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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중합반응에 중합반응에 중합반응에 중합반응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의 의 의 의 효과효과효과효과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 (ODQ)은 GTP를 cGMP로 전

환시키는 효소인 soluble guanylyl cyclase (sGC)를 억제하는데, 이는 ODQ가 

sGC의 heme iron을 산화시킴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 ODQ가 sGC의 봉

쇄 작용과 무관하게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생성 및 성장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증

식을 억제하여 세포사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세포 분열과 신경세포돌기의 성장

에 미세소관이 공통적으로 관여하므로 ODQ가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ODQ는 HeLe cell에서 G0/G1 기의 세포 수를 감소시키고 G2/M 기의 세포 수

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는 ODQ가 G2/M 기에서 세포 주기를 정지시켰음을 의

미하였다. 또한 Western blot 분석 방법을 통해 ODQ가 중합된 미세소관의 양을 

감소시키고 융해된 미세소관의 양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ODQ가 미세

소관의 중합반응을 억제하고 융해를 촉진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ODQ의 효과는 

정제된 상용 미세소관에서도 관찰되어 ODQ의 효과가 미세소관에 직접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ODQ의 이러한 작용은 heme을 포함한 단백질을 환

원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dithionite 뿐 아니라 단백질의 SH 기를 환원시키는 

DTT에 의해서도 억제되었으며,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를 이용

하여 철의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세소관에는 철이 함유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ODQ의 미세소관 중합 억제 작용은 tubulin의 SH 

기를 산화하여 나타나는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ODQ는 tubulin을 직접 산화시킴으로써 미세소관의 중합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세포 주기를 G2/M 기에서 정지시킴을 확인하였다.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말말말말:::: ODQ, 미세소관, 세포주기, tubulin,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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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 (ODQ)는 soluble guanylyl 

cyclase(sGC)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Garthwaite 등, 1995; 

Moro 등, 1996; Kang 등, 2005; Kim 등, 2006). 그러나 ODQ는 sGC 외에도 

hemoglobin, myoglobin, NO synthase, cytochrome p-450 등 heme을 포함하

는 다른 단백에 대해서도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비특이적인 heme 단백 억제제로 

알려져 있다 (Schrammel 등, 1996; Feelisch 등, 1999; Zhao 등, 2000).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ODQ가 sGC의 억제와는 상관없이 암세포의 세포성장을 억제하

여 세포사를 유발하며 (정재욱 석사학위 논문, 2006) 신경세포에서 신경돌기의 

생성 및 성장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으나 (Lee 등, 2009) 아직까지 그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포 분열과 신경세포돌기의 성

장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미세소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ODQ가 미세

소관의 중합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세소관은 진핵세포의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세포 구조의 하나이다. 미세소관은 

tubulin 단백질의 이합체가 지름 25 나노미터의 원통 모양으로 이루어진 구조이

다. 미세소관에는 방향성이 있어서 tubulin이 붙기 쉬운 쪽을 +쪽으로 두고, 해

리되기 쉬운 쪽을 -로 둔다 (Allen 등, 1974). 미세소관은 세포에 운동성을 제공

한다. 대표적으로 편모와 섬모는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의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 기관이다 (Haimo 등, 1981; Schroer 등, 1991). 그 외에도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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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은 세포내 수송을 담당하며, 미토콘드리아나 소포와 같은 세포소기관을 운반

하며, 식물에서는 세포벽의 합성에도 관여한다 (Gelfand 등, 1991). 세포분열동

안 방추사의 형성과 염색체 분열에 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ubulin 중합의 

방해는 세포 주기의 정지를 야기한다 (Mitchison 등, 1984).

 미세소관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은 Vinca alkaloid, Colchicine, Paclitaxel 등

이 있다 (Hadfield 등, 2003; Zelnak 등 2007). Vinca alkaloid는 Vinca rosea

(협죽도과의 식물)에서 얻으며 tubulin이 미세소관으로 조립되는 과정을 저해하

여 유사분열의 특정 단계에서 진행할 수 없게 한다 (Ngan 등 2001). 이에 비해 

Paclitaxel은 주목에서 발견된 항암물질이다. 태평양주목(Taxus brevifolia)의 가

지에서 추출하며 과학자들은 유럽산주목 (Taxus baccata)에서 많은 양이 발견되

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세소관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DNA를 끌어당기지 못하

게 함으로 세포독성효과를 나타낸다 (Derry 등 1995; Kamath 등 2005).

