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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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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coxide(NO)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로서,혈관계,중추 및
말초신경계,면역계등에서 중요한 생리적 역할을 한다.본 연구에서는
nitricoxide공여체인 spermineNONOate를 고농도로 세포에 처치한 후 세
포내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단백체를 분석하고 이 중 세포의 방어 기전에
관여하는 단백체를 검색하고자 하였다.
쥐의 태아 섬유아 세포주인 NIH/3T3세포에 spermineNONOate0.5mM
을 1시간 동안 처치 하였다.이 세포는 다시 spermineNONOate가 없는
배지로 갈아주고 2시간 또는 6시간 배양 후 세포를 균질화(homogenize)하
여 단백을 추출하였다.추출한 단백은 2차원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여
coomassiebrilliantblue로 염색 하였으며 이미지 분석을 통해 대조군에 비
해 발현이 증가한 9개의 단백을 확인하였다.이들 각 단백은 질량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해당 단백의 성상을 확인하였다.그 결과
NIH/3T3세포를 고 농도 NO에 노출한 후 NO를 제거하고 2시간 배양
하였을때 tubulin beta5,ATP synthase,reticulocalbin-3protein,heat
shock60kDaprotein1,thioredoxindomaincontaining5protein단백의
발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6시간 배양 후에는 dnaK-type
molecularchaperoneprecursor,heatshock 60kDaprotein 1,carbonyl
reductase-3,heatshock70-relatedproteinAGP-2단백의 발현이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이들 단백들은 주로 산화 스트레스 자극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하는 단백으로서 tubulinbeta5,reticulocalbin,HSP60,HSP70은 세
포고사를 억제하고, ATP synthase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carbonyl
reductase-3는 활성 물질을 제거 하는 단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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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과량의 NO에 세포가 노출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주로 항 세포고사 단백,에너지 생성관련 및 활성 물질 제거에 관련된 단
백 발현이 증가되며 이들 단백은 NO에 의한 세포손상 및 방어기전을 규
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핵심되는 말말말말: Nitric Oxide, Apoptosis, NIH/3T3, SpermineNONOate, 

Proteome, Prote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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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김김 경경경 환환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심심심 동동동 휘휘휘

I.서론

산화질소(nitricoxide;NO)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로서,생체
내에서는 산화질소합성효소 (nitricoxidesynthase;NOS)에 의하여 생성된
다1).NO는 혈관계와 신경계의 중요한 신호전달물질로서,산화 스트레스
상태에서 세포 고사 또는 생존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2)~7).
면역계에서 감염물질 노출 및 면역이상에 의한 tumornecrosisfactor-α,

interlukin-1β,interferon-γ 등과 같은 cytokine의 분비증가는 유도성
NOS(iNOS)활성을 증가를 시킨다.iNOS에 의해 생성된 NO는 세포 내의
O2-와 반응하여 peroxynitrite(ONOO-)및 peroxynitrousacid(ONOOH)
를 형성하여 세포의 DNA 손상과 세포사를 유발 한다고 알려져 있다.8)~11)

세포는 NO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세포 고사가 유도될 뿐 만
아니라,한편으로 hemeoxygenase-1(HO-1)등의 세포 방어 효소들의 발
현을 증가시켜 세포 고사를 억제시키거나 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포 방어 기전에 관련된 단백 및 기전에 대하여는 아직 잘 알려
지지 않은 실정이다12~17).
NO의 연구에는 NO의 공여체로서 NONOate(1-substituted diazen-1-



