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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양한 세포주에서 in-gel hybridization 에 의한 

telomeric 3’-overhang 길이 분석 

 

 

세포는 어느 시기가 되면 분열이 멈추는 노화(senescence)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매 세포 분열마다 telomere 에서 50∼200 

nucleotide 가 제거됨으로써 지속적인 telomere 감소가 일어나고 

결국 세포 주기의 지연과 세포노화를 유발하여 세포는 죽게 된다.                                               

Telomere 는 이중 가닥이지만, telomere 의 끝은 약 150 bases 의 

3’-overhang 단일 가닥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단일 가닥의 3’-

overhang 은 T-loop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exonuclease 에 의한 

degradation 과 end-to-end fusion 으로부터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3’-overhang 이 chromosomal stability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현재까지 mammalian 

cells 에서의 3’-overhang 조절 기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In-gel hybridization 방법은 hybridization signal 의 

intensity 를 통해 단일 가닥의 target DNA 의 양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의 gel 상에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gel 

hybrid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3’-overhang 길이를 측정하는 

기법을 확립하고, 6 정상 세포주와 58 종양 세포주의 gDNA 를 가지고 

in-gel hybridization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세포주간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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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hang 과 telomere길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1. 3’-overhang 길이를 암 종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다양한 

길이를 나타내었고, 또한 하나의 암 종안에서도 다양한 길이의 

3’-overhang 이 관찰되었다. 이 중 대장암, 뇌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control HeLa intensity (HI)에 비해 평균 

55±17.2 %의 비교적 낮은 intensity 를 보였으며 위암, 유방암, 

폐암, 간암 그리고 혈액암의 경우에는 평균 83±57.0 %의 

intensity 를 보였다. 그러나 암 종간의 3’-overhang 길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성을 볼 수는 없었다.  

2.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간의 3’-overhang 길이를 비교한 

결과 종양 세포주 (평균 77±52.1 %)에 비해 정상 세포주 (평균 

147±50.4 %)에서 비교적 높은 3’-overhang intensity 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2). 이에 반해, telomere 길이에서는 정상 세포주 (평균 

6.1±1.6 Kb)와 종양 세포주(평균 5.5±3.3 Kb)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인 위암 세포주에서 3’-

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23 

위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의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positive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0.67, p=0.001). 

이상의 결과는 차후의 3’-overhang 길이의 조절기전이나, 3’-

overhang 과 telomere 길이에 상관성을 갖게 하는 작용기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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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osomal stability 에 3’-overhang 이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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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라라라라    선선선선    영영영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이이이    명명명명    은은은은 

 

Ⅰ. 서론  

 

  세포는 어느 시기가 되면 분열이 멈추는 노화(senescence)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염색체 말단 부위에 위치한 

telomere 의 소실로 인한 현상으로써 염색체가 한번 분열 시 

telomere 에서 50∼200 nucleotide 가 제거됨으로써 지속적인 

telomere 감소가 일어나고 결국 세포 주기의 지연과 세포노화를 

유발하여 세포는 죽게 된다 1-5. 형질 전환된 종양 세포의 경우 

정상 조절 신호 전달의 결함으로 증식이 빨라져서 telomere 의 

단축이 일어나며 이중 일부는 apoptosis 가 일어나지만, 일부는 

이를 극복하고 세포노화를 극복하여 불멸화하게 된다 6. 

Telomere 는 염색체 말단부위에 위치한 G-rich DNA 의 반복적인 

구조로, 사람의 경우 TTAGGG, hexanucleotide sequence 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telomeric DNA 의 길이는 tissue type 이나 나이 등에 

따라 2 에서 20 kilobase pairs 정도의 다양한 길이를 갖는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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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telomere 는 핵 안에서 염색체를 핵산효소에 의한 

분해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염색체와의 비정상적인 결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DNA 의 복제를 돕는 기능을 한다 3. Telomere 는 이중 

가닥이지만, 복제 시‘End replication problem’에 의해 형성된 

RNA primer 부분과 5’-end 의 C-strand resection 에 의해 telomere 

끝은 약 150 bases 의 3’-overhang 단일 가닥 구조를 갖게 된다 

(Fig. 1)9-11.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 Model for 1. Model for 1. Model for 1. Model for 3333’’’’----ooooverhang verhang verhang verhang ggggeneratieneratieneratieneration in on in on in on in hhhhuman uman uman uman ccccellsellsells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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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overhang 은 telomere elongation 을 위한 template 으로 

사용되며, 자신의 염색체로 휘어져 들어가는 T-loop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exonuclease 에 의한 degradation 과 end-to-end 

fusion으로부터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Fig. 2)14.  

 

 

 

Figure 2. Formation ofFigure 2. Formation ofFigure 2. Formation ofFigure 2. Formation of T T T T----looplooplooploop.... 