  Colchicine은 백합과 식물인 콜키쿰(Colchicum autumnale)의 씨앗이나 구근

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로이드(식물 독성) 성분이다. 주로 통풍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tubulin 단백질에 결합하여 기능을 방해하고 호중구(neutrophil)

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Vandecandelaere 등, 1994; Bhattacharyya 등, 

2008; Nuki 등, 2008).

 결국 이러한 약물들은 미세소관 중합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세포분열을 억제하

고 세포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Q가 미세소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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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재료재료재료재료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igh glucose 포함), fetal 

bovine serum (FBS), 항생제와 trypsin-EDTA (1X)는 GIB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ODQ는 Calbiochem (La Jolla, CA, USA)에서, tubulin은 Cytoskeleton Inc. 

(Denver, CO, USA)에서 구입하였고, BCA protein assay kit는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colchicine, dithionite, 

propidium iodide와 beta-tubulin 단일항체를 포함한 그 외 시약들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2. 2. 2. 2. 실험 실험 실험 실험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세포 세포 세포 세포 배양     배양     배양     배양     

HeLa (Cervical carcinoma) 세포는 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구입

였으며, 10% FBS를 포함한 DMEM (high glucose 포함) 배지를 사용하여 5% 

CO2가 존재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나나나나. . . . Fluorescence-activated Fluorescence-activated Fluorescence-activated Fluorescence-activated cell cell cell cell sorter sorter sorter sorter (FACS) (FACS) (FACS) (FACS) 분석분석분석분석

HeLa 세포를 3.5× 10
5
 cells 농도로 60 mm dish에 배양하고 각 농도의 ODQ

를 처리하였다. 시간별로 trypsin/EDTA 용액으로 세포를 얻은 후 2% FBS가 들

어있는 PBS 용액으로 두 번 씻어주고 분주된 1 ml의 세포에 순수 에탄올 3 ml

을 넣고 잘 섞어준다. 세포는 4℃에서 최소 한 시간 이상 고정한 후, PBS로 두 

번 씻어준다. 이렇게 준비된 cell pellet을 1 ml의 propidium iodide staining 

solution (3.8 mM sodium citrate, 50 μg/ml PI in PBS)으로 염색하고 50 μ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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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se A (100 μg/ml)를 넣어준 후 4℃에서 3시간동안 배양한다. 염색된 세포

는 Flow Cytometry (BD Calibur, Beckman Coulter)과 ModFit LT software

를 이용하여 세포주기를 분석하였다.

다다다다. . . . Coomassie Coomassie Coomassie Coomassie blue blue blue blue stainingstainingstainingstaining

전기영동한 SDS-PAGE gel을 염색용액 (0.1%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50% methanol and 10% glacial acetic acid)에 20분간 가볍게 흔들면

서 염색한다. 그 후에 탈염색용액 (40% methanol and 10% glacial acetic 

acid)을 이용하여 background가 없어질 때까지 염색을 뺀 다음 단백질 양을 비

교한다.

라라라라. . . . soluble soluble soluble soluble fractionfractionfractionfraction과 과 과 과 cytoskeletal cytoskeletal cytoskeletal cytoskeletal fraction fraction fraction fraction 분리분리분리분리

미세소관 안정화 완충용액 (microtubule stabilizing buffer; 90 mM MES 

pH 6.7, 1 mM EGTA, 1 mM MgCl2, 10% glycerol)으로 세포를 두 번 씻

은 후, 완충용액을 확실히 제거한다. 120 μl의 0.1% Triton X-100 lysis 

buffer (90 mM MES, 1 mM EGTA, 1 mM MgCl2, 10% glycerol, 10 μM 

Taxol, 0.1% Triton X-100, protease inhibitor, 1 mM Na3VO4)를 넣어주

고 세포를 scraper로 떼어내어 eppendorf tube에 옮겨 담는다. 14,000 rpm

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얻는다. 남은 cell pellet을 120 ul

의 2% SDS lysis buffer (50 mM Tris-Cl pH 6.8, 100 mM NaCl, 1 mM 

DTT, 2% SDS, protease inhibitor, 1 mM Na3VO4)로 풀고 가열한다. 각 

샘플의 단백질량은 BCA protein assay 방법을 이용한다.

