, 2021).

SSRP1도 같은 방법으로 U2OS 세포에 EGFP가 융합된 SSRP1을 발

현시킨 후(그림 12C), 동일한 방법으로 핵 내 특정 영역에 레이저를 미

세조사하여 DSBs 부위로 모집되는 SSRP1를 EGFP의 형광 강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DSBs 발생 시 초기 30초 이내에 SSRP1이 빠르게 모집되고

계속 DSBs 부위에 잔류하며 형광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

었다. Y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SSRP1가 약 6분 정도까지 형광 강

도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 결과와 비

교했을 때 5분 동안의 관찰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2A, B). 또한 SSRP1의 PARP 1 의존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EGFP가 융

합된 SSRP1을 U2OS 세포에 발현시킨 뒤 레이저 미세조사하기 전

PARP 억제제인 Olaparib을 10 μM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레이저 미

세조사를 하였다. 실험 결과, SSRP1이 DSBs로 모집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3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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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QL4가 DSBs 부위의 SSRP1 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siRNA를 통해 RecQL4의 발현을 억제한 U2OS 세포(siR4)와

RecQL4의 발현을 억제하지 않은 U2OS 세포(siGL2)에 각각 EGFP가 융

합된 SSRP1을 발현시킨 후 레이저 미세조사를 통해 DSBs를 발생시키

고 DSBs로 모집되는 SSRP1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RecQL4

의 발현을 억제한 세포에서는 DSBs 부위로 모집되는 SSRP1의 형광 강

도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는 Olaparib을 처리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거

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13A, B). 이러한 사실은 RecQL4가 존재

하지 않을 때 SSRP1가 DSBs로 모집되는 정도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나

타내며, 이는 RecQL4가 SSRP1의 DSBs 부위 결합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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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s         30s        1min       3min        5min

[그림 11] RecQL4의 DSBs 부위에서의 결합 특성

A. 레이저 출력 20%, 속도 4의 조건에서 레이저 조사 반복을 각각 1, 2, 3회

로 했을 때 EGFP-RecQL4의 모집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는

각 조건 당 10개의 샘플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오차 막대는 ±표준

편차(SD)이다. B. 레이저 출력 20%, 속도 4, 반복 3일 때 EGFP-RecQL4의

모집 양상을 각 시간대 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빨간 선은 레이저를 미세조

사한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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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s         30s        1min       3min       5min

[그림 12] SSRP1의 DSBs 부위에서의 결합 특성

A. 레이저 출력 20%, 속도 4, 반복 3일 때 EGFP-SSRP1의 모집 양상을 각 시

간대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빨간 선은 레이저를 미세조사한 영역을 나타낸 것

이다. B. 레이저 출력 20%, 속도 4, 반복 3일 때 EGFP-SSRP1의 모집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는 각 조건 당 10개의 샘플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

낸 것이며, 오차 막대는 ±표준 편차(SD)이다. C. U2OS 세포에 EGFP-SSRP1를

형질주입한 후 항 SSRP1 항체로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였다. 내재(endogenous)

SSRP1(80 KDa)에 비해 EGFP-SSRP1(108.5 KDa) 발현양이 우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LaminB1은 내부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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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s         30s       1min       3min        5min

[그림 13] Olaparib을 처리했을 때와 RecQL4의 발현을 억제했을 때

SSRP1의 DSBs 부위로의 모집 양상

A. RecQL4의 발현을 억제했을 때(siR4), RecQL4의 발현을 억제하지 않았을 때

(siGL2), Olaparib을 처리했을 때 각각의 EGFP-SSRP1의 모집 양상을 각 시간

대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빨간 선은 레이저를 미세조사한 영역을 나타낸 것이

다. B. 레이저 출력 20%, 속도 4, 반복 3일 때 siR4, siGL2, Olaparib 샘플의

EGFP-SSRP1의 모집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는 각 조건 당 10개

의 샘플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오차 막대는 ±표준 편차(SD)이다. C.