- 4 -

ium-1,2-dialates)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이 물질은 NO를 생성할 수 있
는 [N(O)NO]- 기능성 그룹을 포함한 화합물로서 기본구조에 따라
spermineNONOate,deaNONOate,detaNONOate등으로 구분된다18).
NO 생성반감기는 NONOate종류에 따라 일정하며 1분에서 1일 정도로서
생성되는 NO의 양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있다.이 중 spermineNONOate
((Z)-1-{N-[3-aminopropyl]-N-[4-(3-aminopropylammonio)butyl]-amino}-
diazen-1-ium-1,2-diolate])는 37℃에서는 39분의 NO 생성반감기를 가진
대표적 NONOate종류 중 하나이다.쥐 배아 섬유아 세포(mouseembryo
fibroblastscell)에서 유래한 NIH/3T3세포주는 증식성이 좋고 재현 반응
이 안정적인 세포로서 NO에 대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NIH3T3에
spermineNONOate를 처치 할 경우,세포 스트레스 반응 인지자인 HO-1
등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NIH/3T3세포에 고농도의 spermineNONOate을 처치하
여 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서,세포내 세포 고사 및 방어 단
백의 발현의 증가를 유도한 후,단백 발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백체를 분
석하고 이 중 세포의 방어 기전에 관여하는 단백체를 검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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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가가가...실실실험험험세세세포포포주주주와와와 배배배양양양
쥐의 태아 섬유아 세포주인 NIH/3T3 세포를 Dulbecco's modified
Eagle'smedium(Sigmachemical,St.Louis,MO,U.S.A)에 10% fetal
bovinserum(GIBCO-BRL,GrandIsland,NY,U.S.A),100U/mlpenicillin
및 100 μg/mlstreptomycin을 첨가하여 37℃,5% CO2배양기에서 배양
하였다.100mm 세포 배양접시(TPP,Trasadingen,Switzerland)에 10ml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과 함께 3.8×105개의 NIH/3T3세포
를 분주한 후 48시간동안 배양하여 세포 수가 2.1×106개 되도록 배양했다.
실험군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에 용해시킨 50mM
spermineNONOate(Alexis,Lausen,Switzland)100ul를 배지에 첨가하여
spermineNONOate 최종농도 0.5 mM 로 1 시간 전처리 후,배지를
sepermineNONOate가 없는 conditionedmedium으로 바꾸어주었다.대조군
은 실험군 배지를 바꾼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conditionedmedium과 배지
만 바꾸었다.배지를 치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대조군과 실험군 각각
에서 2시간,6시간 배양하여 세포를 얻어내었다.세포 스트레스 자극을
주지않기 위하여 NIH/3T3 세포를 48 시간동안 배양했던 conditioned
medium를 치환 배지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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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단단단백백백질질질의의의 분분분리리리
수집한 NIH/3T3세포에 추출용액 R4400 μl를 넣고 균질화 시킨 후,상
온에서 1시간동안 흔들고 100,000×g로 1시간동안 초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을 모았다. 추출용액 R4의 20 ml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7M
urea(Biorad,Hercules,CA,U.S.A),2M thiourea(Biorad,Hercules,CA,
U.S.A),C8φ(Calbiochem,Darmstadt,Germany)0.4g,20% Bio-lyte(pI
3/5)(Biorad,Hercules,CA,U.S.A)100 μl,40% Bio-lyte(pI4/6)(Biorad,
Hercules,CA,U.S.A)50 μl,40% Bio-lyte(pI5/7)(Biorad,Hercules,
CA,U.S.A)30 μl,40% Bio-lyte(pI5/8)(Biorad,Hercules,CA,U.S.A)
25μl,20% Bio-lyte(pI8/10)(Biorad,Hercules,CA,U.S.A)25μl.