 

  짧아진 telomere 는 “replicative senescence”로의 신호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T-loop 구조가 열려 3’-overhang 이 

nucleoplasm 에 노출됨으로써 DNA damage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5-17. 이러한 결과들은 telomere 뿐만 아니라 3’-



 -４- 

overhang shortening 도 노화(senescence) 신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3’-overhang shortening 이 telomere uncapping 과 growth 

arrest 신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8. 또한 3’-overhang 

길이의 감소는 chromosomal instability 를 증가시켜 암을 

유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3’-overhang 길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단일 가닥의 target DNA 양을 측정할 수 있는 non-denaturing 

southern blot technique 의 경우 4kb 보다 큰 high molecular 

weight restriction fragments 의 분석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in-gel hybridization 방법의 경우 membrane 에 

transfer 하지 않고, gel 상에서 직접 hybridization 을 수행하기 

때문에 non-denaturing southern blot technique 처럼 

transfer 되는 restriction fragment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하나의 gel 상에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gel hybridization 방법을 이용한 3’-

overhang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에서 gDNA 를 분리하여 in-gel hybridization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gel 에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측정하고, 세포주간에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3’-overhang 기전 연구의 근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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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본 연구에 이용된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aryland, USA) 및 한국 세포주 은행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은 정상 세포주 6 주 와 

종양 세포주 47 주(위암 15, 유방암 6, 폐암 5, 간암 6, 대장암 5, 

뇌암 3, 자궁경부암 4, 혈액암 3), 연세의대 암전이연구센터 

(Cancer Metastasis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에서 암환자로부터 확립한 종양 세포주 

11 주(위암 8, 유방암 2, 뇌암 1)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종양 세포주 및 정상 세포주들은 56 ℃에서 30 분간 비활성화시킨 

10 % fetal bovine serum (GIBCO, Grand, NY, USA)과 penicillin 

100 unit/㎖ 그리고 streptomycin 0.1 ㎎/㎖ (GIBCO, Grand, NY, 

USA)이 함유된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GIBCO, Grand, NY, 

USA) 및 RPMI 1640 (GIBCO, Grand, NY, USA) 배양액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정상 내피 세포주인 HMVEC- Ad 는 Endothelial Growth 

Medium (EGM-2, Clonetics, San Diego, CA, USA)배양액에 2 %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Grand, NY, USA), penicillin 

100 unit/㎖, streptomycin 0.1 ㎎/㎖ 그리고 10 ng/㎖ 의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R&D System Inc., Minneapolis, 

MN, USA)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세포주는 75 cm2 조직배양용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37 ℃, 5 % CO2 하에서 배양하고, 세포가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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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크의 80 %정도 자랐을 때 scraper 를 이용하여 세포를 

수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genomic DNA 추출  

 

  수집한 세포에 600 ㎕의 lysis buffer [20 mM Tris (pH 8.0), 5 

mM EDTA (pH 8.0), 400 mM NaCl, 1 % SDS], 20 ㎎/㎖ proteinase K 

(Invitrogen, Carlsbad, CA, USA) 그리고 10 ㎎/㎖ RNase A (Sigma, 

Saint Louis, MO, USA)를 넣고 55 ℃ 항온수조에서 17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동량의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 

(GIBCO, Grand, NY, USA)을 처리하여 상온에서 수용액층과 

유기용매층을 잘 섞은 다음 상온에서 13,000 rpm 으로 30 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새 tube 로 옮겼다. 동량의 

isopropanol 을 넣고 -20 ℃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4 ℃에서 

13000 rpm 으로 30 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gDNA 를 침전시켰다.   

침전된 gDNA 는 70 % 에틸 알코올로 수세하고 상온에서 남아있는 

알코올을 건조시킨 후, ultra pure water 에 녹였다. gDNA 의 양과 

질은 NanoDrop (NanoDrop Technologies, Rockland, USA)과 0.7 % 

agarose gel electrophoresis 로 확인하였고, 추출한 gDNA 는 -

20 ℃ 에 실험 전까지 보관하였다.  

 

3. In-gel hybridization  

 

가. 3’-to- 5’ exonuclease I을 이용한 3’-overhang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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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l hybridization 시 detection 되는 band 가 3’-

overhang 임을 확인하고자 단일 가닥을 target 으로 하는 3’-to- 

5’ exonuclease I 을 처리하여 hybridization 을 수행하였다. 20 

㎍의 gDNA 에 8 ㎕의 10 X 반응완충액, 60 units 의 3’-to- 5’ 

exonuclease I (20 unit/㎕, New England Biolabs, MA, USA), 

그리고 ultra pure water 를 첨가하여 전체 양을 80 ㎕로 맞춘 후, 

37 ℃ 항온수조에서 17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220 ㎕의 

증류수와 300 ㎕의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 (GIBCO, 

Grand, NY, USA)을 처리하고, 상온에서 1 분간 수용액층과 

유기용매층을 잘 섞은 다음 13,000 rpm 으로 10 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새 tube 로 옮겼다. 상층액의 1/10 

volume 의 3.0 M sodium acetate, 2.5 volume 의 100 % 에틸 알코올, 

그리고 1 ㎕의 glycogen (20 ㎎/㎖, Roche, Mannheim, Germany)을 

가해 4 ℃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상온에서 13000 rpm 으로 

30 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gDNA 를 침전시켰다. 침전된 gDNA 는 

70 % 에틸 알코올로 수세하고 상온에서 남아있는 알코올을 

건조시킨 후, 50 ㎕의 ultra pure water에 녹였다.  