마마마마. . . .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중합반응중합반응중합반응중합반응

Bovine brain에서 정제되어 냉동 건조된 tubulin을 general tubulin buffer 

(80 mM PIPES pH 7, 1 mM MgCl2, 1 mM EGTA)로 녹인 다음, 10 μg/20 

μl의 tubulin이 포함된 test tube마다 ODQ를 포함한 여러 약물들을 2.5 μl의 

cushion buffer (80 mM PIPES pH 7, 1 mM MgCl2, 1 mM EGT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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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ol)와 함께 처리한 후, 35℃에서 20분간 반응시킨다. 중합반응이 일어

난 미세소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지막에 16 μM의 Taxol을 넣어준다.

반응이 끝난 시료를 1.2 ml의 cushion buffer 위에 얹은 다음, 초원심분리기

를 이용하여 100,000g에서 40분간 원심분리 한다. 융해된 미세소관이 포함

된 상층액과 중합반응이 일어나면서 하층에 남은 미세소관 덩어리로 각각 나

누어 SDS-gel loading buffer로 섞어준 후 Western blotting을 통해 그 양

을 비교하였다.

바바바바. . . . Western Western Western Western blottingblottingblottingblotting

세포에 ODQ를 서로 다른 농도와 시간별로 처리하였을 때 미세소관 중합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ting 실험을 하였다. 세포를 차가운 

PBS 용액으로 씻은 다음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0.1% Triton X-100, 0.15% NP-40, 1 mM NA3VO4, protease 

inhibitor)로 세포를 터트려 단백을 얻었다. 단백은 BCA reagent로 정량하여 같

은 양을 10% SDS-polyacrylamide gels로 전기영동 하였다. Gel에서 분리된 단

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transfer시켰다. Blot은 5% non-fat 

dried milk가 포함된 TBST (20 mM Tris-HCl, 150 mM NaCl,  0.1% Tween 

20, pH 7.5) 용액에 1시간동안 보관한 후에 beta-tubulin의 항체가 희석된 

blocking solution으로 4℃에서 12시간이상 반응시켰다. TBST 용액으로 3번 씻

어내고 각각의 일차 항체에 반응하는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IgG antibody로 1시간동안 반응시켜 ECL detection system으로 

확인하였다. 

사사사사. . . . Atomic Atomic Atomic Atomic Absorption Absorption Absorption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Spectrophotometry Spectrophotometry Spectrophotometry AnalysisAnalysisAnalysisAnalysis

원자흡광광도계를 이용한 철함량 측정은 한화 석유화학 중안연구소의 도움으로 

시행하였는데 실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불꽃이나 전기적 가열에 의해 생성

된 시료용액의 중성원자에 복사선을 투과시켜 최외각전자를 excite 시킨 후 흡

수 spectrum을 얻어서 시료중의 중금속 원소인 철을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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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III. III. III. 결 결 결 결 과 과 과 과 

1. 1. 1. 1. ODQODQODQODQ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세포주기의 세포주기의 세포주기의 세포주기의 정지정지정지정지

ODQ가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에 대해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발하는 

것이 보고되었으므로 (정재욱 석사학위 논문, 2006) 이러한 효과가 세포주기를 

정지시키기 때문인지 확인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DQ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G0/G1 기의 세포가 전체 세포의 57%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G2/M 기의 세포가 13%를 차지하였으나 50 μM ODQ를 12시간 처리한 후에는 

G0/G1 기의 세포가 전체 세포의 2% 를 차지하였으며 G2/M 기의 세포가 76%

를 차지하여 세포주기가 G2/M 기에서 정지하였음을 보였다. 세포에 100 μM의 

ODQ를 처리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50 μM ODQ의 처리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였을 때에는 G0/G1 기의 세포가 전체 세포의 11% 가

량을 차지하였으며 G2/M 기의 세포가 60%를 차지하여 12시간 처리했을 때에 

비하여 G0/G1 기의 세포가 약간 증가하고 G2/M 기의 세포는 약간 감소하였으

며 이러한 경향은 100 μM ODQ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ODQ

는 12시간 이내에서는 세포 주기를 G2/M 기에 정지시키며 처리 시간이 지연되

면 이러한 세포 주기 정지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2. 2. 2. ODQODQODQODQ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중합 중합 중합 중합 억제 억제 억제 억제 

ODQ가 세포 주기를 G2/M 기에서 정지시키므로 ODQ가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세포에 10 μM, 50 μM 또는 100 μM 농도의 ODQ

를 처리하고 1시간 후에 세포를 파괴하고 원심분리한 후 beta-tubulin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여 중합된 미세소관과 융해된 미세소관의 양이 ODQ 처리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한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DQ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중합된 미세소관의 양은 감소하고 융해된 미세소관의 양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100 μM ODQ를 1, 3, 6, 24시간 처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중합된 미세소관과 융해된 미세소관의 양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6시간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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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 1. 1. 1.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arrest arrest arrest arrest of of of of cell cell cell cell cycle cycle cycle cycle in in in in G2/M G2/M G2/M G2/M phase. phase. phase. phase. 

