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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문요약-

Deferoxamine에 의해 유도된 세포노화에서의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 기전 연구
목적: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또한 환

경의 변화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모양, 이동 및 수가 다양하게 변하는 아주 역
동적인 세포내 소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 이온 흡착제인 Deferoxamine
(DFO)으로 유도시킨 세포노화 과정에서 나타난 거대 미토콘드리아의 형성과정
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
상 중에 어떤 것이 이 현상을 매개하는지를 조사하며, 또한 미토콘드리아 형태
조절인자들로 알려진 Drp1과 Mfn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세포 노화중에 나타나는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기전을 이해하고자 한
다.

방법 및 재료: Deferoxamine에 의해 유도된 세포노화에서 complexⅡ의 기능손
상, 활성산소 증가, 미토콘드리아 DNA의 감소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들
손상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ydrogen
peroxide (H2O2), etidium bromide (EtBr), 2-thenoyltrifluoroacetone (TTFA) 를
Chang 세포에 처리 하거나, 미토콘드리아 DNA가 결핍된 ρ0세포주를 구축하여
사용하였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관찰하였다. 미토콘드리
아 형태 조절인자인 Drp1, Mfn1, Mfn2의 발현도를 조사하기 위해 cell lysate
와 SD rat에서 분리한 미토콘드리아에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Drp1의
조절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Drp1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침전을 수행하였고, 이
때 GSK3β가 같이 면역침전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Drp1의 인산화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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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인산화된 잔기를 인지하는 항체로 immunoblotting을 시행하였다.

결과:

고농도의 H2O2(1mM)를 Chang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핵 주변에 모이면서 fragmentation되고, 내막이 소실되면서, 세포가 죽어가는 것
이 확인되었으나, 저농도의 H2O2(200μM)를 처리하여 세포노화가 유도되는 조건
에서는 길어지거나 거대한 미토콘드리아 형성이 유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
러나 EtBr을 처리하여 미토콘드리아 DNA에 손상을 유도하거나 미토콘드리아
0

DNA를 완전히 제거시킨 ρ 세포에서는 단지 미토콘드리아들의 내막구조만이 변
형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omplexⅡ 억제제인 TTFA를
세포에 처리 하였을 때는 대부분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구조가 변형되거나
fragmentation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거대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은 DFO와
H2O2에 의한 세포노화 모델에서 뿐 아니라 primary human diploid fibroblast를
지속적으로 계대 배양하여 노화를 유도시킨 old HDF에서도 관찰 할 수 있었다.
DFO로 유도된 세포노화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분열 조절 인자인 Drp1의 총 발
현도의 변화는 없었으나 Mfn2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H2O2를 처리한 세포군
에서는 Drp1의 발현도 감소와 Mfn1과 Mfn2의 발현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old HDF 세포에서도 Drp1의 발현도 감소와 Mfn2의 발현도 증가가 나타
났으며 Mfn1의 발현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Mfn1과 Mfn2의 증가는 또한 정상적
인 노화과정에 있는 SD rat에서도 관찰하였다. 그러나 EtBr을 처리한 세포군에
서는 Drp1과 Mfn2의 발현량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DFO로 유도시킨 세포노
화에서 glycogen의 축적현상이 관찰되었고, 이와 함께 GSK3β의 인산화도 증가
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Chang 세포에서는 정상적으로 Drp1이 GSK3β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면역침전법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DFO를 처리한 세포군에서는
Drp1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GSK3β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Drp1을 면역침전시켜 Drp1의 인산화를 확인하였을 때, tyrosine잔기의 인산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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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O처리 하였을 때에도 변화는 없었으나 serine, threonine잔기의 인산화는 감
소함이 확인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DFO에 의해 유도된 세포노화과정에서 나타난 미토콘드