 

나. 제한효소를 이용한 gDNA의 절단  

 

 각각의 세포에서 추출한 gDNA 를 20 ㎍씩 취한 후, 8 ㎕의 10 X 

반응완충액, 30 units 의 Hinf I 제한 효소(Promega, Madison, WI, 

USA) 그리고 ultra pure water 를 첨가하여 전체 양을 80 ㎕로 맞춘 

후, 37 ℃ 항온수조에서 15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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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후 220 ㎕의 증류수와 300 ㎕의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 (GIBCO, Grand, NY, USA)을 처리하고, 상온에서 

수용액층과 유기용매층을 잘 섞은 다음 상온에서 13,000 rpm 으로 

10 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새 tube 로 옮겼다. 

상층액의 1/10 volume 의 3.0 M sodium acetate 와 2.5 volume 의 

100 % 에틸 알코올을 가해 4 ℃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13000 

rpm 으로 30 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절단된 gDNA 를 침전시켰다.  

침전된 gDNA 는 70 % 에틸 알코올로 수세하고 상온에서 남아있는 

알코올을 건조시킨 후, 20 ㎕의 ultra pure water 에 녹였다.  

절단된 gDNA 의 양과 질은 NanoDrop (NanoDrop Technologies, 

Rockland, USA)으로 확인하였다.  

 

다. Gel Electrophoresis  

 

Agarose 의 농도가 0.7 %(w/v)되게끔 0.5 X Tris-boric/EDTA 

완충액을 혼합하여 agarose 를 용해시켜 gel 성형 후, 앞에서 

준비한 제한효소로 절단된 각각의 gDNA 시료 10 ㎍을 gel 에 가하여 

23 V 에서 17 시간 동안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Gel 을 ethidium 

bromide solution (1 ㎍/㎖)에 담가 염색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자외선 투사기 (Viber lourmat, France)로 절단된 gDNA 를 관찰하고, 

상온에서 2 X Sodium chloride/Sodium Citrate buffer (SSC)에 30 

분간 반응시킨 후, GelDryer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24-28분 정도 gel을 건조시켰다.  

 

라. Hybridization  



 -９- 

 5 X Sodium chloride/Sodium Citrate buffer (SSC), 5 X 

Denhardt's (1 %(w/v) Ficoll 400, 1 %(w/v) Polyvinylpyrrolidone, 

1 %(w/v) BSA(fraction V)), 10 mM sodium phosphate (pH 7.2)와 

증류수를 혼합하여 만든 100 ㎖의 hybridization 용액에 gel 을 

넣고 37 ℃ shaking incubator 에서 1 시간 동안 pre-

hybridization을 실시하였다.  

 DNA probe 는 3’-overhang 에 상보적인 d(CCCTAA)4, negative 

control 인 d(TTAGGG)4 또는 minisatellite repeat sequence 에 

상보적인 d(CAC)6 염기서열 구조를 이루는 oligonucleotide 15 ㎕(2 

pmol/㎕)에 2.5 ㎕(10 units/㎕) T4 polynucleotide kinase 

(Takara, Tokyo, Japan), 3 ㎕의 10 X T4 polynucleotide kinase 

반응완충액, 100 μCi [γ-32P]ATP (Amersham, Buckinghamshire, 

England) 그리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전체 양을 50 ㎕로 맞춘 후, 

37 ℃ 항온수조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하지 않은 

nucleotides 는 MicroSpin™G-50 Columns(Amersham, Buckinghamshire, 

England)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100 ㎖의 hybridization 용액에 준비한 probe 와 pre-

hybridization 이 끝난 gel 을 넣고 37 ℃에서 17 시간 동안 

hybridization 을 실시하였다. Hybridization 이 끝난 gel 은 500 

㎖의 0.25 X SSC 로 37 ℃에서 5 분간 3 회 반복세척을 실시한 후 

0.2 X SSC 로 37 ℃에서 1 시간씩 3 회 반복 세척을 수행하였다 

(Figure 3).  

 

마. Gel 상에서의 background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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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l hybridization 수행 후 세척한 gel 을 -70 ℃에서 40 분간 

freezing 한 후, 0.25 X SSC 로 상온에서 1 시간 정도 가볍게 

흔들어 준다. 이 과정을 2 회 반복 실시하였다.  

 

바. Telomere 길이측정을 위한 deprobing 과 hybridization  

 

3’-overhang 패턴을 확인한 gel 을 500 ㎖의 변성용액 (0.15 M 

NaCl, 0.5 M NaOH) 에 넣고 상온에서 30 분 정도 가볍게 

흔들어주는 과정을 2 회 반복 실시함으로써 probe 를 제거하고 

이중나선의 gDNA 를 단일 가닥의 gDNA 로 변성하였다. 변성된 gel 은 

증류수로 세척 후, 단일 가닥의 gDNA 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500 

㎖의 중화용액 (0.15 M NaCl, 0.5 M Tris, pH 7.4)에 넣고 

상온에서 30 분 동안 흔들어 주었다. 중화된 gel 은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hybridization 을 실시함으로써 telomere 길이를 

측정하였다. 

 

사. Autoradiography  

 

 Gel 을 wrap 으로 감싸서 X-ray film cassette 에 X-ray blue 

film 과 함께 고정시킨 후, -70 ℃에서 20 시간 동안 감광 후 

필름을 현상하였고 luminescent image analysis system 인 LAS-1000 

plus (Fujifilm,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결과를 scann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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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Figure 3Figure 3Figure 3. In. In. In. In----gel hybridizatiogel hybridizatiogel hybridizatiogel hybridizationnnn....    

