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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전사-복제 충돌(TRCs)은 복제기구와 RNA 중합효소가 S기에 

충돌할 때 발생한다.  비록 전사와 복제가 TRCs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절되지만, TRCs는 정상세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암세포에서는 더욱 많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S기에 TRCs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은 유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에는 RecQL4-Orc4 융합단백질이 발현되는 

즉, pre-RC에 RecQL4 단백질을 결합시킨 인간 골육종 세포에서 후기 

복제 원점의 복제가 S기 초기에 활성화되어 TRCs일 가능성이 큰 복제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이 복제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반응에 TOPBP1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복제 

스트레스가 TRCs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사 억제제 처리시 복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지 여부와 전사기구와 복제기구의 충돌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면역 형광 염색법을 통해 R-loop와 

FANCD2의 foci가 전사 억제제 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NA:RNA hybrid 구조를 가지고 있는 R-loop는 RNA 중합효소가 

멈춘 곳에 형성되며 FANCD2는 정지된 복제분기점에 결합한다. 또한, 

복제기구의 핵심 인자인 PCNA 항체와 RNA 중합효소Ⅱ의 C-말단 

인산화 부위 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근접 결합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PLA foci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때 발생하는 전사-복제 충돌 반응에서 TOPBP1의 역할과 

작용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 TOPBP1 BRCT 도메인의 일부가 결실된 

다양한 TOPBP1 단백질들을 발현시킨 다음 전사-복제 충돌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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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그 결과, FANCD2 foci를 형성하는 데에는 ATR 활성화 

도메인과 BRCT7-8 도메인을 포함하는 TOPBP1의 C말단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전사-복제 충돌에 의해 유발되는 DNA 이중 가닥 절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C말단과 더불어 BRCT3, 6 도메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이 TRCs가 발생했을 때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RecQL4-Orc4 융합단백질을 발현하여 후기 

복제 원점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한 세포에서 실제로 전사-복제 충돌이 

일어나며, ATR 활성화 이외에도 TOPBP1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사-복제 충돌에 대한 세포 반응 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Doxycycline 처리로 손쉽게 전사-복제 충돌이 유도되는 

안정적인 인간 세포주는 향후 인간세포에서 일어나는 TRCs 반응을 

연구하는 모델 시스템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전사-복제 충돌(TRCs), RecQL4-Ord4, R-loops, FANCD2, 

DNA 이중 가닥 절단(DSBs), BRCT 도메인, TOPBP1, ATR 활

성화 

 

학  번 : 2020-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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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이론적 배경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내에서는 DNA의 복제(Replication)와 

전사(Transcription)가 항상 일어난다. 이것은 생명현상의 핵심요소로서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세포는 분열을 위해 

S기가 되면 복제과정을 통해 새로운 DNA를 합성한다(Stillman, 1996). 

이 때 DNA 복제 기구와 세포 내 전사 시스템은 같은 genomic DNA를 

주형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사와 복제는 S기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그림 1). 전사와 복제의 충돌(Transcription-

Replication Conflicts, TRCs)은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며 

급격한 세포분열, 광범위한 전사의 활성화, 조절되지 않는 복제 등의 

특징을 보이는 암세포에서는 더욱 증가한다(Shao et al., 2020a). 

일반적으로 반복 서열 부위를 가지며 non－B DNA 이차 구조 등이 잘 

발생하는 Fragile sites, rDNA 지역, 텔로미어 부위 등이 TRC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mez-Gonzalez et al., 2019).  

원핵세포는 1개의 복제원점(replication origin)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레플리솜 복합체(replisome complex)가 복제원점으로부터 서로 

반대방향으로 원형의 DNA를 복제한다(Hamperl et al., 2016). 그리고 

박테리아의 레플리솜은 RNA 중합효소보다 약 10-15배 이상 빠르게 

움직여 서로 충돌한다(Pomerantz et al., 2008, 2010; Helmrich et al., 

2013). 실제로 원핵세포에서 TRCs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연구에서 보고되기도 하였다(Gotta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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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ranscript cleavage factor인 GreA와 GreB가 없을 때, 

Escherichia Coli에서 TRCs가 증가하며(Merrikh et al., 2012; García-

Muse et al., 2016) Bacillus subtilis의 rRNA 유전자나 고도로 발현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에서 레플리솜의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Merrikh et al., 2015). 한편, TRCs가 발생했을 때 복제 

방향과 전사방향이 정면으로 마주보는(Head-on, HO) 충돌은 복제와 

전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Co-directional, CD) 충돌보다 

복제분기점(replication fork)의 이동을 더 심각하게 저해한다(Mirkin et 

al., 2005). 따라서, 원핵세포는 TRCs에 의한 유전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한 방법으로 복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사가 일어나도록 필수적인 

유전자들을 배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Merrikh et al., 2012).  

진핵세포(Eukaryotic cell)의 DNA는 박테리아의 유전체보다 훨씬 

길고 복제원점의 개수도 인간 세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0,000-

80,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 그리고 S기가 되면 직선의 DNA를 따라 

여러 개의 복제원점에서 복제가 개시된다. TRCs가 발생할 때 유전자가 

선도가닥에 암호화되어 있으면 CD충돌이 일어나고 유전자가 지연가닥에 

암호화되어 있을 때는 HO충돌이 유발된다(Hamperl et al., 2016). 

진핵세포의 이러한 특징은 TRCs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더 복잡한 조절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Gomez-Gonzalez et al., 2019). 일반적으로 

진핵세포는 전사와 복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사가 S기가 

아닌 시기에 일어나도록 조절한다(Lalonde et al., 2021). 그러나 복제 

인자나 핵심 히스톤(core histone)같은 S기 특이적 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Marzluff et al., 2008; Kurat et al., 

2011)와 rRNA 유전자(Zaidi et al., 2016) 그리고 G1기부터 전사가 

시작되는 사이즈가 큰 유전자(Helmrich et al., 2011)들은 전사시기가 

S기에 걸쳐 있게 된다. 따라서 S기의 전사는 복제와 전사의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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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해 복제가 일어나는 지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핵 내부의 

별도의 장소에서만 일어난다(Wansink et al., 1994; Wei et al., 1998). 

한편 rDNA의 경우 전사가 활발한 rDNA가 S기 초기에 복제되고 침묵 

rDNA는 S기 후기에 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mitrova, 

2011). 

그러나 진핵세포의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에도 TRCs는 나타난다. 

진핵세포에서의 TRCs 긴 길이의 유전자에서 주로 발생한다(Sanchez et 

al., 2020). 그리고 암유전자의 활성화도 전사와 복제의 조절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TRC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ry et al., 

2021)(그림 2). Ras를 overexpression 했을 때 TRCs가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으며(Miron et al., 2015; Kotsantis et al., 2016) 

에스트로겐은 일반 전사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에스트로겐 반응성 유전자 

지역의 R-loop 형성을 촉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Stork et al., 2016). 

그리고 Myc이나 Cycline E를 과발현하면 전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전자 내의 ectopic DNA replication origin이 firing되어 S기에 미리 

진입하게 되고 oncogene-induced origin에서 TRCs가 증가한다(Jones 

et al., 2013; Valovka et al., 2013; Hyrien, 2015). 또한, B 림프구의 

형질세포의 분화 과정이나 삼투 스트레스 등 세포내의 급격한 전사와 

복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들도 TRCs의 발생을 증가시킨다(Dutrieux 

et al., 2021). 

TRCs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유방암 세포에서 관찰되었으며(Hatchi 

et al., 2015) 암유전자 발현 세포에서 common fragile sites(CFSs)의 

DNA breakage가 발생했다(Tsantoulis et al., 2008; Miron et al., 2015).  

또한, 효모 인공 시스템의 TRCs 지역에서 hyper-recombination이 

관찰됐다(Prado et al., 2005). 이 결과들은 TRCs가 유전적 불안정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Kotsantis et al., 2018).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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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은 실제 TRCs와 관련된 질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NA 

결합 단백질인 FMRP의 결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Fragile X 증후군은 

지적장애와 자폐증을 유발하는데 fragile X chromosome에서 나타나는 

복제 지연에 의한 불완전한 복제가 이 환자들에게서 관찰된다(Hansen 

et al., 1993; Bagni et al., 2013). WAS 단백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 Wiskott-Aldrich 증후군은 TRCs에 의한 R-loop의 

축적과 관련이 있다. WAS 환자에게서 보조 T 세포의 이중가닥 

절단(DSBs)이 관찰되며 이는 WAS 환자의 소아 백혈병 발병을 

증가시킨다(Sarkar et al., 2018). TRCs가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TRCs가 다양한 질병의 잠재적인 치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Wan et al., 2015; Dutrieux et al., 2021). 

R-loop는 RNA 중합효소가 이동할 때 중합효소 뒤쪽에 만들어지는 

삼중 가닥 핵산 구조로 DNA 이중 가닥이 분리되고 새롭게 합성된 

RNA가 주형 가닥 DNA에 결합하여 DNA:RNA hybrid 구조를 만들면서 

형성된다(Thomas et al., 1976). 실제로 B 세포 면역글로불린 종류 

변환, 텔로미어 항상성 조절과정, 몇몇 박테리아의 경우 플라스미드 

복제과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학적 상황에서 R-loop가 

발생한다(Merrikh et al., 2012; Garcia-Muse et al., 2019). 그러나 R-

loop는  topological stress를 만들고 복제분기점의 진행에 장애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R-loop의 축적은 DSBs를 유발하거나(Bhatia et al., 

2014; San Martin Alonso et al., 2021) DNA의 안정성 유지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Hamperl et al., 2017; Rinaldi et al., 2020). R-loop의 

발생은 전사와 복제의 충돌이 일어나는 방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Garcia-Rubio et al., 2018). 전사와 복제가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CD충돌의 경우 복제분기점의 헬리케이즈의 작용으로 

DNA:RNA hybrid가 해소되어 서로 마주보는(HO) 충돌보다 R-loop의 



 

 - 5 - 

축적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omez-Gonzalez et al., 

2019).  