Percent cell in each cell cycle phase was analyzed using a FACScan (BD 

Biosciences) and the ModFit LT software.

Most cells in the non-treated control group were stayed in the G0/G1 

phase (approximately 58%), leaving a small number of cells in the G2/M 

phase (approximately 13%). However, exposure of cells to 50-100 μM 

ODQ decreased the population of cells in the G0/G1 phase and increased 

that in the G2/M phase, suggesting a blockade of mitosis by O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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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2. 2. 2. 2.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of of of of microtubule microtubule microtubule microtubule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in in in in HeLa HeLa HeLa HeLa 

cells. cells. cells. cells. 

HeLa cells were incubated with 10 μM, 50 μM, or 100 μM ODQ for 1 hr 

followed by immunoblot analysis of cell lysates using an anti-beta-tubulin 

antibod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upper panel). HeLa cells 

were exposed to 100 μM ODQ for the indicated times and then th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using the anti-beta tubulin 

antibody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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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합된 미세소관의 양은 감소하고 융해된 미세소관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ODQ 처리 24시간 후에는 오히려 중합된 미세소관의 양이 다시 증

가하고 융해된 미세소관의 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장시간 ODQ를 처리한 경

우에는 ODQ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 3. 3. 3. 산화에 산화에 산화에 산화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중합 중합 중합 중합 억제억제억제억제

ODQ는 단백질의 heme 기를 산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미세소관에 대

한 ODQ의 효과도 미세소관을 산화시킴으로써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의 heme 기를 환원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dithionite를 이용하여 미세소관

에 대한 ODQ의 효과가 dithionite 전 처치로 억제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세포를 dithionite로 전처치한 후 ODQ를 처리하면 ODQ에 의

한 중합 미세소관의 감소와 융해 미세소관의 증가가 거의 완벽하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ODQ가 미세소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지 

아니면 미세소관의 중합에 관여하는 신호전달계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지는 

구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세소관은 hemoprotein이 아니지만 단백질의 

heme 기의 환원에 사용하는 dithionite가 ODQ의 작용을 억제하였으므로 이 실

험에 사용한 미세소관에 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dithionite가 아닌 다른 단백질 환원제를 사용하여 미세소관에 heme이 포함되었

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제된 미세소관

을 구입하여 ODQ와 단백질 환원제인 dithionite 및 DTT가 미세소관 중합에 어

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4. 4. 4. 4. 정제된 정제된 정제된 정제된 미세소관에서 미세소관에서 미세소관에서 미세소관에서 ODQODQODQODQ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중합 중합 중합 중합 억제 억제 억제 억제 확인확인확인확인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DQ는 colchicine과 마찬가지로 미세소관 중합 전

에 처리하든 중합 후에 처리하든 중합된 미세소관의 양은 감소시키고 융해된 미

세소관의 양은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ODQ가 미세소관에 직접적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단백질의 heme 기를 환원시키는 dithionite 뿐 아니

라 SH 기를 환원시키는 DTT도 ODQ의 미세소관 중합 억제 효과를 봉쇄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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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3. 3. 3. 3. Dithioniate, Dithioniate, Dithioniate, Dithioniate, a a a a hemoprotein hemoprotein hemoprotein hemoprotein reducing reducing reducing reducing agent, agent, agent, agent, prevents prevents prevents prevents the the the the effect effect effect effect 

of of of of ODQ ODQ ODQ ODQ on on on on microtubule microtubule microtubule microtubule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in in in in HeLa HeLa HeLa HeLa cells. cells. cells. cells. 

HeLa cells were incubated with 100 μM ODQ, 20 μM colchicine, or 100 

μM methylene blue for 3 hr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thionite. (A)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AGE. The gel was visualized by 

Coomassie blue staining. (B) Th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using an anti-beta tubulin antibody.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 colchicine, M: methylen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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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4. 4. 4. 4. Oxidation Oxidation Oxidation Oxidation of of of of purified purified purified purified microtubule microtubule microtubule microtubule by by by by ODQ ODQ ODQ ODQ inhibits inhibits inhibits inhibits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polymerization. 