리아의 기능이상 중에서 활성산소 생성 증가가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을 매개
하는 인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포가 노화로 진행 될 때 거대 미토콘드리아
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거대 미토콘드
리아 형성은 형태조절 인자인 Mfn/Drp1의 발현비율이 Mfn이 증가하는 방향으
로의 shifted balance 에 의한 융합과정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생각 되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endogenous Drp1의 인산화와 GSK3β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Drp1의 조절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핵심 되는 말 : 미토콘드리아, 세포 노화, mitofusin, fusion, Dr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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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적 인산화 (oxidative phosphorylation)과정을 통해 세
포내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즉 ATP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주요 소기관이다. 이러
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요구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포내에서 자신의 분포
(distribution)와 수 (number) 그리고 형태 (morphology)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역동적 (dynamic)인 능력을 가진 세포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Bereiter-Hahn 와 Voth, 1994 ; Karbowski 와 Youle, 2003). 구체적으로 이러
한 미토콘드리아의 역동성 (dynamics)은 세포의 환경변화, 즉 세포가 증식할 때
나 세포에 에너지가 더 많이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세포
전체에 또는 국소적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다양하게 미토콘드리
아의 분포(distribution)나 수가 조절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Bereiter-Hahn 와 Voth, 1994 ; Karbowski 와 Youle, 2003). 최근들어 몇 가지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이나 분화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이동과 형태변화가 역
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기성 성장을 하는 조건
하에서 yeast S. cerevisiae의 mitosis 동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periphery
가까이에 위치하며 branched, tubular network 구조로써 보이고 S phase 초기
부터 cytokinesis까지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미토콘드리아들이 지속적으로 분할
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yeast meiosis 과정에서는 세포의 분열과정에서 거대한
4개의 미토콘드리아로 융합된 후 딸세포로 분열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Jensen

등,

2000;

Hermann

와

Shaw,

1998).

또한

Drosophila의

spermatogenesis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반수체 핵 주의로 모여서, 서로 융합
하여 두 개의 거대 미토콘드리아 (giant mitochondria)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
였다 (Hales 와 Fuller, 1997). 이와 같이 yeast의 세포분열 과정 (Jense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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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Hermann 와 Shaw, 1998)이나 Drosophila의 spermatogenesis (Hales 와
Fuller, 1997)과정동안에 미토콘드리아의 이동성이나 형태학적 역동성은 대표적
인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는 융합 과 분열과정의 균형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보
고되어 있으며 (Scheffler, 1999), 이 두 과정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미토
콘드리아는 과도하게 fragmentation되거나 tubulation된다고 알려져 있다 (Yoon
등, 2003).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분열과정은 세포주기 진행이나 세포성장
동안에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
다 (Hermann 와 Shaw, 1998).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융합은 근본적으로 미토콘
드리아 compartment를 혼합하여 단일화시키는데 관여하고 있다 (Westernmann,
2002). 일부 보고에서 활성화된 융합 과정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component들의
재 분포 (redistribu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yeast의 세포분열 단
계에서 설명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genome 의 homogenous inheritance를 유
지하는

것이다

(Westernmann,

2002;

Shaw

와

Nunnari,

2002).

둘째,

interconnected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가진 diaphragm muscle 에서와 같이 세포
의 서로 다른 부위로의 에너지나 calcium channel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다 (Skulachev, 2001). 셋째, Drosophila의 spermatogenesis와 rat lung에서의
Type Ⅱ pneumocyte의 발달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융합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Hales 와 Fuller, 1997; Yoon 등, 1991).
Yeast와 human을 포함한 진핵생물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의 조
절은 두 가지의 다른 GTPase의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작용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형태가 유지 된
다고 알려져 있다 (Otsuga 등, 1998; Pitts 등, 1999; Santel 와 Fuller, 2001;
Sesaki 와 Jensen, 1997; Hermann 등, 1998). 이에 관련된 GTPase들 중 한 부
류는 dynamin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dynamin-like enzyme이라 불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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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st에서는 Dnm1p, 다른 고등진핵생물에서는 Drp/DLP1으로 밝혀져 있는데 여
러 연구를 통해 이 단백질들이 미토콘드리아 분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

알려져

있다.