 

4. 3’-overhang signal intensity 측정  

 

 Quantity One progra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각 lane 에 동일한 size 의 box 를 그려 각 구간의 3’-overhang 

intensity 값과 background intensity 값을 구한 후 3’-overhang 

intensity 값에서 background intensity 값을 제거하였다. 3’-

overhang signal intensity 보정(normalization)을 위해 수행한 

minisatellite repeat sequence intensity (total DNA)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overhang signal intensity 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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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minisatellite repeat sequence intensity 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21.  

 

 

5. Mean Telomeric Length (MTL) 측정  

    

Image Gauge Version 3.12 (Fujifilm, Tokyo, Japan)을 이용하여 

molecular size marker 에 맞추어 telomere lane 을 25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의 optical density 를 측정하였다. 이를 EXCEL 

(Microsoft, USA)로 옮겨 log10(molecular size)에 대한 25 구간의 

molecular size 계산하고, 각 lane 의 mean telomeric length 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3.  

 

MTL = MTL = MTL = MTL = ∑∑∑∑(MWi X(MWi X(MWi X(MWi X ODi)/ ODi)/ ODi)/ ODi)/∑∑∑∑(ODi)(ODi)(ODi)(ODi)    

    ODi ODi ODi ODi ----    각각각각    구간에서의구간에서의구간에서의구간에서의 signal intensity signal intensity signal intensity signal intensity    

MWi MWi MWi MWi ––––    각각각각    구간에서의구간에서의구간에서의구간에서의 DNA  DNA  DNA  DNA 크기크기크기크기    

 

6. 결과 분석  

 

가. 결과 전처리 과정  

 

 3’-overhang signal intensity 의 gel-to-gel relative 

variation 을 제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선택한 13 세포주를 가지고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하였고 이들 3’-overhang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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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의 중앙값을 나타내는 HeLa 세포주를 gel-to-gel 

control 로 결정하였다. 모든 실험에 이용된 HeLa 세포주 

(control)의 intensity(HI)를 100% 로 정하고 나머지 세포주들의 

결과 값들을 control에 비례하여 보정하였다.  

33’’ ––overhang intensity of each sampleoverhang intensity of each sample
* Relative 3* Relative 3’’ --overhang intensity (%) =                                        overhang intensity (%) =                                        X 100X 100

33’’ --overhang intensity of overhang intensity of HeLa(HIHeLa(HI ))
 

 

나. 통계학적 검정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하여 얻어진 각 세포주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3.0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ann-Whitney U test 및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 를 시행하였으며,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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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연구의 study scheme이다 (Figure 4). 

    

    

    

Figure Figure Figure Figure 4444. Study Scheme. Study Scheme. Study Scheme. Study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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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In-gel hybridization 기법 확립  

 

가. Gel 상에서의 background 제거  

 

 Hep3B 세포주를 이용하여 in-gel hybridization 실험 수행 시, 

[γ-32P]ATP 의 nonspecific binding 에 의해 형성된 dark 

background 때문에 gel 이미지 상에서 3’-overhang band 를 확인할 

수 없었다. Gel 상에서 nonspecific binding 된 [γ-32P]ATP 를 

제거하기 위해서 gel 을 -70 ℃에서 40 분간 freezing 한 후 0.25 X 

SSC 로 상온에서 1 시간 정도 가볍게 흔들어 주는 과정을 2 회 반복 

수행하여 dark background 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gel 이미지 

상에서 3’-overhang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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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5555. Remov. Remov. Remov. Removal ofal ofal ofal of    background using gel freezingbackground using gel freezingbackground using gel freezingbackground using gel freezing----thawthawthawthaw. . . . Whole 

gDNA from Hep3B cells was digested with Hinf I and 

electrophoresed on 0.7 % agarose gel. A,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B, The hybridized 

gel was freezed for 40 min at -70°C and washed with 0.25 X 

SSC for 1 h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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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DNA loading농도 결정  

 

Gel electrophoresis 시 절단된 Hep3B 세포주의 gDNA loading 

농도를 3 ㎍, 5 ㎍, 10 ㎍ 으로 달리하여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하였다. 3’-overhang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3 ㎍과 5 ㎍의 

gDNA 농도에서는 3’-overhang 이 detection 되지 않았으나, 10 

㎍의 gDNA 농도에서는 intensity 측정이 가능한 3’-overhang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단된 10 ㎍의 gDNA 를 loading 농도로 결정하고 차후의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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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6666. 3. 3. 3. 3’’’’----overhang detectiooverhang detectiooverhang detectiooverhang detection with n with n with n with variousvariousvariousvarious    amount of loading amount of loading amount of loading amount of loading 

gDNAgDNAgDNAgDNA.... Whole gDNA from Hep3B cells was digested with Hinf I and 

electrophoresed on 0.7 % agarose gel with 3 ㎍, 5 ㎍ and 

10 ㎍ of gDNA.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

d[CCCT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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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nf I 제한 효소 처리 농도 결정  

 

 Gel electrophoresis 를 수행하기 전에 total gDNA 를 절단하기 

위하여 Hinf I 제한 효소 (Promega, Madison, WI, USA)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되는 20 ㎍의 gDNA 를 절단하기에 

적절한 Hinf I 제한 효소의 처리 농도를 알아보았다. 20 ㎍의 

Hep3B 세포주 gDNA 에 30 units 과 50 units 의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절단된 gDNA 시료 10 ㎍을 가지고 hybridization 을 