한편, 세포에는 DNA:RNA hybrid가 축적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다양한 기작이 존재한다. mRNP의 형성과 관련된 THO 복합체(Huertas 

et al., 2003)와 SR 단백질 스플라이싱 인자인 ASF/SF2(Li et al., 2005) 

등은 새로 합성된 RNA를 감싸 주형 DNA와 혼성화 되지 않도록 하여 

R-loop의 축적을 막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TRCs가 발생하면 RNA 중합효소의 지연이 나타나 R-loop의 축적이 

관찰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TRCs 발생의 대표적인 marker로 R-

loop의 축적을 확인한다(Sollier et al., 2014; Hatchi et al., 2015; 

Schwab et al., 2015; Hamperl et al., 2017; Gomez-Gonzalez et al., 

2019).  

복제와 전사의 진행은 DNA의 풀림과 관련이 있다.  RNA 중합효소 

앞쪽에는 양성 초나선(positive supercoiling)이 생기며 뒤쪽에는 음성 

초나선(negative supercoiling)이 만들어진다(Liu et al., 1987). 또한, 

전사와 마찬가지로 레플리솜이 진행할 때 복제 분기점 앞쪽에는 양성 

초나선이 증가한다(Gilbert et al., 2014). 전사기구와 복제기구가 서로 

마주보며(head-on) 다가오면서 만나면 전사기구와 복제기구 사이에 

양성 초나선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torsional stress를 유발하게 

된다. 전사와 복제가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co-directional) 진행할 때 

RNA 중합효소 뒤쪽에 음성 초나선이 증가하는 데 이것은  G-

quadruplex(G4)와 같은 non－B DNA 구조가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Gomez-Gonzalez et al., 2019). 이러한 torsional stress의 

완화에는 topoisomerase(TOP)가 관여한다(Bermejo et al., 2012). 

한편, 진핵생물에는 topoisomeraseⅠ(TOP1)과 topoisomeraseⅡ 

(TOP2)라고 불리는 2개의 topoisomerase가 존재한다.(Keszthely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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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TOP1은 꼬인 이중 가닥의 DNA에 nick을 만든 후 끊어진 

한 가닥의 DNA를 다른 가닥의 뒤로 넘겨 연결하여 꼬임을 푼다. 

TOP2는 이중 가닥을 완전히 절단하고 다시 연결하여 꼬임을 푸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출아 효모의 topoisomerase 돌연변이에서 고도로 

전사가 일어나는 rDNA의 복제와 전사의 감소가 나타났다(Brill et al., 

1987). 그리고 TOP1은 RNA 중합효소 뒤쪽에 생기는 음성 초나선을 

제거하여 부적절한 R-loop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rolet, 2006) TOP1을 제거한 경우 S기의 인간세포의 전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전자에서 음성 초나선이 증가하고 복제 지연과 

DSBs가 유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Tuduri et al., 2009). TOP1 특이적 

저해제인 Camptothecin(CPT)을 처리하는 경우 DNA:RNA hybrid가 

축적되었다(Marinello et al., 2013). TOP2는 S기에 전사가 일어나는 

유전자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mejo 

et al., 2009). TOP2을 knockdown 한 경우 큰 사이즈의 mRNA 전사가 

억제되었으며(Joshi et al., 2012) TOP2 저해제인 etoposide 처리하면 

R-loop와 RPA32의 인산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Tsai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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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z-Gonzalez et al., 2019) 

 

[그림 1] S기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TRCs 모식도 

전사기구와 복제기구는 서로 마주보는 방향(head-on)으로 충돌하거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co-directional) 충돌한다. Head-on 충돌의 경우 합성 

기구가 서로 가까워질 때 RNA 중합효소와 레플리솜 사이에 양성 초나선이 

증가하며 RNAP 뒤쪽으로 R-loop가 형성된다(i). co-directional 충돌의 경우 

RNA 중합효소 뒤쪽에 증가하는 음성 초나선에 의해 R-loop가 형성되지만 

복제기구가 접근함에 따라 R-loop가 해소되기도 한다(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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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ry et al., 2021) 
 

[그림 2] TRCs를 유발하는 암유전자 신호경로 활성화 

암유전자 신호경로의 활성화는 전사-복제 충돌을 유도한다. (A) H-Ras의 

활성화는 일반 전사 인자인 TBP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RNA 합성을 

증가시킨다. RNA 합성이 증가하면 R-loop가 축적되고 TRCs가 유발된다. (B) 

에스트로겐은 핵 내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여 responsive gene의 

급격한 전사 촉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RNA 합성의 증가는 R-loop를 

축적하고 TRCs를 유발한다. (C) EWS-FLI1은 RNA 중합효소Ⅱ의 CTD를 

인산화하고 RNA 합성을 증가시킨다. RNA의 합성이 증가하면 R-loop가 

축적되고 TRCs가 유발된다. (D) Hippo 경로의 LATS 1/2 인산화효소가 없을 

경우 YAP/TAZ의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아 핵 내부에 많이 존재하게 된다. 

YAP/TAZ는 전사인자인 TEAD와 상호작용하여 신생 RNA의 합성을 촉진한다. 

증가한 RNA 합성은 R-loop의 축적을 유도하고 TRCs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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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s가 해소되지 못하고 복제 분기점이 계속 정지하게 되면 결국 

ssDNA의 노출이 많아지고 축적이 일어나 S기 검문지점이 활성화되고 

나타나고 ATR/Chk1 경로가 진행된다(Gomez-Gonzalez et al., 2019). 

ATR(ataxia telangiectasia and Rad3-related protein)은 ATRIP를 

통해 ssDNA를 인식하여 활성화된다(Zou et al., 2003). 활성화된 

ATR은 Chk1(Checkpoint kinase 1)을 인산화하여 활성화시킨다. 

인산화된 Chk1에 의해 p53 같은 하위 경로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DNA 

손상반응이 유도된다(Cimprich et al., 2008). 이러한 S기 검문지점의 

활성화는 세포 내 다양한 대사과정에 영향을 준다. TRCs로 인한 복제의 

지연이 해소될 때까지 복제원점의 firing을 억제하여 복제과정 자체가 

저해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Yekezare et al., 2013). 

그리고 HEK293 세포에 episomal construct를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전사-복제 충돌을 유발한 시스템에서 HO충돌이 발생하면 ATR/Chk1 

경로가 활성화되며 CD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ATM/Chk2 경로의 

활성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Hamperl et al., 2017). 또한, 

효모에서 R-loop 축적은 S기 검문지점의 활성화를 유발한다(Gómez-

González et al., 2009). ATR은 인간세포 내에서 R-loop의 축적이 자주 

관찰되고 고도로 전사되는 유전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ERFS와 CFS 

지역의 유전적 안정성 유지에 관여한다(Barlow et al., 2013). TRCs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검문지점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면 ssDNA의 축적과 

fork reversal 증가가 나타나고(Sogo et al., 2002; Tercero et al., 2003) 

결국 세포는 죽게 된다.  

TRCs는 복제분기점을 안정화하고 전사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Hamperl et al., 2016). 세포 내에는 TRCs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절 기작들이 존재한다. DNA 복제 기구의 skipping과 

repriming, RNA 중합효소의 제거 및 분해, 분기점 역전(fork 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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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londe et al., 2021)(그림 

3). CD충돌의 경우 RNA 중합효소를 떼어내고 새로 합성한 RNA를 

프라이머로 사용해 복제가 다시 시작되거나 지연가닥 쪽에 새로운 

오카자키 절편(Okazaki frgment)을 합성하는 repriming이 일어나 

복제가 다시 시작되고 TRCs가 skipping된다(Pomerantz et al., 2008; 

Conti et al., 2020). 그리고 TRCs의 skipping과 repriming은 

지연가닥에서 뿐만 아니라 선도가닥에서도 나타난다. 이 경우 ssDNA의 

노출이 많아져 복제 후 수복경로의 활성화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mez-Gonzalez et al., 2019). R-loop나 G4 같은 non－B DNA 

구조에서 TRCs의 skipping과 repriming이 많이 나타난다(Schiavone 

et al., 2014; Šviković et al., 2019).  

TRCs를 해소하기 위한 또 한가지 전략은 전사-복제 충돌상황에서 

RNA 중합효소 복합체를 주형 DNA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E. Coli의 Rep, UrvD, DinG 또는 효모의 Rrm3 같은 복제 보조 

헬리케이즈는 레플리솜 앞에 있는 DNA 관련 단백질 복합체를 제거해 

버린다(Ivessa et al., 2003; Hawkins et al., 2019). 전사의 효율적인 

신장과 종결을 위해 RNAP의 제거 및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전사인들이 

존재한다(Lang et al., 2018). 또한, 효모에서는 복제기구와 전사기구가 

가까워지면 TRCs를 해소하기 위해 RNA 중합효소를 제거하고자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PTM)이 관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Lang 

et al., 2018).  

TRCs에 의해 복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복제 분기점은 분기점 

역전을 통해 안정화될 수 있다. fork reversal이란 복제과정에서 새로 

합성된 두개의 가닥이“chicken foot”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ATP 

의존적인 remodeling과정을 말한다(Quinet et al., 2017). 분기점 역전은 

핵산가수분해효소로부터 정지된 복제분기점을 보호하고 세포가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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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Lalonde et al., 2021). 

최근에는 분기점 역전이 re-ligation cycle을 통해 RNA 중합효소가 

복제 분기점을 스쳐 지나가고 복제가 재시작 하도록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Chappidi et al., 2020).  

또한, 전사-복제 충돌을 막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로 RecQL5가 

있다(García-Muse et al., 2016). RecQL5는 DNA 헬리케이즈 활성과 

복제가 일어나는 곳에서 전사 신장(transcription elongation)이 일어날 

때 RNA 중합효소에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RNA 

중합효소Ⅱ와 안정적인 복합체를 형성하여 전사 신장 조절에서 음성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opuri et al., 2013). 

RecQL5가 결핍된 인간세포 내에서 레플리솜 차단, R-loop의 축적, 

유전적 불안정성 증가 등을 관찰한 연구가 있다(Urban et al., 2016).  