Dnm1/Drp1의

대부분은

세포질과

ER,

microtubules,

peroxisome 과 같은 다른 세포 소기관에 주로 존재 하고 일부분이 미토콘드리
아 외막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토콘드리아 분열 위치에서
Dnm1/Drp1가 중합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Yoon 등, 2003;
Otsuga 등, 1998; Pitts 등, 1999; Smirnova 등 1998; Smirnova 등, 1998). Drp1
의 GTP binding motif (Drp1K38A)를 돌연변이 시킨 기능손상 변이체를 세포에
과 발현 시켰을 때 매우 interconnected되고 융합된 미토콘드리아가 형성된다고
보고 되어있다 (Smirnova 등, 1998). Yeast에서는 두 개의 단백질 Mdv1과 Fis1
(human 동족체로 hFis1)과 같은 단백질들이 Dnm1과 복합체를 이루어서 미토
콘드리아 분열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Mozdy 등, 2000; Tieu 등, 2000).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를 조절하는 또 다른 부류의 GTPase로는 Fzo1이 알
려져 있는데, Fzo1은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위치하고 있는 GTPase로써 미토콘
드리아 융합에 필요한 단백질로 보고되어 있다 (Santel 와 Fuller, 2001; Sesaki
와 Jensen, 1997; Hermann 등, 1998; Rapaport 등, 1998; Rojo 등, 2002). 최근에
알려진 Ugo1도 yeast에서 미토콘드리아 융합과정에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있다
(Sesaki 와 Jensen 2001). Fzo1의 human과 mouse에서의 동족체로는 Mitofusin
1과 2 (Mfn1과 Mfn2)가 보고되어있고 (Santel 와 Fuller, 2001; Rojo 등, 2002),
rat에서는 FZO1B 와 FZO1A로 알려져 있다. Yeast에서 또 다른 dynamin-like
protein 인 Mgm1p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융합에 필요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
다 (Wong 등, 2003). Mgm1p의 human 동족체인 OPA1 역시 미토콘드리아 내
막의 융합에 필요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autosomal dominant optic atropy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돌연변이가 보고 되어있으며, HeLa 세포주에 OPA1을
RNAi 로 knock down을 시키면 미토콘드리아의 fragmentation을 유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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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chrom c 방출로 이어지는 세포사멸이 유도 되었다 (Olichon 등, 2003). 특히
Mitofusin1과 2 (Mfn1과 Mfn2)가 knockout 된 MEF (mouse embryonic
fibroblast) 세포주에서 미토콘드리아가 fragmentation되었으며, 특히 Mfn1과
Mfn2가

knockout된

mouse에서

배

발생

치사

(embryonic

development

lethality) 를 일으켰다고 보고되었다 (Chen 등, 2003).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이나 분화과정 이외에,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에도 미
토콘드리아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예를들어
apoptosis 동안에 분열과정을 통한 미토콘드리아의 fragmentation이 중요한 인
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Karbowski 와 Youle, 2003; Frank 등,
2001). 또한 간경화와 같은 간 손상이 유도된 질환이나 (Tandler 와 Hoppel,
1985) 노화된 조직에서 관찰 되고 있는데 노화된 rat adrenal cortical cell에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형태가 상당히 불규칙한 미토콘드리아의 관찰이 보고
되어있다 (Murakosh 등, 1985). 이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세포의 노력의 일환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가정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기전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노화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활성산소의 축적과 더불어 미토콘드리아 DNA의 somatic 돌연변
이의 축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알려져 있다 (Wallace, 1999;
Nagley 와 Wei, 1998). 그러므로 노화된 조직에서의 거대 미토콘드리아의 발견
은

기능이상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들이

융합과정을

통해

내용물들의

complementation 시킴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의 노력이라고 생각되
고 있다 (Ono 등, 2001). 그러나 노화과정동안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과 형
태변화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된 보고가 없는데 이는
이러한 연구를 위한 적절한 모델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세포 노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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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에 본 연구실에서는 정상 간세포주인 Chang 세포주에 이온 흡착제
Deferoxamine (DFO)를 처리하여 세포노화가 유도되고 (Yoon 등, 2002), 이 과
정에서 complexⅡ의 활성이 감소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이 동반됨을
보고 하였다 (Yoon 등, 2003). 또한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미토콘드리아가
DFO처리 3일만에 형태가 정상보다 5배 이상으로 길어진 미토콘드리아를 관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FO로 유도된 세포노화 과정에서 관찰된 거대 미토콘드리
아가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서 형성되었는지를 연구 하였다. 첫째, DFO에 의해
나타난 미토콘드리아 기능손상인 complexⅡ 활성 억제, 활성산소 생성 증가, 미
토콘드리아 DNA 감소 중 어떤 것이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형태변화가 노화과정에
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둘째,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Drp1, Mfn1과 Mfn2가 어떻게 관여하며 그리고 어떠
한 작용기전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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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A. 세포주 배양
사람의 정상 간 세포인 Chang 세포주 와 네 살 소년 음경꺼풀(foreskin)에
서 분리한 primary HDF (human dipliod fibroblast)세포배양을 위해 DMEM배
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Grand Island, NY)에 56˚C에
서

30분간

비동화

시킨

10%

우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과

1%

antibiotic-antimycotic (Gibco BRL)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HDF 세포주는 배
양접시에 90%이상 차면 새 배양접시로 계대배양을 했으며, 세포주의 population
doubling 횟수와 시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증식 시간이 각
각 24시간과 14일 이상인 young 과 old HDF세포주를 사용하였다.