수행한 결과 3’-overhang 의 패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total gDNA 절단 시 

사용되는 Hinf I 제한 효소의 처리 농도를 30 units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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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7777. 3’. 3’. 3’. 3’----overhang detection with overhang detection with overhang detection with overhang detection with variousvariousvariousvarious    HinfHinfHinfHinf    IIII    

concentrationconcentrationconcentrationconcentration.... Whole gDNA from Hep3B cells was digested with 30 

or 50 units of Hinf I restriction enzyme and electrophoresed 

on 0.7 % agarose gel with 10 ㎍ of digested gDNA.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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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to- 5’ exonuclease I 처리 농도 결정  

 

 In-gel hybridization 시 detection 되는 band 가 3’-

overhang 임을 확인하고자 3’-to- 5’exonuclease I 을 사용하였다.  

이중 가닥의 telomere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단일 가닥인 

3’-overhang 만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3’-to- 5’ exonuclease I 

(20 unit/㎕, New England Biolabs, MA, USA) 농도를 알아보고자 

20 ㎍의 HeLa 세포주 gDNA 에 0 (control), 60, 200, 600 units 의 

Exo I 을 각각 처리하고 hybridization 을 수행하여 나타난 3’-

overhang 패턴을 비교하였다. Exo I 을 처리하지 않은 

lane(control)에서는 3’-overhang 패턴이 관찰된 반면 60, 200 

그리고 600 units 의 Exo I 을 처리한 lane 에서는 3’-overhang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 gel 을 denaturation 한 후 

hybridization 을 수행하여 나타난 telomere 패턴을 비교해본 결과 

0 (control), 60, 200 그리고 600 units 모두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ure 8).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overhang 제거 시 사용되는 Exo I 의 처리 농도를 

60 units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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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8888. 3’. 3’. 3’. 3’----overhang detection with overhang detection with overhang detection with overhang detection with variousvariousvariousvarious    Exo Exo Exo Exo IIII    

concentrationconcentrationconcentrationconcentration.... Whole gDNA from HeLa cells was treated with 0, 

60, 200 or 600 units of Exo I and digested with 30 units of 

Hinf I.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

d[CCCTAA]4 and denatured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A, 

3’-overhang detection with native condition. B, Telomere 

length detection with denat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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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Gel-to-gel relative variation 을 보정하기 위한 control 

세포주 선별  

 

 3’-overhang signal intensity 측정 시 gel-to-gel relative 

variation 에 의한 intensity 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할 

control 세포주를 선별하였다. 임의적으로 선택한 13 세포주를 

대상으로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하고 여기서 나타난 3’-

overhang intensity 값을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13 세포주의 3’-

overhang signal intensity 는 4.37 에서 6.71 까지 나타났으며, 

중앙값 5.15 를 보이는 HeLa 세포주를 gel-to-gel relative 

control로 결정하였다 (Figure 9,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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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FigureFigureFigure 9 9 9 9. . . . Selection of gelSelection of gelSelection of gelSelection of gel----totototo----gel relative control cell linegel relative control cell linegel relative control cell linegel relative control cell line. . . .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and 

denatured gel hybridized with 32P-d[CAC]6. A, 3’-overhang 

detection with native condition. B, Total DNA detection with 

denat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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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ble 1. Table 1. Table 1. SelectionSelectionSelectionSelection of control cell line of control cell line of control cell line of control cel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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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Negative control을 이용한 3’-overhang 입증  

 

(1) G-rich sequence를 이용한 3’-overhang 입증  

 

 Native condition 상에서 in-gel hybridization 수행 시 나타난 

band 가 3’-overhang 에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band 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Hybridization 과정에서 첫 번째로 3’-

overhang sequence 와 동일한 sequence 를 지닌 32P-d(TTAGGG)4 

probe 를 사용하여 hybridization 을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 어떠한 

band 패턴도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10-A). 그 후, 동일한 gel 을 

3’-overhang sequence 에 상보적인 32P-d(CCCTAA)4 probe 를 

사용하여 re-hybridization 을 수행한 결과 band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는 native condition 상에서 in-gel hybridization 수행 시 

나타난 band 가 (TTAGGG)n sequence 를 가지는 3’-overhang 에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3’-overhang band 임을 입증하였다 

(Figure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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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0101010. . . . Confirmation of 3Confirmation of 3Confirmation of 3Confirmation of 3’’’’----overhang detection using overhang detection using overhang detection using overhang detection using 

nnnnegative controlegative controlegative controlegative control. . . . Whole gDNA from Hep3B cells was digested with 

30 units of Hinf I restriction enzyme and electrophoresed on 

0.7 % agarose gel with 10 ㎍ of digested gDNA.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d[TTAGGG]4 or 
32P-d[CCCTAA]4. A, 

32P -d(TTAGGG)4 probe.  B, 
32P-d(CCCTAA)4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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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to- 5’ exonuclease I을 이용한 3’-overhang 입증  

 

동일한 세포주로부터 얻은 gDNA 에 하나는 Exo I 을 처리하지 

않고 (control), 또 다른 gDNA 에는 60 units 의 Exo I 을 처리하여 

반응시킨 후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한 결과, Exo I 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 (control)에서는 3’-overhang 패턴이 

관찰되었고 Exo I 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단일 가닥인 3’-overhang 