전사-복제 충돌 특이적 R-loop 조절 경로로 Fanconi Anemia 

pathway가 있다(Schwab et al., 2015)(그림 4). FA 경로에는 총 

22개의 FA 단백질(FANC-A, B, C, D1, D2, E, F, G, I, J, L, M, N, O, P, 

Q, R, S, T, U, V, W)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 FA 단백질의 발현에 이상이 

생길 경우 골수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판코니 빈혈(Fanconi Anemia)이 

나타난다는 데서 이 경로의 이름이 붙여졌다(Walden et al., 2014). 

DNA inter-strand crosslinks(ICLs)를 수복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세포 

내 경로로 처음 발견되었다(Niraj et al., 2019). FA 경로는 단계에 따라 

크게 core, mediator, functional group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인간 

세포는 FANCA, B, C, E, F, G, L, M의 8개 FA 단백질 및 FA 관련 

단백질(FAAPs)로 구성된 FA core 복합체와 FA mediator 단백질인 

FANCD2와 FANCI가 결합한 ID2 복합체를 가지고 있다(Medhurst et 

al., 2006). FA core 복합체는 BL100(FANCB, FANCL, FAAP100), 

CEF(FANCC, FANCE, FANCF), AG20(FANCA, FANCG, FAAP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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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단위체로 나누어진다(Wang et al., 2021). 

ID2 복합체의 활성화는 FA 경로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ID2 

복합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FA core 복합체에 의한 FANCD2와 

FANCI의 mono-ubiquitylation(mUb)이 요구된다(Che et al., 2018). 

FANCD2의 mono-ubiquitylation에는 FA core 복합체의 소복합체 중 

BL100이 작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ajendra et al., 2014). 

인간의 경우 ID2 복합체의 mono-ubiquitylation은 FANCD2의 561번 

라이신(K661)과 FANCI의 523번 라이신(K523)에서 발생한다. 이 

또한, ID2 복합체가 DNA 손상부위로 모집되는 데는 ATR의 활성화가 

필요하다(Ishiai, 2021).  

FANCM은 DNA가 손상된 지역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나머지 FA 

core 단백질들의 모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caffold 단백질의 역할을 

한다. FANCA는 chromatin targeting(Otsuki et al., 2001)과 single 

strand annealing(SSA)에 관여한다(Benitez et al., 2018). FANCL은 

E3 ubiquitin ligase로 RING domain을 통해 E2 ubiquitin-conjugating 

효소인 FANCT(UBE2T)와 상호작용한다(Alpi et al., 2008). 또한, ID2 

복합체의 하위 경로 FA 단백질들은 translesion synthesis(TLS)나 

상동재조합 같은 DNA 수선 과정 등에 작용하는 단백질이다(Lemonidis 

et al., 2021). Rad51(FANCR), BRCA1(FANCS), BRCA2(FANCD1), 

XRCC2(FANCU) 등은 ICLs을 수복하기 위한 상동재조합에 관여하며 

ERCC4(FANCQ)는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 과정에 endonuclease로 

작용한다(Che et al., 2018; Niraj et al., 2019).  

한편, FANCD2는 RNA processing factor와 상호작용하여 TRCs 

유발지역으로 모집되고 R-loop를 해소하는 데 관여한다(Garcia-Rubio 

et al., 2015; Hatchi et al., 2015; Okamoto et al., 2018). 그리고 

FANCD2와 R-loop의 결합은 FANCD2의 monoubiquitylation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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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킨다(Liang et al., 2019). 또한, CFSs에서 발생하는 R-loop의 

제거에 FANCD2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Madireddy et al., 2016; 

Nepal et al., 2017; Okamoto et al., 2018). FANCD2외에도 FA 경로가 

TRCs 해소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FANCM이 

결핍된 인간세포에서 R-loop의 발생이 증가하였고(Schwab et al., 2015) 

BRCA1(FANCS)이 R-loop 의존적으로 전사가 지연된 곳으로 

모집되어 전사 종결 인자인 SETX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Hatchi et al., 2015). 또한, FANCJ는 R-loop의 ssDNA에 

발생하는 G4 구조를 특이적으로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et 

al., 2016). 이러한 결과들은 FA 경로가 TRCs 해소에 작용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이 외에도 R-loop을 분해하는 특이적 리보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인 

RNaseH1이 TRCs의 해소와 관여한다. FA 단백질 복합체가 결핍된 

세포에서 RNaseH1을 overexpression 했을 경우 R-loop의 감소를 

관찰한 보고가 있었다(Garcia-Rubio et al., 2015). 그리고 PCNA 

unloader로 알려진 ATAD5도 R-loop 감소시켜 TRCs 해소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2020). 또한, RNA:DNA 헬리케이즈 

활성과 RNA 의존적 ATP 가수분해뵤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USP56을 

제거하면 인간 암세포에서 R-loop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가 

있었다(Pérez-Caler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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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onde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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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RCs를 해소하기 위한 세포 내 다양한 조절 기작 

세포는 TRCs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A) TRCs가 발생했을 

때 skipping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연가닥에 block이 발생했을 

때는 PRIMI이 지연가닥의 repriming을 유도하며 선도가닥에 blocking이 

발생하면 PRIMPOL1이 작용하여 선도가닥의 repriming이 일어난다. (B) CD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RNAP가 주형 DNA에서 떨어져 나가고 레플리솜이 

새로 합성된 RNA를 프라이머로 사용하여 복제를 다시 시작한다. (C) DNA 

합성을 계속하기 위해 RNAP를 제거하고 분해하기 위한 많은 경로들이 

존재한다. (D) TRCs가 발생했을 때 RNAP 복합체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경우 분기점 역전(fork reversal)이 일어나 복제분기점을 안정화하고 전사-

복제 충돌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E) fork reversal이 

나타나면 fork cleavage와 re-ligation cycle의 과정을 통해 TRCs가 해소된다. 

이 과정에는 분기점을 절단하기 위해 MUS81이 사용되며 분기점의 역전을 

저해하기 위해 RecQ5가 이용된다. 분기점은 RAD52와 LIG4에 의해 다시 

연결되며 복제와 전사는 재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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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b et al., 2015) 
 

[그림 4] TRCs에서 FA 경로에 의한 R-loop의 해소  

전사와 복제의 충돌은 FA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TRCs에서 R-loop 해소에 

관여하는 FA 경로의 작용기전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FA 경로에 

의한 R-loop해소에는 FANCM의 translocase activity가 필요하다. R-loop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복제 결함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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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표 

 

DNA를 복제하는 시기에 존재하는 다양한 내재적, 외재적인 요인은 

복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DNA의 복제를 지연한다(Bowry et al., 

2021). 따라서, 유전체 DNA를 복제하는 S기에 유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세포의 생명유지 및 노화와 발암의 억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제 스트레스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Kotsantis et al., 2016) 복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연구는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유전체 불안정성 발생 기전 규명 

연구와 암 치료 연구에도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실에서는 복제 개시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doxycycline inducible promoter로부터 RecQL4-

Orc4 융합단백질이 발현되어 후기 복제 원점의 복제가 S기 초기에 

일어나도록 변형된 인간 골육종 세포인 U2OS-RO4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세포에서 복제 시기 조절 이상에 따른 복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그 스트레스가 전사 억제제를 처리할 경우 감소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Shin et al., 2019)(그림 5). 이 결과는 

복제 조절 시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이 스트레스가 전사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던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U2OS-RO4세포에 doxycycline을 처리할 경우 R-loop의  축적과 

FANCD2 foci의 증가를 확인했다. 또한, FANCD2의 발현을 억제할 

경우 R-loop의 축적이 더욱 증가하고 DSBs가 더 많이 

발생했다(조원호, 2022). R-loop의 축적과 FANCD2 foci의 증가는 

대표적인 TRCs 발생의 지표로 알려져 있다(Howlett et al., 2005;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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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Naim et al., 2009; Sollier et al., 2014; Hatchi et al., 2015; 

Schwab et al., 2015; Madireddy et al., 2016; Hamperl et al., 2017; 

Gomez-Gonzalez et al., 2019).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U2OS-RO4 세포에서 복제 전 복합체에 tethering된 RecQL4의 

발현에 의해 전사-복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선행연구는 RecQL4-Orc4 발현으로 U2OS-RO4 세포에서 

복제 시기 변화에 의해 복제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세포 내 반응에 

관여하는 새로운 인자로 TOPBP1(topoisomeraseⅡ binding protein 

1)을 제시하였다. TOPBP1은 복제 개시와 복제 검문지점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단백질이다(Ogiwara et al., 2006). DNA 

복제 및 전사 그리고 DNA 손상 복구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이 기존에 알려져 있었으며(Wardlaw et al., 2014), FA 경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Gong et al., 2010; Pladevall-

Morera et al., 2019) TRCs에 관여하는 인자로서 탐색할 가치가 있었다. 

U2OS-RO4 세포에 siRNA를 형질주입을 통해 TOPBP1의 발현을 

억제하고 doxycycline을 처리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FANCD2 foci의 

형성이 감소하고 DSBs의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는 TOPBP1이 

복제 시기 조절 이상에 의해 복제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FANCD2 

foci의 형성과 DSBs 발생 억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원호, 

2022).  

TOPBP1은 8개의 BRCT 도메인과 ATR 활성화 도메인(ATR 

activation domain, AAD)을 가지고 있으며 BRCT 도메인을 통해 세포 

반응에 참여하는 인산화된 다양한 단백질과 결합한다(Kumagai et al., 

2006). TOPBP1은 ATR 활성화에 관여한다(Forma et al., 2011; 

Barlow et al., 2013; Thada et al., 2021). ssDNA에 결합한 RPA에 의해 

ATR/ATRIP와 Rad9-Rad1-Hus1(9-1-1) 복합체가 모집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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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TOPBP1이 이들과 결합한다(Ball et al., 2007; Smits et al., 2010). 

TOPBP1의 C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AAD와 BRCT7-8 도메인이 ATR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Liu et al., 2009; Broderick et al., 

2015).  