B. 미토콘드리아 DNA가 결핍된 세포주 (ρo) 구축
미토콘드리아 DNA 가 결핍된 세포주를 구축하기 위하여 Chang 세포주
를 높은 농도의 glucose (4.5g/ml), uridine (50μg/ml), pyruvate (110μg/ml)가 들
어있는 DMEM 배지에 56˚C에서 30분간 비동화 시킨 10% 우태아 혈청 (fetal
bovine serum)과 1% antibiotic-antimycotic (Gibco BRL)을 첨가하고 미토콘드
리아 DNA 복제를 억제제인 Ethidium Bromide (EtBr, 50ng/ml)를 첨가 하여
117일 동안 배양하였다. PCR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DNA결핍을 확인 하였고
Ethidium Bromide 없이 24일 더 배양하여서 미토콘드리아 DNA양이 증가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C. 면역형광 염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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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역형광 염색법을 시행하
였다. 세포를 cover slip이 들어있는 배양접시에 seeding한 후 고정 하기 전에
미토콘드리아 염색 시약인 MitoTracker Red (Molecular probe, Eugene, USA)
250nM를 첨가하여 30분동안 배양하였다. 그 다음 PBS로 세척한 후 고정액
(Methanol 과Acetone)을 1:1 의 비율로 넣어 10분간 고정 하였다. Blocking
buffer (1% BSA 가 함유된 PBS)로 세포를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방치한 후
1:200 으로 희석된 일차항체 α-tubulin (Oncogene, Boston, MA, USA)를 첨가
하여 4˚C에서 하루 동안 반응 시켰다. PBS로 충분히 세척한 후 FITC가 결합되
어있는 anti-mouse antibody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 USA)를
1:200으로 희석한 후 상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PBS로 충분히 세
척 후 90% glycerol 가 함유된 PBS로 mounting한 후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FLUOVIEW FV300, Olympus,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세포를
관찰하였다.

D. 전자현미경 (Electron microscopy)
세포를 24mm 배양접시에 90%이상 배양시킨 후 Karnovsky 고정액 (1%
paraformaldehyde, 2% glutaraldehyde, 2M calcium chloride, 100M cacodylate
buffer, pH 7.4)으로 2시간동안 고정하였다. 그다음 cacodylate buffer 로 세척한
후 1% osmium tetroxide 와 1.5% potassium ferrocyanide 로 1시간동안 다시
고정하였다. 고정 후 세포를 0.5% uranyl acetate 로 염색하고 graded ethanol로
탈수 시켰다. 그런다음 Poly/Bed 812 resin (Pelco, CA, U.S.A.)으로 세포를
embeding 시켰고 Reichert Jung Ultracut S (Leica, Cambridge, UK)를 사용하
여 세포를 sectioning 하였다. Uranyl acetate 와 Lead citrate로 세포를 염색한
후에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Zeiss EM 902A, Leo, Oberkohen,
Germany)를 사용하여 관찰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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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prague-Dawley

(SD)

rats의

간

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

분리

(Fractionation)
잘려진 rat 간 조직 (0.1g)을 medium A (250mM sucrose, 0.1mM EDTA,
2mM HEPES, pH 7.4, 1μg/ml leupeptin, 1μg/ml pepstatin A , 1mM PMSF,
1mM Na3VO4, 1mM

NaF)에 잘 섞은 후 Dounce

homogenizer (StedFastTM

Stirrer,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를 사용하여 homogenation 을
하였다. 그 다음 580g에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핵(nuclei)과 세포 부유물을 버
리고 상등액을 취했다. 상등액을 다시 14920g에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
(세포질 분획) 과 침전물 (미토콘드리아 분획)을 얻었다.