패턴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후 동일한 gel 의 telomere 패턴을 

비교해본 결과 Exo I 을 처리한 그룹과 처리하지 않은 그룹 

(control)에서 유사한 telomere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는 Exo I 이 

단일 가닥인 3’-overhang 만을 효율적으로 제거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Figure 11). 이를 통하여 native condition 상에서 in-gel 

hybridization 수행 시 나타난 band 가 단일 가닥인 3’-

overhang 에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3’-overhang band 임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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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1111111. . . . ConfirmatiConfirmatiConfirmatiConfirmation of 3on of 3on of 3on of 3’’’’----overhang detection using overhang detection using overhang detection using overhang detection using Exo Exo Exo Exo IIII    

treatmenttreatmenttreatmenttreatment....    Whole gDNA of various cell lines was treated with or 

without Exo I and in-gel hybridization was performed.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and 

denatured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A, 3’-overhang 

detection with native condition. B, Telomere length detection 

with denat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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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세포주에서 3’-overhang과 telomere 길이 측정  

 

가. 세포주를 대상으로 3’-overhang과 telomere 길이 측정   

 

 다양한 세포주에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측정하기 위해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로 구성된 총 64 세포주로부터 추출된 

gDNA 를 이용하여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하였다 (Figure 12).  

각 실험의 3’-overhang signal intensity 는 total DNA 를 

나타내는 minisatellite signal intensity 로 보정하였으며, gel-

to-gel relative variation 은 모든 실험에 이용된 control 

세포주인 HeLa 세포주를 이용하여 각각의 값들을 보정함으로써 

relative 3’-overhang intensity 를 수치화(%) 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13, Tab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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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FigureFigureFigure    12121212....    Detection of 3Detection of 3Detection of 3Detection of 3’’’’----overhang and telomere length in various cell lines byoverhang and telomere length in various cell lines byoverhang and telomere length in various cell lines byoverhang and telomere length in various cell lines by in in in in----gel gel gel gel 

hybridizationhybridizationhybridizationhybridization. . . . Whole gDNA from various cells was digested with 30 units of Hinf I and 

electrophoresed on 0.7 % agarose gel with 10 ㎍ of digested gDNA. The figure shows native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and denatured gel hybridized with 
32P-d[CCCTAA]4 or 

32P-d[CAC]6. A, 

3’-overhang detection with native condition. B, Telomere length detection with denaturing 

condition. C, Total DNA detection with denat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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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FigureFigureFigure 12 12 12 12....    ContinuedContinuedContinued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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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FigureFigureFigure 12 12 12 12....    ContinuedContinuedContinued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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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FigureFigureFigure 12 12 12 12....    ContinuedContinuedContinuedContinued 



 -35- 

    

    

FigureFigureFigureFigure 12 12 12 12....    ContinuedContinuedContinued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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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FigureFigureFigure 12 12 12 12....    ContinuedContinuedContinued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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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igure 13. Relative 3igure 13. Relative 3igure 13. Relative 3igure 13. Relative 3’’’’----overhang and teloverhang and teloverhang and teloverhang and telomere length in human cells including 6 normal cell lines omere length in human cells including 6 normal cell lines omere length in human cells including 6 normal cell lines omere length in human cells including 6 normal cell lines 

and 58 cancer cell linesand 58 cancer cell linesand 58 cancer cell linesand 58 cancer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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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2222. . . . Relative Relative Relative Relative 3’3’3’3’----overhang intensity (%) & overhang intensity (%) & overhang intensity (%) & overhang intensity (%) & telomere length telomere length telomere length telomere length 

(Kb) in (Kb) in (Kb) in (Kb) in normal cell linnormal cell linnormal cell linnormal cell lineses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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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3333. . . . Relative Relative Relative Relative 3’3’3’3’----overhang intensity (%) & overhang intensity (%) & overhang intensity (%) & overhang intensity (%) & telomere length telomere length telomere length telomere length 

(Kb) i(Kb) i(Kb) i(Kb) in n n n various cancer cell linvarious cancer cell linvarious cancer cell linvarious cancer cell lineses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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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암 종에 따른 3’-overhang 길이 비교  

 

종양 세포주 58 주의 경우 평균 77±52.1 %의 3’-overhang 

intensity 를 보였다 (Table 3). 3’-overhang 길이를 암 종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다양한 길이를 나타내었고, 또한 하나의 암 

종안에서도 다양한 길이의 3’-overhang 이 관찰되었다 (Figure 14). 

Telomere 길이는 종양 세포주에서 평균 5.5±3.3 Kb 를 나타내었다. 

특히 3’-overhang 의 경우 길이에 따라 두 군으로 구별됨을 

관찰하였는데 대장암, 뇌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control HeLa 

intensity (HI)에 비해 평균 55±17.2 %의 낮은 intensity 를 

보였다. 그러나 telomere 길이는 다른 종양 세포주와 비슷하게 3.1 

- 5.0 Kb 로 나타났다. 또한 위암, 유방암, 폐암, 간암 그리고 

혈액암의 경우 23 – 308 %까지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고 평균 

83±57.0 %의 intensity 를 보였으며 telomere 길이 역시 2.7 – 23 

Kb 로 길이변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암 종간의 3’-overhang 

길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성을 볼 수는 없었다 

(p >0.05)(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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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4141414. Comparison of 3. Comparison of 3. Comparison of 3. Comparison of 3’’’’----ovovovoverhang length erhang length erhang length erhang length in various cell linesin various cell linesin various cell linesin various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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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1115555. . . . Comparison of 3Comparison of 3Comparison of 3Comparison of 3’’’’----overhang overhang overhang overhang and telomere and telomere and telomere and telomere length among length among length among length among 

cellcellcellcell types types types types....    This box plot represents the 3’-overhang and 

telomere length among cel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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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 간의 3’-overhang 길이 비교  