또한, 선행연구는 FANCD2 foci 형성과 DSBs 발생 억제에 필요한 

TOPBP1 내 도메인을 탐색하였다. FANCD2 foci의 형성에 ATR이 

작용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Ishiai, 2021) TOPBP1 내 ATR 

활성화에 관여하는 도메인이 U2OS-RO4 세포에서 복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FANCD2 foci 형성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림 6)의 

모식도에 나온 TOPBP1 derivatives를 제작하여 FANCD2 foci 형성과 

DSBs 발생 억제 양상을 관찰하였다. TOPBP1 내 ATR 활성화에 

관여하는 도메인은 FANCD2 foci의 형성에는 충분하지만 DSBs 발생  

감소에는 불충분하다(조원호, 2022). TOPBP1의 AAD와 BRCT 7-8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FL, ∆1-6) FANCD2 foci의 

형성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DSBs 발생의 억제는 ATR 활성화 관여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W-R, 1-6) AAD와 BRCT7-8 

도메인만 존재하는 경우(∆1-6)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TOPBP1이 

U2OS-RO4 세포에서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한 복제 스트레스 

반응에 ATR 의존적 또는 비의존적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복제 시기 조절에 변화가 일어난 U2OS-

RO4 세포에서 나타나는 R-loop 축적과 FANCD2 foci 증가와 같은 

TRCs 발생 관련 지표가 전사 의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또한, 실제로 U2OS-RO4 세포에서 doxycycline 

처리를 통해 복제 시기 조절 변화를 유도할 때 두 합성기구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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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제 시기 조절 이상에 의해 U2OS-RO4 세포에서 

발생하는 복제 스트레스에 대한 인자로서 TOPBP1이 FANCD2 foci의 

형성과 DSBs 발생 억제에 관여함을 밝혀 낸 선행연구는 TRCs에 

관여하는 새로운 인자를 탐색하는 모델로서 U2OS-RO4 세포 시스템을 

제시하고 TRCs 반응의 작용기전을 규명할 수 있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DSBs 발생 억제에 관여하는 TOPBP1의 구체적인 

도메인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작용기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DSBs 발생 억제와 관련하여 TOPBP1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단백질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RecQL4-Orc4 융합단백질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한 복제 스트레스 반응에서 TOPBP1이 FANCD2 foci 형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TRCs에서 TOPBP1과 FANCE2의 상호작용이 

TRCs 반응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TOPBP1과 

FANCD2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도메인을 

규명하여 전사-복제 충돌 관련성을 탐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U2OS-RO4 세포에서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전사-복제 충돌의 확인  

둘째, 전사-복제 충돌로 인한 DSBs 발생 억제에 필요한 TOPBP1 

도메인 탐색 

셋째, TOPBP1과 FANCD2의 물리적 상호작용 확인을 통한 전사-복제 

충돌 관련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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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et al., 2019) 
 

[그림 5] RecQL4-Orc4 융합단백질 발현에 의한 복제 시기 조절 변화 

정상세포에서 S기 초기 Pre-RC는 모든 복제 원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기 복제 원점만이 S기 초기에 복제된다. Pre-RC에 tethering된 RecQL4를 

발현하는 경우(U2OS-RO4) S기 초기에 전기 복제 원점 과 후기 복제 원점의 

복제가 모두 시작되어 복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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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행연구에 사용된 TOPBP1 derivatives 모식도 

U2OS-RO4 세포에서 TRCs로 인한 FANCD2 foci 증가와 DSBs 발생감소에 

관여하는 TOPBP1의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제작한 TOPBP1 

derivatives 중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결과가 확인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붉은색 네모박스는 TOPBP1 내 ATR 활성화에 관여하는 domain을 나타낸다. 

endogenous TOPBP1 발현 억제 후 construct를 형질주입 했을 때 

FANCD2 foci의 증가와 DSBs의 감소를 +/-를 이용해 표시하였다. FL, Ful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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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및 재료 

 

제 1 절 세포 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포는 인간 골육종 세포(U2OS)에 rtTA를 

발현하는 pTet-On 플라스미드와 RecQL4-Orc4 pTRE 플라스미드가 

형질도입(transduction)된 U2OS pTet-On RecQL4-Orc4 #9(UPT 

R4-O4 #9) 세포이다(Shockett et al., 1995; 안윤영, 2013; Shin et al., 

2019). 세포는 37℃, 5% CO2 상태가 유지되는 humidified incubator를 

사용해 10% Tet system approved FBS(631101, Takara Bio, USA)와 

1×Antibiotic Antimycotic Solution (LS 203-01, Welgene, Korea)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LM 001-05, 

Welgene, Korea)에서 배양되었다. 100mm cell culture dish(20100, 

SPL, Korea), 60mm cell culture dish(20060, SPL, Korea), 35mm cell 

culture dish(20035, SPL, Korea), 6 welll cell culture plate(30006, 

SPL,Korea)의 배양접시가 사용되었다.  

100mm 배양 접시 기준으로 계대 배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37℃ 항온 수조에 DMEM,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DPBS; LB 001-02, Welgene, Korea), Trypsin-

EDTA solution(LS 015-01, Welgene, Korea) 미리 담가 따뜻하게 

해준다. 배양접시에 들어있는 기존 배지를 제거하고 DPBS 6.5mL를 

넣어 세척하였다. DPBS를 제거하고 1.2mL의 Trypsin-EDTA를 

처리한 후 5분간 배양기에 넣어 세포가 잘 떨어질 수 있게 해주었다. 

배양접시를 꺼내 새 배지 9mL를 넣어주고 파이펫을 이용해 20-30회 



 

 - 24 - 

resuspension 한 후 새 배양접시에 cell confluence가 20-30%가 

되도록 배양액을 뿌려주었다(Niforou et al., 2008; Freshney et al., 

2010; 안윤영, 2013; Im et al., 2015; 홍명진, 2016; 박순영, 2017; Park 

et al., 2019; Shin et al., 2019; 최혜민, 2020; Kim et al., 2021; 김경민, 

2021; 유정호, 2021; 조원호, 2022).  

Doxycycline(D5207)은 3μg/mL 농도로 48시간 동안 세포에 

처리하였으며 Cordycepin(C3394)은 harvest 4시간 전 75μM 농도로 

세포에 처리하였다(Shin et al., 2019; 조원호, 2022). Doxycycline과 

Cordycepin은 Sigma Aldrich(St. Louis, USA)에서 구입하였다.  

 

제 2 절 플라스미드 

 

세포 내 TRCs에 관여하는 TOPBP1의 BRCT domain을 찾기 

위하여 DNA subcloning을 진행하여 다양한 TOPBP1 derivatives를 

발현하는 벡터를 제작하였다(Im et al., 2015; 홍명진, 2016; Park et al., 

2019; Kim et al., 2021; 김경민, 2021; 유정호, 2021). 먼저 GST-

TOPBP1(WT)-PEBB 벡터의 야생형 TOPBP1 cDNA 부분을 중합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해 증폭하고 

2HA-NLS-pCDNA3.1(-)의 BamHⅠ과 KpnⅠ 사이에 삽입하여 

2HA-NLS-TOPBP1(WT)-pcDNA3.1(-)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TOPBP1 derivatives 발현 벡터들이 siRNA에 저항성을 

갖게 하기 위해 이 벡터를 PCR 주형으로 사용하여 siRNA 저항성 

서열을 포함하는 TOPBP1 발현 플라스미드를 만들었다(그림 7). 이 

subcloning은 EZchangeTM Site-directed Mutagenesis Kit(EZ004S, 

Enzynomics, Korea)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Cho et al., 202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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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2HA-NLS-TOPBP1(siResistant, siR)-pcDNA3.1(-)를 나머지 

derivatives 발현 벡터의 subcloning을 위한 PCR 주형으로 사용했다. 

또한, TOPBP1의 1145번째 트립토판(Tryptophan)을 암호화하는 

서열의 아데닌(A)을 구아닌(G)으로 치환하여 ATR 활성화 도메인을 

억제한 돌연변이 derivative를 제작하기 위해 subcloning을 진행하였다. 

EZchangeTM Site-directed Mutagenesis Kit(EZ004S, Enzynomics, 

Korea)를 사용하였고 해당 부분에 점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PCR 주형으로는 2HA-NLS-TOPBP1(siResistant, siR)-

pcDNA3.1(-) 벡터가 사용되었다. 

Domain cloning을 하기 위해 프라이머를 제작하고 siRNA 저항성 

TOPBP1 cDNA의 각 부분을 증폭하였다. 증폭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BRCT1-6(AA 1-1026), ∆ BRCT1-6(AA 978-1522), ∆ BRCT1-

2(AA 300-1522), ∆ BRCT3(AA 1-344, 507-1522), ∆ BRCT1-

5(AA 1-497, 776-1522), ∆ BRCT6(AA 1-790, 1002-1522). 

증폭한 각각의 construct를 2HA-NLS-pCDNA3.1(-)의 BamHⅠ과 

KpnⅠ 자리 사이에 삽입하여 나머지 다른 derivatives 발현 벡터들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플라스미드 중 GST-TOPBP1(WT)-PEBB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황덕수 교수님께 기증 받은 것이고 2HA-NLS-

pCDNA3.1(-) 벡터는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분자세포생물학 연구실 

유정호가 제작한 것이다(유정호, 2021). 이외에 발현 벡터들은 연구자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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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iRNA 저항성 TOPBP1 돌연변이 제작 

TOPBP1 siRNA가 인식하는 mRNA 부분의 cDNA 서열에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siRNA 저항성 TOPBP1을 만들었다. 위쪽은 야생형 TOPBP1과 

siRNA 저항성 TOPBP1의 cDNA 서열이며 화살표 아래쪽은 위쪽 cDNA 

서열을 포함하는 아미노산 서열이다. 진한 붉은색 글씨로 표시된 염기는 

siRNA 저항성을 갖게 하기위해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를 일으킨 

부분이다. 진한 파란색 글씨는 점돌연변이를 일으킨 부분의 아미노산을 

나타내고 있다. 야생형 TOPBP1과 siRNA 저항성 TOPBP1 모두 동일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다. WT, Wild Type; FL, Ful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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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라이머 

 

DNA cloning 시 PCR 및 sequencing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라이머들은 [표 1]과 같다. Seq1, Seq2, Seq3, Seq4, Seq5, Seq6, 

Rev100, Rev500, Rev1000은 TOPBP1 sequencing 프라이머이다. 