다다다...222차차차원원원 전전전기기기영영영동동동
R4를 이용해 NIH/3T3세포에서 분리한 단백은 Bradford20)법으로 정량하
였다. 단백 1000 μg을 linear immobilized drystrip pH 4-7(Biorad,
Hercules,CA,U.S.A)에 넣고 Protein IEF Cell(Biorad,Hercules,CA,
U.S.A)을 이용하여 12시간동안 재 수화를 시킨 뒤 100000volthour로 1
차원 전기영동 하였다.1차원 전기영동이 끝난 IEF strip을 평형완충용액
[6M Urea,0.375M Tris(pH 8.8),2% sodium dodecylsulfate,20%
glycerol,120mM DTT]3ml에 15분간 놓아둔 다음,DTT 대신 135mM
iodoacetamide를 함유한 평형완충용액 3ml에 15분간 놓아두었다.평형이
끝난 IEFstrip을 11% SDS-polyacrylamidegel(1.5mm,20×20cm2)위에
놓고,1% Low meltagarose를 SDS-polyacrylamidegelelectrophoresis
(SDS-PAGE)runningbuffer에 녹여 IEFstrip위에 채워준 후 PROTEIN
IIXLCellSystem(Biorad,Hercules,CA,U.S.A)을 이용하여 50mA로 15
시간 동안 2차원 전기영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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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CCCoooooommmaaassssssiiieeebbbrrriiilllllliiiaaannntttbbbllluuueeeGGG222555000염염염색색색
2 차원 전기영동이 끝난 젤(gel)을 고정용액(50 % 에탄올, 2 %
phosphoricacid)에 넣고 12시간 동안 흔들어 주면서 젤에 있는 단백을
고정하였다.고정이 끝난 젤을 증류수로 30분간 3회 씻어준 다음 염색용
액 (34% 에탄올,17% ammonium sulfate,3% phosphoricacid,0.1%
CoomassiebrilliantblueG250)에 넣고 24시간 동안 흔들어 주면서 단백
을 염색하였다.염색이 끝난 젤을 증류수로 하루 동안 흔들면서 씻어주었
다.

마마마...영영영상상상 분분분석석석
젤에 있는 spot들의 이미지를 GS-690densitometer(Biorad,Hercules,

CA,U.S.A)를 이용해 400×400dpi로 디지털화 하여 Melaniesoftware
(Genebio,Geneva,Switzland)를 이용해 각 spot들의 발현양을 분석하였
다.단백 발현 수준은 젤 상의 전체 단백 양에 대한 각 spot의 상대 양인
% volume으로 결정하였다.실험군의 spot이 대조군의 대응 spot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spot들을 선택해 질량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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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IIInnngggeeellldddiiigggeeessstttiiiooonnn
각 단백 spot들 중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에서 2배 이상 증가
된 spot들을 젤 상에서 잘라 튜브에 넣고 100 mM ammonium
bicarbonate100 μl을 첨가하여 37℃에서 10분간 평형화한 후 상층액을
제거한다.여기에 100% acetonitrile을 첨가해 37℃에서 10분간 흔들면서
반응시킨 다음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Speed-Vac을 이용해 젤
을 완전히 말렸다.말린 젤에 0.1 μg/μltrypsin(Promega,Madison,WI,
U.S.A)을 함유한 25mM ammonium bicarbonate(pH8.0)용액 5μl를 넣
고 37 ℃에서 하루 밤 동안 흔들어준 후,50% acetonitrile과 0.25%
trifluoroaceticacid를 함유한 용액 30 μl를 더 넣고 37℃에서 10분간 흔
들어준 뒤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사사사...MMMAAALLLDDDIII---TTTOOOFFF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질질질량량량분분분석석석
추출한 단백을 Speed-Vac을 이용해 2시간 동안 말리고,0.1% TFA를

함유한 용액 10 μl를 넣어 단백질을 녹였다. 여기에 α

-cyano-4-hydroxycinnamicacid (CHCA)matrix(SigmaChemical,St.
Louis,MO,U.S.A)와 섞어 MALDI-TOF(Micromass,Manchester,UK)
로 질량을 분석하였다.질량 분석시 internalcalibration은 digestion후
남아있는 trypsin의 분자량인 842.51Da,2211.11Da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
하였다.