U2OS 세포에 전기천공법으로 siRNA를 주입하여 RecQL4의 발현을 억제한 후

항 RecQL4 항체로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였다. siRNA 처리에 대한 대조군은

siGL2(Luciferase)를 사용하였으며, LaminB1은 내부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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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과 PAR의 상호작용

여부, DSBs 부위에서 RecQL4가 히스톤 단백질 제거와 FACT가 DSBs

부위로 모집되는데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DSBs 발생 시

DNA 손상 부위에서 RecQL4가 염색질 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은 in vitro에서

PAR와 결합하였으며(그림 2), 이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이 PAR binding

motif(PBM)로 알려진 아미노산 서열과 매우 유사하였다(그림 3). PBM

은 약 2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소수성 아미

노산과 염기성 아미노산이 특정한 배열(-hxbxhhbbhhb-, h: 소수성 아미

노산, b: 염기성 아미노산, x: 임의의 아미노산)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수성 아미노산의 자리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소수성 아

미노산 사이 사이에 존재하는 염기성 아미노산은 2 ~ 4개 정도의 개수의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Pleschke et al., 2000). RecQL4의 아미노

산 364, 369, 370, 374, 375은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이 서열은 PBM에서

보존되고 있는 소수성 아미노산의 서열과 일치하며, 소수성 아미노산 사

이에 염기성 아미노산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유사한 점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이 PAR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RecQ 헬리케이스에

여러 개의 PBM 유형의 모티프가 존재하며 이들 모두 PAR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Khadka et al., 2015)에 비추어 봤을 때,

RecQL4의 아미노산 360-437 영역이 PBM으로써 PAR와 결합할 수 있

는 부위이며, 이는 RecQL4가 PARylation된 단백질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DSBs가 발생하면 초기 수 초 ~ 분 사

이에 PARP 1에 의한 염색질의 PARylation이 일어나는데, 이는 염색질

재구조화 효소들(chromatin remodeling enzymes)이나 이질염색질 요소

들(heterochromatin factors)을 DSBs로 모집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

져 있다(Price & D’Andrea, 2013). RecQL4 역시 DSBs 발생 시 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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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DSBs 부위에 모집되기 때문에(그림 11) RecQL4가 PARylation된

염색질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염색질의 구조 변화를 유발시킬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염색질 구조 변화는 DSBs 수선 과정을 위해 초기에 필요한 과정으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그림 10)는 RecQL4가 DSBs 부의의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RecQL4가 있을 때에는 DSBs 부근에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었지만 RecQL4가 없을

때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았다. DSBs 수선을 위해서는 초기

과정으로 염색질 구조 변화가 요구되며 DNA 수선을 위한 단백질들의

접근을 막는 히스톤 단백질의 제거가 필요한데,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RecQL4가 관여함을 보여준다. 특히

RecQL4는 HR 수선 과정에서 MRN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는 것

에 관여하는데(Kim et al., 2021), MRN 복합체는 DSBs 부위에 결합하

여 HR 수선을 개시한다. HR 수선 과정은 DSBs 발생 시 DSBs 부위에

MRN 복합체가 결합하며 시작되며 핵산 내부 가수 분해 효소 활성을 지

닌 Mre11과 CtBP-Interacting Protein(CtIP)가 함께 작용하여 20 bp 정도

의 짧은 말단 절제(end resection)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단일 가닥

DNA가 생성되면 Exonuclease1(EXO1), DNA replication

ATP-dependent helicase/nuclease(DNA2), Bloom syndrome

protein(BLM)과 같은 핵산 외부 가수 분해 효소와 헬리케이스에 의해

단일 가닥 DNA 부분이 확장된다. 이렇게 생성된 단일 가닥 DNA에

Replication Protein A(RPA)가 결합하고, 재조합 단백질인 Rad51로 교체

되면서 주형 가닥으로의 침투가 일어나 손상 부위의 수선이 일어난다

(Ciccia & Elledge, 2010; Kim et al., 2021; Symington, 2014; Zhao et

al., 2020). HR 수선 과정에서 말단 절제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엄격하게

조절되는데(Zhao et al., 2020), DSBs 부위에서 히스톤 단백질이 제거되

지 않으면 핵산 외부 가수 분해 효소와 헬리케이스에 의한 말단 절제의

확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cQL4가 DSBs 부

위에서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관여한다는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 41 -

RecQL4가 헬리케이스 활성을 통해 히스톤 단백질을 제거하여 말단 절

제의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히스톤 샤페론 단백질인 FACT의 SSRP1이 PARP 1 의존적으로

DSBs 부위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RecQL4가 필요하였다(그림 13).