F.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DNA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포함된 total genomic DNA를 이전에 보고된 방법으로 분리 하였다 (Hauswirth
등, 1987). 두 개의 primer set, 즉 미토콘드리아DNA에 대응하는 ND2 (complex
Ⅰ소단위체 2)primer 와 nuclear DNA에 대응하는 28srRNA primer set을 사용
하여 분리한 total genomic DNA를 주형으로 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최종
PCR 산물을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한 후 0.5μg/ml EtBr 용액으로 염색
한 후

UV trans-illuminator (Gel Doc 2000, Bio-Rad, Milan, Italy)로 관찰하였

다. 본 실험에 사용한 primer set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미토콘드리아 ND2, 정
방향 5‘-A G G T T A C C C A A G G C A C C C C T-3'과 역방향 5’-A
G T A G A T T A G G C G T A G G T A G 이고 28srRNA는 정방향
5'-T A G C A G C C G A C T T A G A A C T G G-3과 역방향 5'-C
T C C C A C T T A T T C T A C A C C T C-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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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Western blot analysis
세포

또는

분리한

미토콘드리아를

lysis

buffer

(50mM

Tris-HCl,

1%NP-40, 0.25% sodium deoxycholate, 150mM NaCl, 1μg/ml leupeptin, 1μ
g/ml pepstatin A, 1mM PMSF, 1mM Na3VO4, 1mM NaF)로 lysis 하여 단백질
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단백질은 microcentrifuge에서 11,000rpm으로 10분간 원
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새 튜브로 옮겨 정량 하였다. 40μg의 단백질을 8～12%
SDS-PAGE gel에 전기영동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 으로 200mA에서 2
시간 동안 전기이동 (electrotransfer)시켰다. 전기이동이 끝난 membrane에
blocking buffer (5%탈지분유가 함유된 PBS)를 넣고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방치
하고 blocking buffer에 1:1000으로 희석한 일차항체를 넣고 4°C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로는 complexⅡ의 flavoprotein

(Molecular

probe

crop,

Eugene, USA), α-tubulin (ab-1) (Oncogene, Boston, MA, USA), Drp1 (BD
Science, Franklin Lakes, USA), α-actin (Sigma, St. Louis, USA), pGSK3β
(ser 9)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ly, USA), GSK3β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USA), pY (Upstate, Waltham, USA), pS/T (BD
Science, Franklin Lakes, USA)를 사용하였다. Mfn1 과 Mfn2는 Dr. Manuel
Rojo (Institut de Myologie, Groupe Hospitalier Pitié-Salpêtrière, Paris)그룹에
서 제공하였다. Washing buffer (0.05% Tween 20이 함유된 PBS)로 충분히 세
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mouse IgG 또는 anti-rabbit
IgG (Amersharm Pharmacia, Uppsala, Sweden)이차 항체를 실온에서 1시간30
분동안 반응시켰다. Washing buffer로 충분히 세척한 후 ECL(Amersharm
Pharmacia)을 처리하고 X-ray

필름에 감광시켰다.

H. Senescence associated β-galactosidase assay
Senescence associated β-galactosidase assay는 이전에 보고된 방법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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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Dimri 등, 1995). Chang 세포주 를 배양접시에 배양한
후 Hydrogen peroxide (H2O2) 200μM 을 2, 3, 4, 5, 6일 처리하고 난 뒤, 세포를
PBS로 두 번 세척하고 3%formaldehyde로 5분간 고정하였다. 그런 다음 PBS로
다시 세척한 후 다음과 같은 염색혼합액을 첨가하여 37°C에서 하루 동안 방치
시켰다. 1mg/ml

5-bromo-4-chloro-3-indolyl-β-D-galactopyranoside (X-gal;

Sigma, St. Louis, MO, U.S.A.), 5 mM potassium ferrocyanide, 5 mM
potassium ferricyanide, 150 mM NaCl, and 2 mM MgCl2를 포함하는 40mM
citrate-phosphate buffer, pH6.0.

I.