- 9 -

IIIIIIIII...결결결과과과

111...NNNIIIHHH///333TTT333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단단단백백백체체체 지지지도도도
SpermineNONOate0.5mM에 1시간동안 노출된 NIH/3T3세포에서 단
백을 추출해 pH 4-7의 범위에서 2차원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여 nitric
oxide에 의해 발현이 시간 별로 2배 이상 증가된 단백을 찾았다(그림
1).찾아낸 단백을 trypsin으로 잘라내 질량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NIH/3T3세포에 대한 단백체 지도를 완성하였다(그림 1).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대조군 대조군 대조군 대조군 단백체 단백체 단백체 단백체 지도지도지도지도.... SpermineNONOate의 처치와 

상관없이 23개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단백 1 mg을 IEF strip (pH 4-7, 17 

cm)에 넣어 isoelectric focusing을 하고, SDS-PAGE(11%)로 2 차 전기영동

을 한 다음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로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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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  1.  1.  1.  MALDI-TOFMALDI-TOFMALDI-TOFMALDI-TOF를 를 를 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용하여 확인한 확인한 확인한 확인한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단백체 단백체 단백체 단백체 확인확인확인확인

Spermine NONOate 0.5 mM의 전처리 후 배양 시 발현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단백을 

질량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음.
1
단백 동정을 위한 펩타이드-매스 핑거프린팅 툴

21)
(MOWSE: Molecular Weight Search).

2
펩타이드 질량 서열 범위(peptide mass sequenc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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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NNNIIIHHH///333TTT333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고고고 농농농도도도 nnniiitttrrriiicccoooxxxiiidddeee로로로 유유유도도도된된된 단단단백백백체체체 확확확인인인
아무것도 처리하지않은 NIH/3T3 세포의 단백과 비교하여
spermineNONOate0.5mM을 1시간 전처리한 후 2시간(그림 2),6시간
(그림 3)추가 배양 시 2배이상 증가된 단백들의 spot을 찾았다.그림 4
와 그림 5에서는 각 0.5mM spermineNONOate1시간 전처리 후 2시간,
6시간 경과 후 증가한 단백의 2차 전기영동 젤 단편을 표시하였다.

           대대대조조조군군군 000...555mmmMMM SSSpppeeerrrmmmiiinnneeeNNNOOONNNOOOaaattteee처처처치치치군군군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2. 2. 2. NIH/3T3NIH/3T3NIH/3T3NIH/3T3세포에 세포에 세포에 세포에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0.5 0.5 0.5 0.5 mMmMmMmM을 을 을 을 1 1 1 1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후후후후, , , , 2 2 2 2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배양 배양 배양 배양 시 시 시 시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단백에 단백에 단백에 단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2 2 2 2 차 차 차 차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젤 젤 젤 젤 사진사진사진사진.... 

SpermineNONOate 0.5 mM을 1 시간 동안 처리 한 후, 배지를 conditioned 

media와 치환하고 2시간 경과 후 표본을 얻어내었다. 단백 1 mg을 IEF 

strip (pH 4-7, 17 cm)에 넣어 isoelectric focusing을 하고, SDS-PAGE 

(11%)로 2 차 전기영동을 한 다음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로 염색

하였다. NIH/3T3 세포에 spermineNONOate 0.5mM을 처치하였을 때, 전체 

spot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증가 발현한 4개의 단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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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대조조조군군군 000...555mmmMMM SSSpppeeerrrmmmiiinnneeeNNNOOONNNOOOaaattteee처처처치치치군군군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3. 3. 3. NIH/3T3NIH/3T3NIH/3T3NIH/3T3세포에 세포에 세포에 세포에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0.5 0.5 0.5 0.5 mMmMmMmM을 을 을 을 1 1 1 1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후후후후, , , , 6 6 6 6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배양 배양 배양 배양 시 시 시 시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단백에 단백에 단백에 단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2 2 2 2 차 차 차 차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젤 젤 젤 젤 사진사진사진사진. . . . 