 

정상 세포주 6 주와 종양 세포주 58 주를 이용하여 수행한 in-gel 

hybridization 결과를 가지고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간의 3’-

overhang 길이를 비교한 결과 종양 세포주 (평균 77±52.1 %)에 

비해 정상 세포주 (평균 147±50.4 %)에서 비교적 높은 3’-

overhang intensity 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2). 정상 세포주 6 주 모두 virus 등으로 

immortal 된 세포주이며 이중 5 세포주는 fetus 로부터 확립된 

세포주였다 (Table 2). 이에 반해, telomere 길이는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Figure 16). 

특히 폐암 세포주인 A549 (308 %)와 NCI-H1299 (142 %) 그리고 

위암 세포주인 SNU-484 (204 %) 의 경우 control HeLa intensity 

(HI)에 비해 높은 3’-overhang intensity 값을 나타냈다 (Table 3, 

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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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6161616. . . . Comparison of 3’Comparison of 3’Comparison of 3’Comparison of 3’----overhaoverhaoverhaoverhangngngng and telomere and telomere and telomere and telomere length  length  length  length 

between normal and cancer cell linesbetween normal and cancer cell linesbetween normal and cancer cell linesbetween normal and cancer cell lines. . . . This box plot represents 

the 3’-overhang and telomere length for normal and cancer 

cell lines. P value (p = 0.002) was calculated by Mann-Whitney 

U test. A. 3’-overhang intensity (%). B. Telomere length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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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암 세포주에서의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인 위암 세포주에서의 3’-

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23 위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에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 를 

시행한 결과, r= 0.67(p=0.001)으로 positive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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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Figure 17. Figure 17. Figure 17.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between 3’between 3’between 3’between 3’----ooooverhang and telomere length verhang and telomere length verhang and telomere length verhang and telomere length 

in in in in ggggastric cancer cell lineastric cancer cell lineastric cancer cell lineastric cancer cell linessss. . . . Telomere lengths correlate 

positively with 3’-overhang signals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r= 0.67, p=0.001 by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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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염색체의 말단에 위치한 telomere 는 G-rich DNA 의 반복적인 

구조로, 사람의 경우 TTAGGG, hexanucleotide sequence 를 가지고 

있다. 이중 가닥인 telomeric DNA 의 길이는 2 에서 20 kilobase 

pairs 정도의 다양한 길이를 가지며, 그 끝은 약 150 bases 의 3’-

overhang 단일 가닥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단일 가닥의 끝부분은 

T-loop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degradation 과 end-to-end 

fusion 으로부터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4-26. 이처럼 3’-

overhang 이 chromosomal stability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현재까지 mammalian cells 에서의 3’-overhang 

조절 기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3’-overhang 측정을 위해 non-denaturing southern blot, 

primer extension technique7, electron microscopy11 또는 

telomere oligonucleotide ligation assay12 등의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in-gel hybridization 방법은 

hybridization signal 의 intensity 를 통해 단일 가닥의 target 

DNA 의 양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gel 상에서 직접 

hybridization 을 수행하기 때문에 non-denaturing southern blot 

technique 처럼 transfer 되는 restriction fragment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하나의 gel 상에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 본 논문에서는 3’-

overhang 을 degradation 시키는 Exo I 을 native DNA 에 

처리하였을 때와, G-rich probe 를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signal 도 

detection 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target DNA 가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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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aturation 이 일어나지 않은 확실한 3’-overhang 길이를 

나타냄을 입증하였고 in-gel hybridization 방법이 3’-overhan 과 

telomere길이를 측정하여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세포주를 대상으로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법을 확립하고자 우선적으로 gel 이미지 상에서 band 

detection 이 가능한 gDNA loading 양과 enzyme 처리농도 등을 

선행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dark background 로 인해 band 

detection 이 불가능했던 점을 gel freezing-thaw 기법을  

확립함으로써 해결하였다. Gel-to-gel relative variation 에 의한 

intensity 차이는 control 세포주인 HeLa 를 가지고 모든 세포주의 

3’-overhang intensity 를 보정하여 relative 3’-overhang signal 

intensity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선행된 실험들로 확립된 실험 기법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6 주의 정상 세포주를 포함한 총 64 세포주로부터 얻어진 gDNA 를 

가지고 in-gel hybridization 을 수행함으로써 64 세포주의 3’-

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측정하여 세포주간에 3’-

overhang길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overhang 길이를 암 종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다양한 길이를 

나타내었고, 또한 하나의 암 종안에서도 다양한 길이의 3’-

overhang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암 종간의 3’-overhang 길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성을 볼 수는 없었다 (p > 

0.05).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세포주를 대상으로 3’-

overhang 길이를 측정하였을 때 폐암 세포주인 A549 와 NCI-H1299 

그리고 위암 세포주인 SNU-484 의 경우 control HeLa intensity 

(HI)에 비해 높은 3’-overhang intensity 를 보였는데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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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세포주들은 telomere 길이도 길었다.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ALT) 세포주인 경우 telomerase 

activity 는 없으나 telomere recombination 에 의해서 길고 

heterogeneous 한 telomere 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7.  