(A) Purified microtubule was incubated with 100 μM ODQ or 20 μM 

colchicine for 3 hr in the presence of absence of dithionite. The protein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using an anti-beta tubulin 

antibody.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 Purified microtubule was incubated with 100 μM ODQ or 20 μM 

colchicine for 3 hr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thionite or DTT. The 

protein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using an anti-beta tubulin 

antibody.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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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결과는 ODQ가 단백질의 SH 기도 산화시킨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dithionite가 colchicine에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 하는 것으로 보아 ODQ

의 효과는 colchicine과 다르게 산화작용 때문에 나타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5. 5. 5. 5. ODQODQODQODQ의 의 의 의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미세소관 중합 중합 중합 중합 억제 억제 억제 억제 작용이 작용이 작용이 작용이 hemehemehemeheme과 과 과 과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관련이 없음을 없음을 없음을 없음을 확인확인확인확인

미세소관에 대한 ODQ의 작용이 heme 기에 대한 작용인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

기 위하여 미세소관에 철이 포함되어 있는지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moprotein인 myoglobin은 heme을 포함하지 않은 bovine serum albumin 

(BSA)에 비해 철은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본 실험에 사

용한 미세소관은 BSA와 마찬가지로 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ODQ가 heme 기를 포함하지 않은 미세소관 tubulin의 SH 기를 산화

시킴으로써 작용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Table 1  Iron contents measured using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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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 고찰 고찰 고찰 

ODQ는 NO에 의해 활성화되어 GTP를 cGMP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soluble 

guanylyl cyclase(sGC)의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Garthwaite 등, 

1995; Moro 등, 1996 Kang 등, 2005; Kim 등, 2006). 그런데 최근 ODQ가 다

양한 암세포에서 세포분열 억제와 세포사를 유발하며 (정재욱 석사학위 논문, 

2006) 신경세포로 분화시킨 PC12 세포에서 신경돌기의 생성 및 성장을 억제하

고 이미 생성된 신경돌기를 퇴축시킨다고 보고되었다 (Lee 등, 2009). 특히 이

러한 ODQ의 효과들이 sGC의 억제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되었으므로 ODQ의 

암세포에 대한 세포사 유발 효과 및 신경돌기 성장 억제 효과가 어떤 기전에 의

해 유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포 분열과 신경세포

돌기의 성장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미세소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ODQ가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을 억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ODQ에 의한 세포분열 억제 및 세포사 유발이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을 억제

하여 나타난다면 세포 주기가 세포 분열기에서 정지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

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ODQ 농도 50 μM과 100 μM 모두에서 12시간 처

리 후에 G0/G1 및 S 시기에 비하여 G2/M 시기에 있는 세포의 비율이 크게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ODQ가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미세

소관의 중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을 

억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Vinca alkaloid 계통의 항암제는 미세소관

의 중합반응을 억제하여 세포 주기를 세포분열기에 정지시키는 약물이지만 

(Ngan 등 2001) 이와는 반대로 paclitaxel은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을 안정화시킴

으로써 세포 주기를 세포분열기에 정지시킨다 (Derry 등 1995; Kamath 등 

2005). 따라서 ODQ가 미세소관에 미치는 효과를 좀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세포에 ODQ를 처리하고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이 억제되었는지 아니면 안정

화되었는지를 beta-tubulin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ODQ는 농도

에 비례하여 중합된 미세소관이 감소하고 융해된 미세소관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DQ가 미세소관의 중합을 억제하고 융해를 유발

함으로써 세포 주기를 세포분열기에 정지시킴을 의미한다. ODQ의 미세소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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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억제 효과는 ODQ를 세포에 처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였

는데 6-12 시간 까지는 이러한 효과가 시간에 비례하여 나타났지만 24시간에 

측정한 결과에서는 미세소관 중합 억제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ODQ에 의한 세포 주기 정지 효과가 ODQ 처리 12시간 후에 강하게 나타나

지만 24시간 처리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장시간 처리에 따른 ODQ 효과의 감소는 PC12 세포에서 ODQ의 신경돌기 

억제효과가 24시간 후에는 거의 사라진 이전 연구 결과 (Lee 등, 2009)를 뒷받

침해 준다. 이와 같이 ODQ 효과가 12시간 이상 지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ODQ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실험 용