제한효소 자리, Tm값, GC% 등을 고려하여 프라이머를 제작하였으며 

별도로 회사에 주문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하였다. sequencing 프라이머는 

Bioneer(Daejeon, Korea)에서 합성하였고, 그 외 나머지 프라이머들은 

Macrogen(Seoul, Korea)에서 합성하였다. (F)는 PCR 반응에 사용되는 

정방향(Forward) 배열의 프라이머를 의미한다. 

 

제 4 절 siRNA 형질주입  

 

특정 유전자를 knockdown 하기 위해 세포 내로 siRNA(small 

interfering RNA)를 형질주입(transfection)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NeonTM Transfection System(MPK500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통한 전기천공법(electroporation)을 이용했다. Pulse voltage 

1230V, Pulse width 10ms Pulse number 4의 조건으로 전기천공법을 

진행하였다(안윤영, 2013; Im et al., 2015; 홍명진, 2016; 박순영, 2017; 

Park et al., 2019; Shin et al., 2019; 최혜민, 2020; Kim et al., 2021; 

김경민, 2021; 유정호, 2021; 조원호, 2022). 실험에 사용된 모든 

siRNA는 주문 제작하여 화학적으로 합성되었으며 서열과 구입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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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라이머 

프라이머 서열(Sequence) 

WT(F) 5'–GTCAGGATCCATGTCCAGAAATGACAAAGAACCG–3' 

WT 5'–GTCAGGTACCTTAGTGTACTCTAGGTCGTTTGATTTTATTTTTT–3' 

siR1(F) 5'–AACGTATCAGTAACTCACCTT–3' 

siR1 5'–AAGATCTCTGTATACTCGTCCG–3' 

siR2(F) 5'–GTGACTCACCTTATTGCAGGA–3' 

siR2 5'–TGACACGTTAAGATCTCTGTAT–3' 

WR(F) 5'–GGGATGACCCTACAGCAA–3' 

WR 5'–GAATGATCTGTTCATTTTG–3' 

1-6 5'–GTCAGGTACCTTATGGCTCATCATCCTTTGTTGAAGAC–3' 

∆1-6(F) 5'–GTCAGGATCCGCCCAAGAGTGTAAACATCTTCCT–3' 

∆1-2(F) 5'–GTCAGGATCCGAGCCTACACTTGAAAATCTAGAAAATCTGG–3' 

∆3(F) 5'–GTCAGCTAGCGAAGCCAGGCCCTTTAATGATTC–3' 

∆3 5'–GTCAGCTAGCTAGATTTTCAAGTGTAGGCTCCAGTTT–3' 

∆4-5(F) 5'–GTCAGCTAGCACCGTCGTTACACCTTTAGATATGAAC–3' 

∆4-5 5'–GTCAGCTAGCACCATTTTCATATTGAGAGAGCAGATCTTC–3' 

∆6(F) 5'–GTCAGCTAGCGCAGTGCAAGATGGC–3' 

∆6 5'–GTCAGCTAGCTTTACTCTGAAAGCGGTTCAT–3' 

Seq1 5'–CCATATACAAGACAGAACCTAGACCAG–3' 

Seq2 5'–CTCTCAATATGAAAATGGTAGCTCCAC–3' 

Seq3 5'–CTAAATATGAAGCTGCAAAGAAGTGG–3' 

Seq4 5'–CAGTAAGAAGCAGAGTGAACTAAATGG–3' 

Seq5 5'–GACAGTACCTGATGTCAACACAGAG–3' 

Seq6 5'–ACTATGAATGGGGAAGTAGTTCCATAC–3' 

Rev100 5'–ATTGGAATTCTTTTATGGACTCGAGAG–3' 

Rev500 5'–GCAAAATAGGTTTCTTCAGGTTTGC–3' 

Rev1000 5'–GGCTCCAGTTTGCTGTTAAGTG–3'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siRNA 서열과 구입처 

목표 유전자 서열(sense strand) 구입처 

GL2 5'–AACGUACGCGGAAUACUUCGA–3' 
Bioneer(Daejeon, Korea) 

TOPBP1 5'–AGACCUUAAUGUAUCAGUA–3' 



 

 - 29 - 

제 5 절 플라스미드 형질주입 

 

플라스미드를 형질주입하기 위해 LipofectamineTM 3000(L3000-

015,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사용하였다. 60mm Cell 

culture dish를 기준으로 세포의 confluence가 70-90%가 되도록 

24시간 전에 세포를 배양하고 다음날 LipofectamineTM 3000을 

이용하여 형질주입을 진행하였다.  

우선, 2개의 microcentrifuge tube를 준비하고 37℃ 항온 수조에 

미리 담가 따듯하게 해준 serum free DMEM을 250μL씩 넣었다. 

하나의 tube에는 형질주입할 플라스미드 DNA와 P3000TM Reagent를 

함께 처리했다. P3000TM Reagent는 DNA양(μg)*2(μL/μg)만큼의 

양을 넣었다. 나머지 tube에는 LipofectamineTM 3000 Reagent를 10-

15μL 첨가한다. 각각의 tube를 파이펫으로 잘 섞어준 후(또는 10초간 

voltexing) DNA와 P3000TM Reagent가 들어있는 tube의 내용물을 

LipofectamineTM 3000 Reagent가 들어있는 tube로 다시 한번 잘 

섞어주었다. 37℃에서 15분동안 반응시킨 후 세포에 골고루 뿌려준 

다음 세포를 배양기에서 24-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Im et al., 2015; 

홍명진, 2016; 박순영, 2017; Park et al., 2019; Shin et al., 2019; 

최혜민, 2020; Kim et al., 2021; 김경민, 2021; 유정호, 2021; 조원호, 

2022). 형질주입용 플라스미드는 PureLinkTM HiPure Plasmid Miniprep 

Kit(K210003,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대장균에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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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웨스턴 블롯 

 

4℃에 보관한 DPBS로 세포를 얼음 위에서 wash한 후 50mM pH 

7.6 Tris-HCl, 150mM NaCl, 5% glycerol, 1mM DTT, 5mM NaF, 

100μM NaV, 1mM PMSF, 2.5mM EDTA, 1×protease inhibitors 

cocktail을 포함하는 lysis buffer로 세포를 lysis하였다. 세포 추출물을 

amplitude 100, pulse-on 10sec, pulse-off 15sec, 12times 조건으로 

초음파 처리하였고 Bradford assay를 통해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20-30μg의 단백질을 loading하고 SDS-PAGE를 진행한 후에 

nitrocellulose membrane에 400mA 조건으로 6시간 동안 transfer 

하였다. membrane을 Ponceau S(P7170, Sigma Aldrich, USA)에 담가 

transfer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이후 TBS(10mM pH 8.0 Tris-Cl, 

150mM NaCl)로 NC membrane을 3회 세척한 후 5% skim milk에 

membrane을 1시간 동안 담가 blocking 하였다. 1차 항체를 3% BSA 

또는 5% skim milk에 넣어 상온, 1시간 조건에서(또는 4℃, Overnight 

조건)반응시킨다. 1차 항체와 반응시킨 membrane을 TBST(10mM pH 

8.0 Tris-Cl, 150mM sodium chloride, 0.05% Tween 20)로 1시간 

동안 세척하였다. 2차 항체는 5% skim milk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차 항체를 붙인 후 TBST로 1시간 동안 membrane을 

세척하였다. 5% skim milk와 3% Bovine Serum Albumin(BSA)는 

TBST에 녹여 만들었다. WesternBright ECL Kit(K-12045-D50, 

Advansta, USA)를 이용해 ECL 반응을 유발하고 Chemiluminescence 

Imaging System(AE-9150 Ez-captureII, ATTO, USA)에서 형광반응 

사진을 촬영하였다(Im et al., 2015; Park et al., 2019; Shin et al., 2019; 

Kim et al., 2021; 조원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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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공동 면역침강 

 

세포를 4℃에 보관한 DPBS로 얼음 위에서 한 번 세척한 후 cell 

scraper로 세포를 harvest하고 4℃, 2000rpm 조건에서 3분간 원심 분

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IP용 lysis buffer(50mM pH 7.6 Tris-

HCl, 150mM NaCl, 5% glycerol, 1mM DTT, 2mM MgCl2, 50mM NaF, 

100μM NaV, 1mM PMSF, 1×protease inhibitors cocktail)로 세포를 

lysis하였다. 세포 추출물을 amplitude 100, pulse-on 15sec, pulse-off 

30sec, 20times 조건으로 초음파 처리(sonication)하였다. 그리고 cell 

lysate에 Benzonase(M018S, Enzynomics, Korea)를 1μL(25U) 넣고 

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Benzonase를 처리한 세포 추출물을 

15,000rpm에서 30분간 clearing하고 상층액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Puredown Protein A-Agarose(P9201, Gendepot, 

USA)를 사용하였다. A bead는 IP 및 control IP 샘플 당 15μL 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을 계산하여 stock에서 덜어냈다. Bead가 50% 

slurry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덜어내고자 하는 양의 2배 부피만큼의 A 

bead를 취했다. 덜어낸 A bead를 4℃에서 50mM pH 7.6 Tris-HCl, 

100mM NaCl, 5% glycerol, 1mM DTT가 포함된 resuspension buffer

를 이용해 4℃ rotator에서 15분간 세척하고 4℃, 1000rpm 조건으로 

30초간 spin down 하였다. Bead wash는 총 2번 진행하였다. 이후 

resuspension buffer에 3% BSA를 녹인 blocking buffer로 4℃ rotator

를 이용해 1시간 동안 bead blocking을 진행하였다. Bead blocking 후 

resuspension buffer를 이용해 bead를 1번 세척하고 IP용 lysis buffer

를 이용해 미리 준비한 microcentrifuge tube에 100μL 씩 aliquot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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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ing한 세포 추출물의 상층액을 Bradford assay를 통해 정량하

였다. 그리고 약 500ug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cell extract에 1μg의 

항체를 넣고 반응시켰다. 단백질의 농도가 3-5mg/ml이 되도록 부피를 

맞춘 후 4℃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Control IP 샘플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control rabbit IgG(12-370, Sigma Aldrich, USA) 항체와 반

응시켜 준비하였다. 항체와 반응시킨 단백질 양의 10%를 덜어 10% 

input 샘플을 만들었으며 5X sample buffer와 IP용 lysis buffer를 이용

해 45μL의 loading 샘플을 제작하였다.  