RecQL4의 발현을 억제한 세포에서 DSBs 부위로 모집되는 SSRP1의 형

광 강도는 현저히 감소된 양상을 보였고, 이는 PARP 억제제인 Olaparib

을 처리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

다. 이는 RecQL4가 DSBs 부위로 SSRP1이 모집되는 것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PARP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SSRP1이 DSBs 부위에 결

합하지 못하는 것이 RecQL4가 DSBs로 모집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

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DSBs 부위로 모집되는 RecQL4의 최소 영역인 아미노산

360-437 영역이 PBM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으로 PAR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RecQL4가 DSBs 발생 시 염색질의 구조 변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단백질임을 확인하고, ChIP-qPCR의 실험적 증거를

토대로 RecQL4가 DSBs 부위에서 히스톤 단백질 제거에 관여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RecQL4가 짧은 시간 동안 DSBs 부위에 결합해서 수행하

는 역할과 그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FACT의 DSBs 부위로의 모집에 RecQL4가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FACT가 어떻게 DSBs 부위로 모집

되는지에 대한 기작을 설명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통해 DSBs 부위에서

RecQL4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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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double-strand breaks(DSBs), the most serious form of DNA

damage, must be repaired because it directly affects genetic stability.

RecQL4 is known to be involved in both non-homologous end

joining(NHEJ) and homologous recombination(HR), the major repair

mechanisms of DSBs, but it is not yet known what role it plays in

the DSB site during dissociation within minutes after

Poly(ADP-Ribose) Polymerase 1(PARP 1) dependent binding to DSB

within seconds of occurrence.

In this study,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RecQL4 on the

chromatin structure change of the DSBs site, GST fused with the

amino acid 360-437 region, which is the minimum region of RecQL4

recruited to the DSBs site, were expressed and purified. In vitro,

these proteins were incubated with biotin-labeled

Poly(ADP-Ribose)(PAR) and pulled down with GST and Streptav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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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Experiments show that the amino acid 360-437 region of

RecQL4 acts as a PAR binding motif and binds directly to PAR,

confirming that RecQL4 is a protein that can interact directly with

PARylated chromatin and cause structural changes in chromatin. In

addition, to find out whether RecQL4 was involved in the removal of

histone proteins from the DSBs site, 4-hydroxytamoxifen(4-OHT)

was treated in DIvA cells that inhibited the expression of RecQL4

and cells that did not, causing DSBs, and then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ChIP) - quantitative PCR(qPCR) was used. As a

result, histone proteins were not removed from the DSBs site in cells

where RecQL4 expression was suppressed, and histone proteins were

removed only from cells where RecQL4 was normally expressed.

Moreovre, I examined how RecQL4 affects recruitment of FAcilitates

Chromatin Transcription(FACT) complex known to be involved in

recognizing and removing PARylated histone proteins in the DSBs

site. EGFP fused with SSRP1, a subunit of FACT, was expressed in

U2OS cells that inhibited the expression of RecQL4 and cells that did

not. To generate DSBs, laser micro-irradiation was used and the

pattern of SSRP1 recruited to the DSBs site was observed. This

result shows that when the expression of RecQL4 was suppressed,

the degree of recruitment to the DSBs site of SSRP1 was

significantly reduced.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reveal that

RecQL4 is involved in the removal of histone proteins from the DSBs

site and also in the binding of the DSBs site of FACT.

keywords : RecQL4, DNA double strand breaks (DSBs),

Chromatin structure change, Histone removal,

FACT, SSR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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