SpermineNONOate 0.5 mM를 1 시간 동안 처리 한 후, 배지를 conditioned 

media와 치환하고 6시간 경과 후 표본을 얻어내었다. 단백 1 mg을 IEF strip 

(pH 4-7, 17 cm)에 넣어 isoelectric focusing을 하고, SDS-PAGE(11%)로 2 

차 전기영동을 한 다음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로 염색하였다. 

NIH/3T3 세포에 spermineNONOate 0.5mM을 처치하였을 때, 전체 spot들 중

에서 2 배 이상 증가 발현한 5개의 단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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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1 1 1 1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다음 다음 다음 다음 2 2 2 2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경과 경과 경과 경과 후 후 후 후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단백단백단백단백

체의 체의 체의 체의 2 2 2 2 차 차 차 차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젤 젤 젤 젤 단편 단편 단편 단편 및 및 및 및 발현양발현양발현양발현양.... 0.5 mM spermineNONOate 처치군과 

비처치군의 2 차 전기영동 단편에서의 단백 spot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오른

쪽 그림). 각 단백 spot의 상대적인 양은 gel에 존재하는 전체 단백량에대한 % 

volume으로 나타내어 발현을 표시하였다(왼쪽 표의 %Vol. 수치). 대조군과 비

교해 spermineNONOate 처치군의 발현 비율은 처치군의 % volume 값을 비처

치군의 % volume값으로 나누어 얻었다(왼쪽 표의 Ratio(T/C)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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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5. 5. 5. 5.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SpermineNONOate 1 1 1 1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전처리 다음 다음 다음 다음 6 6 6 6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경과 경과 경과 경과 후 후 후 후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증가된 단백단백단백단백

체의 체의 체의 체의 2 2 2 2 차 차 차 차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영동 젤 젤 젤 젤 단편 단편 단편 단편 및 및 및 및 발현양발현양발현양발현양.... spermineNONOate 0.5 mM 처치군

과 비처치군의 2 차 전기영동 단편에서의 단백 spot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오른쪽 그림). 각 단백 spot의 상대적인 양은 gel에 존재하는 전체 단백량에

대한 % volume으로 나타내어 발현을 표시하였다(왼쪽 표의 %Vol. 수치). 대

조군과 비교해 spermineNONOate 처치군의 발현 비율은 처치군의 % volume 

값을 비처치군의 % volume값으로 나누어 얻었다(왼쪽 표의 Ratio(T/C)의 값). 