그러나 A549 와 NCI-H1299 의 경우 telomerase activity 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28,29, 이 세포주들의 경우 ALT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telomere 와 3’-overhang 길이연장이 발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세포주의 경우 telomere 길이와 3’-overhang 간의 

조절 기전과 관련하여 차후 연구에 이용하기 좋은 세포주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상 세포주는 virus 등으로 in vitro 상에서 

immortalization 된 세포주로써 그 중 5 주는 fetus 로부터 확립된 

세포주이다. 이들 세포주의 3’-overhang 은 종양 세포주에 비해 

길었으며 telomere 길이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Fetus 로부터 확립된 

정상 세포주에서 상대적으로 긴 3’-overhang 길이를 가졌다는 

결과는 3’-overhang 길이가 초기 발달 단계에서 조절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3’-

overhang 길이를 progressive population doublings(PDs)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early passage 에서 high PDs 로 갈수록 3’-

overhang 길이가 점차 짧아진다는 보고와도 연관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18,30. 더 많은 fetal 세포주에서 3’-overhang 길이 측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쥐의 fetal organ 으로부터 3’-overhang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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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가능하다면 초기 발달 단계에서 3’-overhang 길이 조절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overhang 은 T-loop 구조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약 

종양세포주의 경우 3’-overhang 의 길이가 짧아 T-loop 구조가 

붕괴된다면 telomere binding protein 에 영향을 주거나 telomere 의 

끝이 보호되지 못하고 노출됨으로써 염색체가 불안정해 end-to-end 

fusion 등이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종양 세포주의 경우 

telomere 길이는 telomerase 의 기능에 의해서 정상 세포주보다 

짧은 길이로 계속 유지된다 31,32.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간의 telomere 길이에 있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정상 세포주가 

immortalization 된 세포주로 immortal 되기 전에 복제 단계에서의 

telomere decay 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종양 세포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인 위암 세포주를 가지고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positive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r=0.67, p=0.001). Kondo T 등도 위암환자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의 

positive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19. 이와 같은 결과는 telomere 

조절기전에 있어 3’-overhang 이 함께 조절되는 작용기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현재까지 telomere 길이 조절기전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된 

반면, 3’-overhang 길이 조절기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차후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 

사이에 관련된 작용기전을 연구함에 있어서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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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mere 길이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3’-overhang 

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세포주를 대상으로 telomere 길이와는 

독립적으로 3’-overhang 길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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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in-gel hybrid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3’-overhang 

길이를 측정하는 기법을 확립하고, 6 개의 정상 세포주와 58 개의 

종양 세포주를 대상으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를 측정하여 

세포주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1. 종양 세포주의 경우 다양한 3’-overhang 길이를 보였으며, 

immortalization 된 정상 세포주의 경우 종양 세포주에 비해 긴 

3’-overhang 을 가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telomere 

길이에서는 정상 세포주와 종양 세포주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세포주 내에서 3’-overhang 과 telomere 길이간에 positive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차후 3’-overhang 길이의 조절기전이나 

chromosomal stability 에 3’-overhang 이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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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elomeric 3'-overhang length in various  

cell lines using in-gel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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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hromosomes are capped by telomeres. In most organisms, 

telomeric DNA consists of simple repeats with a G-rich strand 

running towards the 3′end. This strand is longer than the 

complementary C-rich strand, forming a single-stranded 

overhang at the distal end of telomeres. In human cells, this 

3’-overhang is between 10 and 100 of telomeric repeats, 

TTAGGG, in length. 3′-overhangs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a number of important functions. Obviously, they are 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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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elomere elongation by telomerase and essential for the 

formation of T- loops. It is very probable that this structure 

protects not only the overhang, but the very end of the 

chromosome itself from degradation and recognition as a target 

for nonhomologous end joining. However, the mechanism of long-

tail formation, the presence and the role of these structures 

in telomere maintenance or shortening are not completely 

understood. Here, we examined the 3’-overhang size in human 

cells including 6 normal cell lines and 58 cancer cell lines 

from 8 breast, 4 cervix, 5 colorectal, 23 gastric, 6 hepatoma, 

4 brain, 5 lung, 3 hematologic by using in-gel hybridization.   

The 3’-overhang size was determined as a ratio relative to 

the HeLa’s overhang intensity (HI) in each sample. Low 

intensity was noted in cervix, colorectal and brain cancer 

cells with mean value of 55±17.2 % of HI. Gastric, breast, 

hepatoma, lung and hematologic cancer cells showed the 

intensities in wide range from 23 to 308 with mean value of 

83±57.0 % of HI. Interestingly, normal cells, originated from 

fetus, revealed strong 3’-overhang intensity with mean value 

of 155±52.6 % of HI. In contrast to the 3’-overhang, 

telomere length showed no apparent difference in cancers and 

normal cells. Also, we observed that 3’-overhang correlated 

with the telomere length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This 

study revealed that cells from fetus have long 3’-overhang 

while cancer cells with variable 3’-overhang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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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ng that 3’-overhang length is likely regulated in 

early development. This result might play a significant role 

in 3’-overhang mechanism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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