항체와 반응시킨 IP 및 control IP 샘플에 A bead를 넣고 1시간동

안 4℃의 shaker에서 반응시켰다. bead와 반응이 끝난 IP/cIP 샘플은 

4℃, 1000rpm으로 30초간 spin down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IP용 

wash buffer(50mM pH 7.6 Tris-HCl, 100mM NaCl, 5% glycerol, 

1mM DTT, 0.01% NP40, 2mM EDTA, 50mM NaF, 100μM NaV, 1mM 

PMSF, 1×protease inhibitors cocktail)를 넣고 가볍게 inverting하였다. 

Inverting한 microcentrifuge tube를 4℃, 1000rpm 조건에서 30초간 

spin down 한 후 상층액을 제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척은 총 2

회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wash buffer를 깨끗이 제거하고 

bead에 lysis buffer를 이용해서 만든 1.5× SDS－PAGE sample 

buffer를 45μL넣어 10분간 boiling하여 elution했다(Im et al., 2015; 

홍명진, 2016; 박순영, 2017; Park et al., 2019; Shin et al., 2019; Kim 

et al., 2021; 유정호, 2021). 이후의 과정은 웨스턴 블롯 과정과 같다. 

다만, IgG에 의한 웨스턴 시그널 방해를 막기 위해 2차 항체를 붙일 때 

1:5000의 희석 비율로 반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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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면역 형광 염색법 

 

면역 형광 염색을 진행할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60mm cell culture 

dish의 바닥면에 2개의 12mm 원형 커버슬립(011520, Marienfeld-

Superior, Germany)을 깔고 그 위에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가 붙어 

자란 커버슬립을 4 well cell culture plate(30004, SPL, Korea) 또는 

24 well cell culture plate(30024, SPL, Korea)로 옮긴 후 커버슬립 

위에서 키운 U2OS-RO4 세포를 얼음 위에서 DPBS로 2번 세척하였다. 

 얼음 위에서 CSK 완충용액(100mM NaCl, 300mM sucrose, 3mM 

MgCl2, 0.5% TritonX-100)을 culture dish에 옮긴 커버슬립에 10분간 

처리하여 pre-extract하였다. 그리고 커버슬립에 3.7% formaldehyde 

용액을 상온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세포를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에 

0.25% TritonX-100이 포함된 PBS를 상온에서 10분간 처리하여 

항체가 세포 내로 투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었다. 불특정한 

항원-항체 반응을 줄이고자 5% BSA가 포함된 PBST를 처리하고 

상온에서 30분동안 방치하였다. PBST는 DPBS에 0.1% Tween 20를 

넣어 만들었다.  

R-loop는 세포를 S9.6 항체로 염색하여 관찰한다. S9.6 항체로 

염색할 때 background signal을 줄이기 위해 고정된 세포를 2M HCl로 

상온에서 20분간 처리한 후 즉시 0.1M sodium borate로 상온에서 

2분간 처리하여 중화하는 과정을 permeabilization step 전에 추가로 

진행하였다(Lam et al., 2020).  

1차 항체는 상온에서 5% BSA가 포함된 PBST에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PBST로 3번 세척한 후 빛을 차단한 상태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2차 항체를 반응시켰다. 2차 항체까지 반응시킨 커버슬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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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로 3번 세척한 후 cell culture plate에서 꺼내 3차 증류수에 살짝 

담겄다가 물기가 마를 수 있게 휴지에 올려놓고 잘 말려 주었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DAPI를 포함하는 VECTASHIELD® Antifade 

Mounting Medium with DAPI(H-1200, Vector Laboratories, USA)을 

1.5-2μL 도포하고 커버슬립을 뒤집어 그 위에 올려놓고 커버슬립 

주변을 매니큐어로 발라 sealing하였다(Thomas et al., 1976; Im et al., 

2015; 홍명진, 2016; 박순영, 2017; Park et al., 2019; Shin et al., 2019; 

최혜민, 2020; Kim et al., 2021; 김경민, 2021; 조원호, 2022).  

공초점 현미경(LSM880, Zeiss, Germany)을 이용해 염색한 세포를 

관찰했고 정량은 ZEISS ZEN 2.3 SP1 software(Blue)를 사용했다. 

GraphPad Prism 9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량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스튜던트 t-검정을 이용했다(조원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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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근접 결합 분석 

 

본 연구에서 진행한 근접 결합 분석은 Duolink® In Situ Red Starter 

Kit Mouse/Rabbit(DUO92101,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여 진행

하였다(Miki et al., 2018)(그림 8). 먼저, 60mm cell culture dish에 

12mm 원형 커버슬립을 깔고 그 위에 세포를 배양한 후 커버슬립을 4 

well cell culture plate에 옮겼다. 커버슬립을 얼음위에서 4℃에 보관한 

DPBS로 세척하고 100mM NaCl, 300mM sucrose, 3mM MgCl2, 0.5% 

TritonX-100을 포함하는 CSK 완충용액을 커버슬립에 뿌려 얼음 위에

서 10분간 pre-extract하였다. 그리고 3.7% 포름알데하이드 용액을 

10분동안 처리하여 세포를 고정하였으며 0.25% TritonX-100이 포함

된 PBS를 10분동안 상온에서 처리하였다.  

permeabilization까지 완료된 커버슬립에 Kit에 들어있는 Duolink® 

Blocking solution 한 방울(약 40μL)을 떨어뜨리고 37℃ 세포 배양기

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한다. 항체를 Duolink® Antibody Diluent(1

×)에 적절한 희석비율 만큼 희석한 후 Blocking solution을 제거한 커

버슬립에 넣어주고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커버슬립을 Wash 

buffer A로 5분씩 2번 세척해주고 Duolink® Antibody Diluent에 5×

PLA probe Anti-Rabbit PLUS와 5×PLA probe Anti-Mouse MINUS

를 1:5로 희석한 것을 커버슬립 당 약 40μL씩 넣은 후 37℃ 세포 배

양기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한다.  

반응을 완료한 커버슬립을 Wash buffer A로 5분씩 2번 세척하고 

Kit에 들어있는 ligase를 Duolink® ligase buffer(1×)에 1:40으로 희석

하여 커버슬립에 넣어주었다. Ligase를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

다. ligation 후 커버슬립을 Wash buffer A로 5분씩 2번 세척해 준 후 



 

 - 36 - 

신호 증폭을 위한 polymerase를 Duolink® Amplification buffer(1×)에 

1:80으로 희석하여 샘플에 넣어주었다. 37℃에서 100분간 반응시킨다. 

커버슬립을 Wash buffer B로 상온에서 10분씩 2번 세척한 후 0.01×

wash buffer B로 1분간 세척하였다. 면역 형광 염색과 마찬가지로 커버

슬립을 포셉으로 plate에서 꺼내 3차 증류수에 살짝 담겄다가  물기가 

마를 수 있게 휴지에 올려놓고 잘 말렸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Duolink® In Situ Mounting Media with DAPI를 2μL 도포하고 커버슬

립을 뒤집어 mounting 했으며 커버슬립 주변을 매니큐어로 발라 

sealing하였다(Alam, 2018).  

공초점 현미경(LSM880, Zeiss, Germany)을 이용해 염색한 세포를 

관찰했고 정량은 ZEISS ZEN 2.3 SP1 software(Blue)를 사용했다. 

GraphPad Prism 9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량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

리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스튜던트 t-검정을 이용했다(조원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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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i et al., 2018) 

 

[그림 8] 근접 결합 분석의 원리 

근접 결합 분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두 단백질 사이의 거리가 40nm 

보다 크면 1차 또는 2차 항체에 붙어 있는 PLUS oligo와 MINUS oligo가 

서로 혼성화 될 수 없다. (B) 두 단백질이 40nm이하로 가깝게 위치할 때 

PLUS oligo와 MINUS oligo는 혼성화 되고 원을 형성하면서 연결된다. (C) 

결합된 DNA는 Rolling-Circle Amplification(RCA)을 통해 수백 번 이상 

증폭된다. (D) 형광으로 표지된 oligonucleotide가 RCA 산물과 혼성화 

되면서 증폭된 형광신호가 검출된다. 위 그림은 에스트로겐 결합에 의한 

ERα와 ERβ 이량체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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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항체 

 

본 연구에서는 웨스턴 블롯, 공동 면역침강, 면역 형광 염색법, 근접 

결합 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사용하였다. RecQL4 1차항체는 Abfrontier(Seoul, Korea)에 별도로 

주문 제작을 의뢰하여 재조합 RecQL4 N말단(AA 1-241)을 주사한 

토끼의 serum을 사용한 것이다. 그 외 항체는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1차 항체는 [표 3]과 같다.  2차 항체는 [표 4]에 나타냈다. 

 

[표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1차항체 

1차항체 제조사(Cat. No) 희석비율 

LB1 Abcam(Ab16048) 1:10000 

FANCD2 Bethyl(A302-174A) 1:1000/ 1:100 

TOPBP1 Bethyl(A300-111A) 1:1000 

γH2AX Santa Cruz(sc-517348) 1:200 

S9.6 Kerafast(ENH001) 1:100 

PCNA Abcam(ab2426) 1:150 

RNAPⅡ PS5 Acam(ab5408) 1:150 

 
[표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항체 

2차항체 제조사(Cat. No) 희석비율 

Anti-Rabbit IgG(HRP) GeneTex(GTX213110-01) 1:10000 

Anti-Mouse IgG(HRP) GeneTex(GTX213111-01) 1:10000 

Alexa Flour 488 anti-rabbit IgG Thermo Fisher(A11008) 1:1000 

Alexa Flour 488 anti-mouse IgG Thermo Fisher(A11001) 1:1000 

Alexa Flour 594 anti-mouse IgG Thermo Fisher(A11005)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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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사－ 

복제 충돌(TRCs)의 확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많은 증거들은 복제 시기 조절 변화를 일으킨 

U2OS-RO4 세포에서 TRCs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hin 

et al., 2019; 조원호,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2OS-RO4 

세포에서 TRCs가 발생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전사 억제제인 

cordycepin을 처리(Holbein et al., 2009)한 후에 U2OS-RO4 세포에서 

나타나는 S9.6 foci, FANCD2 foci, γH2AX foci를 관찰하였다. S9.6 

foci는 R-loop를 보여주며 γH2AX foci는 DSBs 발생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U2OS-RO4 세포에 doxycycline을 처리한 경우 FANCD2 

foci, γH2AX foci가 증가했고 doxycycline과 cordycepin을 함께 

처리한 경우 FANCD2 foci, γH2AX foci가 감소했다(그림 9A, B).  