- 15 -

IIIVVV...고고고 찰찰찰

NO는 다양한 생리적 작용을 하며,그 농도에 따라 생체의 작용이 변한
다고 알려져 있다.낮은 농도의 NO는 NF-κB등을 활성화시켜 세포고사
를 억제 시키는데 비하여,고농도의 NO 처치는 NF-κB의 활성화 억제
및 DNA의 손상을 유발 하여 세포고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본 연
구에서는 섬유아 세포주인 NIH/3T3세포에 고농도 NO를 처치하여 세포
고사를 유도시킨 후,단백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고농도 NO 처치에 의
하여 유도되는 단백들을 분석함으로서,NO 처치에 의한 세포 고사에 관
련된 새로운 단백을 발굴하고 및 세포 고사에 관련된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tubulinbeta5,ATPsynthase,RCN3,heat
shock 60kDa protein 1, TXNDC5 protein, dnaK-type molecular
chaperone precursor,carbonylreductase 3,heat shock 70-related
proteinAGP-2등의 단백들이 NO처치에 의하여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이들 단백 중 tubulinbeta는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튜불린 이합체 중의
한가지 구성요소이다.미세소관은 GTP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튜불린
의 중합반응(polymerization)혹은 해중합반응(depolymerization)되어 그
구조가 유지,변형된다.세포분열 시에는 중심체로부터 뻗어나온 미세소
관이 염색체에 결합해 분열하는 세포로 염색체가 양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Tubulinbeta의 발현이 감소하면 미세소관의
중합반응이 억제되어 세포의 고사가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다22).그러므로
NO 처치에 의한 tubulinbeta의 발현 증가는 세포 고사의 자극에 대한
억제 기전으로 발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ATP synthase는
ADP와 인산으로부터 아데노신 삼인산(ATP)로 합성하는 주요 효소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기질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화학적 농도구배로 부터
에너지취해 아데노신 삼인산을 합성한다23).이 효소는 NO에 의한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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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입은 세포가 세포 증식에 필요한 생체에너지 단위인 ATP의 효과
적 합성을 위하여 발현을 증진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Reticulocalbin(Rcn)는 CREC(Cab45/reticulocalbin/ERC45/calumenin)
family의 구성요소로서,소포체에 있는 칼슘 결합 단백으로서 연장인자
(elongationfactor:EF)-handmotif를 가지고 있다24)25).특히 RCN-1의
경우 단백질 합성,변형,세포내 수송에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정상
세포에 비하여 암세포에 발현이 증가되어 있으며,침습능이 높은 유방 및
대장암 세포에 발현이 증가됨이 알려져 있어,RCN이 세포의 증식에 관
여 한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므로 같은 아형(subtype)인 RCN-3의 발현
증가는 세포 증식을 증가시킴으로서 세포 고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Heatshockprotein60(HSP60)은 포유류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되
는 단백으로 chaperon기능을 포함해 세포 구획 안으로 단백의 유입,단
백의 접힘,불안정하 단백의 분해 등의 기능을 하며,세포 고사 유도 및
억제 작용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초기의 산화적 스트레스 자
극에 대하여 HSP60은 procaspase의 활성 유도하여 세포의 고사를 유도
한다.그러므로 고농도의 NO 처치는 HSP 60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procaspase활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세포 고사 유도에 관여 할 것으로 생
각된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NO의 처치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된
dnaK-type molecular chaperone precursor도 chaperon으로서 HSP70
family이다.HSP60은 지속적 발현을 하는 단백임에 반하여,HSP70은
열,산화적 스트레스 및 항암제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강하게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26)NO처치에 의하여 증가된 HSP70은 미토콘
드리아의 세포괴사 경로에 관련된 단백질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서 세포고
사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27)

Thioredoxin domain containing 5(TXNDC5)는 thioredoxin의 서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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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PDI부위(domain)를 가지고 있는 단백으로서 무산소증으로 유도
된 세포고사 억제 및 세포의 증식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저산
소증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하여,저산소증에 의하여 증가되는 항세포고사
물질의 접힘(folding)을 돕거나 및 chaperone활성을 나타내어 세포고사
을 억제하는 기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28).그러므로 NO 의 처치에
의하여 증가된 TXNDC5는 HSP70와 같이 세포 고사의 억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Carbonylreductase(CBR)은 세포고사 산화적 스테레스에 의한 세포 고
사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즉 산화적 자극으
로부터 생긴 지질 과산화물(lipidperoxide)의 반응성 알데히드(reactive
aldehyde)를 해독함으로서 산화적 스테레스에 의한 세포 고사를 억제하므
로29)NO자극에 의한 발현이 증가된 CR3는 고농도의 NO처치에 의하여
생성된 반응성 알데히드를 제거함으로 세포 고사를 억제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세포의 고사에 관련된 여러 단백질의 발현이 고농도
의 NO 처치에 의하여 증가함을 관찰하였으며,이들 단백질 중에 HSP60
은 NO에 의한 세포 고사를 유도하는데 반하여,tubulin beta,Rcn,
HSP70,TXNDC5등의 단백질은 항세포 고사 기능을 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ATPSynthase은 에너지 합성 및 CarbonylReductase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생성된 활성물질을 제거함으로서 세포 고사 유도에
대하여 방어 기전으로서 발현이 증가하여 세포를 보호함을 알 수 있었다.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세포는 고농도 NO의 자극에 의해 2시간대와 6
시간대 모두 지속적으로 heatshock계열 단백과 같은 단백 합성과 세포
항산화에 관련된 단백들을 주로 증가발현하며,6시간대에는 세포의 증식
과 분열에 관련한 TXNDC5,RCN3및 tubulin과 같은 단백을 주로 발현
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과량의 NO에 세포가 노출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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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항 세포고사 단백,에너지 생성관련 및 활성 물질 제거에 관련된 단
백 발현이 증가되며 이들 단백은 NO에 의한 세포손상 및 방어기전을 규
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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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고 농도 NO에 스트레스를 받은 NIH/3T3세포로부터 NO를 제거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증가한 단백을 단백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NIH/3T3세포의 주요 단백체 분석을 통하여 NIH/3T3세포 단백에 대
한 프로테옴 지도를 완성하였다.