액에 첨가되는 혈청 등의 성분에 의해 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DQ가 sGC와 같은 heme을 포함한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ODQ가 세포 구성 성분이나 실험 용액에 포함된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경우 

ODQ의 효과가 점차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ODQ가 heme 기를 가진 단백을 산화시킴으로써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 ODQ가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하고 융해를 유발하는 것이 미

세소관의 구성 단백인 tubulin을 산화시키기 때문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heme 기를 가진 단백을 환원시키는 약물인 dithionite을 세포에 처리하고 ODQ

를 투여하여 ODQ의 효과가 억제되는지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dithionite는 미세

소관 중합 반응에 대한 ODQ의 효과를 거의 완벽하게 억제하였다. 이러한 ODQ

의 미세소관에 대한 효과가 미세소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미세소관의 중합을 촉진하는 세포내 신호전달과정을 억제하여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수 분리한 미세소관을 제품을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순수분리된 미세소관에서도 ODQ는 미세소관의 중

합을 억제하고 융해를 촉진하였으며 이러한 ODQ의 효과는 dithionite에 의해 억

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세소관 중합반응에 대한 ODQ의 효과는 미

세소관 구성단백인 tubulin을 직접적으로 산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tubulin은 heme 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ODQ의 효과가 

heme 기가 아닌 부위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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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흔한 표적인 sulfhydryl 기를 환원시키는 DTT를 사용하여 ODQ의 효과

가 억제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DTT도 ODQ의 효과를 억제함을 확인하였

다. 

뿐만 아니라 tubulin의 heme 기 포함가능성을 좀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tubulin이 철을 함유하는지를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를 이용하

여 확인한 결과 tubulin에는 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ODQ가 tubulin의 sulfhydryl 기를 산화시킴으로써 미세소관 중합반

응을 억제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로 sGC 봉쇄제로 널리 사용되는 ODQ가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발하며 신경세포 돌기의 생성 및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tubulin의 

sulfhydryl 기를 산화시킴으로써 미세소관 중합반응을 억제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ODQ의 새로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종류의 항암제 또는 세포의 성장 및 분화 억제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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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sGC의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DQ가 미세소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ODQ에 의해 세포주기가 G2/M기에서 정지 되었다.

2. ODQ에 의해 세포내의 미세소관 중합이 억제 되었으며 정제된 tubulin에 대해

서도 갈은 결과를 얻었다.

3. ODQ의 미세소관 중합 억제 작용은 Dithionite 뿐 아니라 DTT에 의해서

도 억제 되었다. 

4. 본 실험에 사용한 미세소관은 heme 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ODQ가 미세소관 중합을 억제하는데,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

인 tubulin의 SH 기를 직접적으로 산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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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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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JeongTaegSeo,D.D.S.,Ph.D.)

1H-[1,2,4] oxadiazolo[4,3-a]quinoxalin-1-one (ODQ) is a well known 

inhibitor of soluble guanylyl cyclase (sGC) and it causes a slow, 

irreversible oxidation of the sGC heme iron. Previously, ODQ was shown 

to inhibit neurite outgrowth in neuronally differentiated PC12 cells and 

induce apoptosis in various cancer cells in a sGC-independent manner. 

Because microtubule is involved in the neurite outgrowth and cell 

division, I investigated the effect of ODQ on the microtubule network in 

HeLa cells.

Exposure of cells to 50-100 μM ODQ decreased the population of cells in 

the G0/G1 phase and increased that in the G2/M phase, suggesting the 

arrest of cell cycle at G2/M phase by ODQ. Western blot analysis 

revealed that treatment of HeLa cells with ODQ increased the proportion 

of unpolymerized tubulin and decreased that of polymerized tubulin, 

suggesting that ODQ caused to disassemble the microtubule networ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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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ODQ on microtubule network was reversed by dithionite. In 

addition, ODQ was also shown to depolymerize purified tubulin in vitro 

and the addition of reducing agents, such as dithionite and DTT, restored 

the polymerization activity of tubulin. In addition to this, I have found that 

microtubule used in this study does not contain heme iron, indicating that 

ODQ induced the oxidation of SH residue of tubulin, which may be 

responsible for the inhibition of microtubule polymeriza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ODQ arrests cells in G2/M 

phase probably by direct depolymerization of microtubules resulting from 

tubulin oxidation. 

Key words: ODQ, microtubule, cell cycle, tubulin,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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