S9.6 foci의 경우도 doxycycline을 넣어주면 S9.6 foci가 증가했으며 

doxycycline과 cordycepin을 함께 넣어주는 경우 감소했다(그림 10A, 

B). 그리고 RecQL4-Orc4 융합단백질의 발현은 cordycepin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림 9C, 10C). 이것은 복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FANCD2 foci의 증가, DSBs의 유발, R-loop의 축적 이 전사 

의존적으로 발생하고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doxycycline 처리하여 복제 시기 조절 변화를 유도한 U2OS-RO4 

세포에서 전사-복제 충돌(TRCs)에 의해 FANCD2 foci의 증가, R-

loop의 축적, DSBs의 유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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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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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U2OS-RO4세포에서 나타나는 

FANCD2 foci 및 DSBs 발생의 전사 의존적 감소   

U2OS-RO4 세포에 3μg/mL의 doxycycline을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ordycepin은 75μM의 농도로 harvest 전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FANCD2 항체와 γH2AX항체로 염색하여 핵 안의 FANCD2와 

γH2AX foci 형성을 관찰하였다. (A) 핵 내부에 나타나는 FANCD2, γH2AX 

foci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대표 이미지. (B) 핵 안에 존재하는 FANCD2, 

γH2AX foci의 개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n=250). 붉은색 선은 

평균값을 의미하며 error bar는 표준오차(±SEM)를 나타낸다; ****P<0.0001 

(C) 웨스턴 블롯을 이용하여 RecQL4-Orc4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oxy, Doxycycline; Cor, Cordyce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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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U2OS-RO4세포에서 나타나는 

S9.6 foci의 전사 의존적 감소 

U2OS-RO4 세포에 3μg/mL의 doxycycline을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ordycepin은 75μM의 농도로 harvest 전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R-loop를 관찰하기 위해 S9.6 항체로 염색하여 핵 안의 R-loop 

accumulation을 관찰하였다. (A) 핵 안에 나타나는 S9.6 foci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대표 이미지 (B) 핵 안에 존재하는 S9.6 foci의 개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n=250). 붉은색 선은 평균값을 의미하며 error bar는 

표준오차(±SEM)를 나타내고 있다; ****P<0.0001 (C) 웨스턴 블롯을 이용해 

RecQL4-Orc4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oxy, 

Doxycycline; Cor, Cordyce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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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OS-RO4 세포에서 복제 시기 조절 변화가 유도될 때 실제로 

복제 기구와 전사기구가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접 결합 분석(Proximity Ligation Assay, PLA)을 수행하였다. PLA는 

증폭가능한 oligonucleotide가 달린 특수한 항체를 이용해 40nm 

이하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두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폭된 

신호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Soderberg et al., 2006; Söderberg et 

al., 2008; Miki et al., 2018). PLA를 이용하여 TRCs의 발생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방법이다(Hamperl et al., 2017; Shao et 

al., 2020a; Papadopoulos et al., 2022). 레플리솜과 RNA 중합효소의 

충돌을 PLA로 확인하기 위해서 PCNA 항체와 RNA 중합효소Ⅱ C말단 

도메인 5번 세린 인산화 특이적 항체(RNAPⅡ-CTD-phospho－5 

serin)를 사용하였다. PCNA(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는 DNA 

중합효소 δ의 보조단백질로 DNA 복제에 있어 활주 클램프(sliding 

clamp) 역할을 하는 복제 관련 인자(Bowman et al., 2004)이다. RNA 

중합효소Ⅱ C말단 도메인에 위치하는 5번 세린의 인산화는 전사의 

신장(elongation)과 관련되어 있다(Egloff et al., 2008). 

U2OS-RO4 세포에 doxycycline을 처리하고 PLA를 수행한 결과 

PCNA와 C말단의 5번 세린이 인산화된 RNA 중합효소Ⅱ의 충돌이 

증가했으며 doxycycline과 cordycepin을 함께 처리한 경우 충돌이 

감소하였다(그림 11A, B). cordycepin을 처리하였을 때 RecQL5-Orc4 

단백질의 발현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그림 5C). 이러한 결과는 

doxycycline에 의해 U2OS-RO4세포에서 복제 시기 조절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전사기구와 복제기구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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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2OS-RO4 세포에서 나타나는 전사기구와 복제기구의 

충돌 확인 

doxycycline inducible promoter로부터 RecQL4-Orc4 융합단백질을 

발현하는 U2OS 세포에 3μg/mL의 doxycycline을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ordycepin은 75μM의 농도로 harvest 하기 전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에 PCNA 항체와 RNA PolymeraseⅡ C말단 phospho-

Serine 5 항체를 처리한 후 PLA assay를 진행하였다. (A) PLA assay 후 

나타나는 PLA foci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대표 이미지. (B) PLA foci의 

개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n=200). 붉은색 선은 평균값을 

의미하며 error bar는 표준오차(±SEM)를 나타낸다; **P<0.01, ****P<0.0001 

(C) 웨스턴 블롯을 이용하여 RecQL4-Orc4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oxy, Doxycycline; Cor, Cordyce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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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포 내 TRCs 반응에 관여하는 ATR 비의존적 

TOPBP1 도메인 탐색  

 

선행연구에서는 TRCs로 인한 DSBs의 감소에 TOPBP1의 ATR 

의존적인 도메인의 작용과 더불어 ATR 비의존적인 도메인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조원호, 2022). 본 연구에서는 DSBs가 

감소하는데 필요한 ATR 비의존적인 TOPBP1의 도메인을 찾고자 

TOPBP1 BRCT 도메인이 소실된 derivatives를 제작하였다(그림 12). 

TOPBP1을 발현 억제한 후 truncation derivatives를 형질주입하고 

48시간 동안 doxycycline을 처리한 U2OS-RO4 세포에서 FANCD2 

foci와 γH2AX foci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derivatives에서 

FANCD2 foci가 FL를 발현시켰을 때 회복된 FANCD2 foci만큼 

형성되었다. 그리고 γH2AX foci는 BRCT3 도메인과 BRCT6 도메인을 

모두 포함하는 truncation construct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3, ∆6을 발현시킨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지 않았다(그림 

13A, B). 또한, TOPBP1 siRNA에 의해 endogenous TOPBP1의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BRCT 도메인 소실 derivatives의 발현은 RecQL4-Orc4 

단백질의 발현을 저해하지 않는다(그림 13C). 이 결과는 ATR 활성화 

관여 도메인에 의해 나타나는 FANCD2 foci의 형성이 TRCs로 인한 

DSBs 발생 억제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BRCT3,6 도메인이 

소실되었을 경우 TRCs에서 기인하는 DSBs 발생 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FANCD2 foci가 형성되는 데는 ATR 활성화 

관여 도메인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DSBs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ATR 

활성화 관여 도메인과 함께 BRCT3, 6 도메인의 ATR 비의존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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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TOPBP1 BRCT domain deletion 

derivatives 모식도 

TOPBP1 BRCT 도메인 결실 derivatives의 N-말단에 2HA와 SV40 

핵신호서열(NLS)을 삽입하였다. 각각의 숫자는 BRCT 도메인의 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모식도의 오른쪽에는 +, - 기호를 사용하여 FANCD2 rescue 

여부와 DSBs 증가 여부를 표시하였다. FL, Ful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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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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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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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RCs에 의해 발생하는 DSBs의 억제에 관여하는 TOPBP1 

도메인 탐색 

24시간 동안 siRNA로 TOPBP1의 발현을 억제한 U2OS-RO4 세포에 siRNA 

저항성 TOPBP1 domain derivatives(FL, ∆1-2, ∆3, ∆4-5, ∆6 )를 형질 

주입하였다. 형질주입한 세포에 3μg/mL의 doxycycline을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GL2는 luciferase siRNA로 control로 사용했다. (A) 

TOPBP1을 siRNA로 knockdown하고 siRNA 저항성 TOPBP1 construct를 

expression한 세포의 핵 안에 존재하는 FANCD2, γH2AX foci를 면역 

염색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B) 핵 내부에 나타나는 FANCD2 foci와 

γH2AX foci의 개수를 정량한 후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n=250). 

붉은색 선은 평균값을 의미하며 error bar는 표준오차(±SEM)를 나타낸다; 

n.s, not significant; 
****P<0.0001 (C) 웨스턴 블롯으로 형질주입한 

derivatives 발현과 RecQL4-Orc4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ocy, Doxycycline; Cor, Cordycepin; TOP, TOPB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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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 탐색 

 

TOPBP1이 TRCs가 발생했을 때 FANCD2 foci의 증가를 통해 

TRCs 해소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TOPBP1이 직접 FANCD2를 TRCs 

발생부위로 모집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성을 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OPBP1과 FANCD2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공동 면역침강(co-immunoprecipitation)기법을 

통하여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공동 면역침강은 

전통적으로 in vitro에서 두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방법이다. 특정 단백질의 항원-항체 결합 반응을 유도하고 

항체를 bead에 결합시켜 특정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특정 단백질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을 분석한다(Masters, 2004; Tang et 

al., 2018). doxycycline을 처리하지 않은 U2OS-RO4 세포를 100mM 

NaCl 조건에서 TOPBP1 항체와 FANCD2 항체로 각각 면역 침강을 

유도하여 세포 내 endogenous level의 단백질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TOPBP1 항체로 pull-down했을 때는 FANCD2 단백질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FANCD2 항체로 pull-down했을 때는 TOPBP1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4). TOPBP1이 FANCD2에 비해 세포 내에 

상당히 abundant하게 존재하며 실제로 TOPBP1이 다양한 세포 내 

조절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단백질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TOPBP1항체로 pull-down한 경우 FANCD2 단백질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U2OS-RO4 세포에서 TRCs를 

유발하면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TOPBP1 

항체로 pull-down 했을 때 FANCD2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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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세웠다. 기존 실험 방법과 동일하게 100mM salt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TOPBP1 항체를 이용해 cell lysate를 pull-

down하였다. Doxycycline을 처리할 경우 RecQL4-Orc4 단백질이 

발현되었으며 TRCs가 발생한 경우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OPBP1과 FANCD2의 더 많은 상호작용이 나타났다(그림 15). 