2.SpermineNONOate0.5mM을 1시간동안 처리하고 제거하여 세포 손
상을 준 후,2시간 경과 시 tubulin beta 5,ATP synthase,RCN3
protein,tumorprotein,heatshock60kDaprotein1등의 단백이 두드러
지게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SpermineNONOate0.5mM을 1시간동안 처리하고 제거하여 세포 손
상을 준 후,6시간 경과 시 dnaK-typemolecularchaperoneprecursor,
heat shock 60kDa protein 1,carbonyl reductase 3,heat shock
70-relatedproteinAGP-2등의 단백이 두드러지게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과량의 NO에 세포가 노출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주로 항 세포고사 단백,에너지 생성관련 및 활성 물질 제거에 관련된 단
백 발현이 증가되며 이들 단백은 NO에 의한 세포손상 및 방어기전을 규
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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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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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wiShim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ity

(DirectedbyProfessorKyungHwanKim)

Nitric oxide(NO),simple diatomic compound,has various physical
effectsinvascularsystem,peripheralandcentralnervoussystem,and
immunesystem.Inthisstudy,wesearchedcelluarprotectiveproteoms
through analysis of over-expressed proteoins in cells which were
treated with exposure to high levelofconcentration ofNO donor,
spermineNONOate.
NIH/3T3cells,mouseembryofibroblastcellline,weretreatedwith
spermineNONOate0.5mM for1hour,followedbytheremovalofNO
andsamplingeach2and6hourthereafter,andthenextractingproteins
from sampledcells.Wefound9proteomsbyusingimageanalysisof
theextracted proteins,seperated by 2- dimention-electrophoresisand
stainedwithcoomassiebrilliantblue.Thesewereidentifiedby mass
analysisanddatabase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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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ulin beta 5,ATP synthase,reticulocalbin-3 protein,heatshock
60kDa protein 1 and thioredoxin domain containing 5 protein were
over-expressedincellswhichweretreatedwithspermineNONOate0.5
mM for1hour,followedbytheremovalofNOandculturedfor2hour
thereafter.AnddnaK-typemolecularchaperoneprecursor,heatshock
60kDaprotein1,carbonylreductase3,andheatshock70-relatedprotein
AGP-2proteinswereover-expressedincellswhichweretreatedwith
spermineNONOate0.5mM for1hour,followedbytheremovalofNO
and cultured for 2 hour thereafter.As these proteins are mostly
over-expressedbyoxidativestress:tubulinbeta5,reticulocalbin,HSP
60,HSP 70isrelatedwithinhibitionofapoptosis,andATPsynthase
synthesizesenergy,andcarbonylreductase-3removesactivemeterials.
Inconclusion,treatmentofhighlevelofNOinducesover-expressions
of proteins associated with anti-apoptosis,energy synthesis and
removementofactivemeterialtoprotectthecells.Therefore,itis
suggested thattheseproteinsareusefulto understand the celluar
protectivemerchanism againstdamageofNOstress.

Key words: Nitric Oxide, Apoptosis, NIH/3T3, SpermineNONOate,   

Prote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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