이러한 결과는 TRCs가 해소될 때 FANCD2 foci의 증가에 TOPBP1과 

FANCD2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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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 확인 

100mM NaCl 조건에서 공동 면역침강 실험을 수행하였다. 100mm cell 

culture dish에 세포를 배양하고 lysate를 항체와 반응시킨 후 A bead로 

pull-down 하였다. (위) TOPBP1 항체를 사용하여 pull-down한 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FANCD2 항체를 

사용하여 pull-down한 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IP, control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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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RCs 발생에 의한 TOPBP1과 FANCD2 상호작용의 

증가 

100mM NaCl 조건에서 공동 면역침강 실험을 수행하였다. 3μg/mL의 

doxycycline을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lysate를 TOPBP1 

항체와 반응 후 A bead로 pull-down 하였다. (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웨스턴 블롯으로 RecQL4-Orc4 

융합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IP, control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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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U2OS-RO4세포에서 복제 시기 조절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전사-복제 충돌(TRCs)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U2OS-RO4 세포에서 복제 시기 

조절 이상에 의해 TRCs가 발생한다. 그리고 TRCs로 인한 DSBs의 

발생 억제에는 TOPBP1의 ATR 활성화 관여 도메인과 함께 BRCT3, 6 

도메인의 작용이 필요하다. 또한,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은 

TRCs가 발생했을 때 더욱 증가한다  

세포 내 TRCs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 세포에 TRCs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시도되어 왔다. 

암유전자(oncogene)의 활성화를 이용한 TRCs 유발(Jones et al., 2013; 

Valovka et al., 2013; Hyrien, 2015; Miron et al., 2015; Kotsantis et 

al., 2016; Bowry et al., 2021), DNA 중합효소 retardation을 유발하는 

aphidicolin(Dutrieux et al.) 처리(Hecht et al., 1984; Casper et al., 

2002),  topoisomerase 저해제인 CPT 처리(Sordet et al., 2009; 

Sollier et al., 2014), CDK 9 inhibitor로 알려진 Flavopiridol 처리(Shao 

et al., 2020b) 등이 대표적이다. TRCs를 유발하기 위해 암유전자를 

과하게 발현하면 이른 S기 진입에 따른 세포증식이나 세포주기와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의 비정상적인 발현이 촉진될 수 있다(Sarni et al., 

2017). 또한, APH을 사용하는 경우 ssDNA 축적에 의한 DNA 손상이 

유발되거나  세포주기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Mutomba et al., 

1996) CDK9 inhibitor는 핵심 유전자 발현에 심각한 변화를 

유발한다(Blagosklonny, 2004). 게다가, CPT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염색질의 구조변형이나 세포사멸이 나타나기도 한다(Pommi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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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세포 내 TRCs 특이적인 반응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된다.  

doxycycline inducible promoter에서 발현되는 RecQL4-Orc4 

융합단백질을 발현은 후기 복제원점의 복제시기를 S기로 앞당긴다는 것 

이외에 심각하게 유전자 발현을 저해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조원호, 2022). 또한, RecQL4-Orc4 융합단백질은 안정적으로 

발현된다. cordycepin을 처리시 RecQL4-Orc4 융합단백질의 발현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복제 시기 

조절 이상에 의해 TRCs가 발생하는 U2OS-RO4 세포 시스템은 기존 

연구 방법들과 비교할 때 인간세포에서 전사-복제 충돌을 특이적으로 

유도하여 세포 내 TRCs 반응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TRCs 반응을 위한 모델 시스템으로서 유용성을 탐색하는 

일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U2OS-RO4세포에서 복제 

시기 변화를 유도한 후 DRIP(DNA:RNA ChIP)-qPCR 방법(Crossley 

et al., 2020)이나 FANCD2-ChIP(Okamoto et al., 2018)방법을 이용해 

DSBs가 잘 일어난다고 알려진 CFS 같은 유전자 부위에서 TRCs와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TRCs 관련 인자들이 U2OS-RO4 세포 시스템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등을 면역 형광 염색 실험과 같은 방법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전사－복제 충돌 인자 탐색 시스템으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 내 TRCs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TRCs 

관련 신생 인자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TOPBP1의 TRCs 작용기전을  

좀 더 자세히 탐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TOPBP1의 BRCT3, 6 도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D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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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감소하지 않았던 결과는 TRCs 상황에서 TOPBP1과 함께 

TRCs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DNA 손상 방지에 관여하는 인자가 

이 도메인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시한다. 실제, TOPBP1의 앞쪽 

BRCT 도메인을 통해 TOPBP1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들이 있다. MDC1은 BRCT1-2 도메인을 통해 TOPBP1과 

결합하며 TOPBP1이 DNA 손상부위로 모집되는 것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Leimbacher et al., 2019). 그리고 CDC45과 Treslin은 

TOPBP1과 함께 복제 개시에 관여하는데 BRCT1-2 도메인을 통해 

상호작용한다(Schmidt et al., 2008; Kumagai et al., 2011). 또한, 

BLM은 TOPBP1의 BRCT5 도메인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BLM과 

TOPBP1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매 염색분체 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 SCE)이 발생한다(Blackford et al., 2015). 그리고 

DNA 손상이 유발될 때 BRCT6 도메인을 통한 TOPBP1과 E2F1의 

특이적인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다(Liu et al., 2003). BRCT3 도메인의 

경우 산성 잔기를 갖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사 

활성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rma et al., 2011). TRCs 

상황에서 BRCT3, 6 도메인을 통해 TOPBP1과 상호작용하는 인자를 

탐색하는 추가적인 연구는 세포 내 TRCs 반응에 관여하는 TOPBP1의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OPBP1이 FANCD2 foci 형성에 관여하며 TRCs가 발생할 때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는 TOPBP1이 

TRCs가 유발된 지역에 FANCD2와 함께 모집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TRCs 발생 시 FANCD2 foci가 형성되는 곳에 TOPBP1이 

함께 모집된다면 이는  FANCD2가 TRCs가 유발되는 곳으로 모집되는 

과정에 TOPBP1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TRCs 유발 조건에서 TOPBP1과 FANCD2의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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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PLA 같은 방법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domain IP를 

통해 TOPBP1과 FANCD2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도메인을 탐색하여 

FANCD2 foci 형성에 관여한다고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밝힌 

TOPBP1의 ATR 활성화 관여 도메인이 실제 FANCD2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여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FANCM과 FANCI가 TRCs 유발지역으로 

모집될 때 TOPBP1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조원호, 2022). 

그러나 TOPBP1의 TRCs 작용 기전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FANCD2 뿐만 아닌 core, mediator, functional group에 해당되는 다른 

FA 단백질들과 TOPBP1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사-복제 충돌 반응을 연구할 수 있는 인간 

세포 모델 시스템이 후속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DNA 복제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세포 반응 기전 

규명에 기여하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할 표적인자를 제공함으로써 

의약 산업 발달과 국민 보건 및 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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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s (TRCs) occur when replication 

machinery collides with RNA polymerase in S phase. Although 

transcription and replication are coordinated to minimizes TRCs, 

TRCs inevitably occur in normal cells and increase significantly in 

cancer cells. Therefore, proper resolution of TRCs in S phase is 

critical for the maintenance of genome integrity. 

In previous studies in this lab, it was confirmed that the late 

replication origin was activated in early S-phase in human 

osteosarcoma cancer cells that tethered RecQL4 on the pre-RC by 

expressing RecQL4-Orc4 fusion protein, leading to replication stress 

which is likely to TRCs and TOPBP1 was needed in the cel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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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replication stress.  

In this study, to confirm that the replication stress induced by 

perturbation of the replication timing control is TRCs, we investigated 

whether the replication stress is reduced when transcription inhibitor 

is treated and whether a collision between transcription machinery 

and replication machinery actually occurs. Immunofluorescence 

staining analysis showed that foci of R-loop, a loop containing DNA-

RNA hybrids produced by stalling of RNA polymerases, and FANCD2, 

a protein binding to stalled replication fork, were decreased by 

transcription inhibi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using the PLA using 

an antibody specific to the C-terminal phosphorylation site of RNA 

polymeraseⅡ and PCNA antibody, which is a key factor in the 

replication machinery, it was confirmed that PLA foci were increased 

by perturbation of the replication timing control.  

Meanwhile,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 and mechanism of 

TOPBP1 in the 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s response, various 

TOPBP1 proteins in which some BRCT domains are deleted were 

expressed and then the TRCs response was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only the C-terminus of TOPBP1 containing the ATR 

activation domain and the BRCT7-8 domain is sufficient to rescue 

FANCD2 foci, but the BRCT3 and BRCT6 domains as well as the C-

terminus are required to reduce DNA double-strand breaks(DSBs) 

which is induced by TRCs. The interaction of TOPBP1 and FANCD2 

was also increased when TRCs occurred. 

From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RCs actually occurs 

in cells in which early activation of late replication origin was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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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pressing RecQL4-Orc4 fusion protein and in addition to ATR 

activation, there is a cellular response pathway to the transcription-

replication conflicts in which TOPBP1 is directly involv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table human cell line, in which transcription-

replication conflict is easily induced by treatment with Doxycycline 

in this study, will be usefully utilized as a model system to study the 

TRCs response in human cells in the future.  

 

Key Words : 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s(TRCs), RecQL4-

Orc4, R－loops, FANCD2, DNA double strand breaks(DSBs), BRCT 

domain, TOPBP1, ATR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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