면역침전
100mm 배양접시에 80%이상 가득 찬 상태의 세포를 차가운 PBS로 두 번

깨끗이 씻어내고 lysis buffer (50mM Tris-HCl, 1%NP-40, 0.25% sodium
deoxycholate, 150mM NaCl, 1μg/ml leupeptin, 1μg/ml pepstatin A, 1mM
PMSF, 1mM Na3VO4, 1mM NaF)로 얼음 위에서 30분간 두어 세포를 용해 하
였다. Cell lysate는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 만을 취
하였다.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를 사
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햐였고, Anti-Drp1 항체 1μg 과 recombinatant Protein G
Agarose (Invitrogen, Carlsbad, USA) 50% slurry 20μl를 넣어 4°C에서 하루 동
안 면역반응 시켰다. 5000rpm에서 2분간 원심 분리하여 recombinatant Protein
G Agarose를 침강 시켰다. 상등액은 새 튜브에 따로 보관하고 침강된 bead
slurry는 lysis buffer로 세 번 세척 하였고 1X sample buffer를 넣고 5분간 끊
였다. 준비된 샘플은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J. Protein phosphatase 처리
Chang 세포에 DFO (500μM)을 처리안한것과 2일 처리한 세포를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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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lysis buffer (50mM Tris-HCl, 1%NP-40, 0.25% sodium deoxycholate,
150mM NaCl, 1μg/ml leupeptin, 1μg/ml pepstatin A, 1mM PMSF,)로 얼음 위
에서 30분간 두어 세포를 용해하였다. Cell lysate는 11,000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 만을 취하였다. 단백질 30μg을 반응용액에 (50mM
Tris-HCl, 0,1mM Na2EDTA, 5mM dithiothreitol, 0.01% Brij 35, 2mM MnCl2)
넣고 λ-phosphatase (NEB, Beverly, USA)을 30°C에서 10분, 20분, 30분, 60분
처리한 후 1X sample buffer를 넣고 100°C에서 5분 끊이고 western blot을 실
시하였다. Drp1을 면역침시킨 후 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λ-phosphatase를 처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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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A. ComplexⅡ의 기능저하가 미토콘드리아 형태에 미치는 영향
정상 간세포주인 Chang 세포주에 철 이온 흡착제인 Deferoxamine (DFO)
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노화가 유도되고 (Yoon 등, 2002), 이 과정의 초기에
complexⅡ의 활성이 저하됨과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되고 있음을 보
고 하였다 (Yoon 등, 2003). 또한 이 과정에서 DFO를 처리 한 후 3일 만에 정
상보다 5배 이상 길어진 거대 미토콘드리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
하였고, 이때 미토콘드리아 DNA 감소와 활성산소 (ROS)생성 증가가 동반됨이
확인되였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DFO에 의해 유도된 세포노화과정에서 동반되
어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중 어떠한 인자에 의해 거대 미토콘드리아
가 형성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Chang 세포에 DFO를 처리하였을 때 나타난 complexⅡ의 기능저하
가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관여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omplexⅡ 억
제제로 알려진 TTFA를 세포에 처리하였다. Chang 세포에 TTFA 400μM을 3
일 동안 처리한 후 MitoTraker Red로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하여 관찰한 결과 미
토콘드리아가 fragmentation 된 것을 확인 하였다 (Fig. 1A, B). 이 현상은
TTFA를 여러 농도 (200, 600, 800μM)에 처리했을 때나 높은 농도의 glucose
가 포함되어있는 배지에서 실험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Fig. 1C).
위의 결과로써 complexⅡ기능 억제만으로는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이 관찰되
지 않았고 오히려 미토콘드리아가 fragmentation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 H2O2가 미토콘드리아 형태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활성산소의 생성증가가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관여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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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하여, Chang 세포에 H2O2를 200μM로 2, 3, 4, 5, 6일 동안 처리하거
나, 1mM로 12 시간 처리하여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H2O2
를 200μM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노화가 유도되는 것을 senescence associatedβ galactosidase assay (Fig. 2A)를 통해 확인하였고,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H2O2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보다 미토콘드리아가 길어지거나 커진
것을 관찰하였다 (Fig. 2C). 그러나 고농도 (1mM)의 H2O2를 12시간 처리한 세
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fragmentation된 것이 관찰되었는데 (Fig. 2D, E), 이
실험조건에서는 세포사멸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세포가 세포사멸로 유도될
때 미토콘드리아가 fragmentation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Karbowski
와 Youle, 2003). 이 결과로부터 특정농도의 활성산소가 거대 미토콘드리아에 형
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 미토콘드리아의 DNA 손상이 미토콘드리아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DFO를 처리하였을 때 나타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중 미토
콘드리아의 DNA 손상이 미토콘드리아 형태 변화에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DNA복제를 특이적으로 억제한다고 알려진 조건인 저농
도의 EtBr (100ng/ml)을 사용하였다. Chang 세포에 EtBr (100ng/ml)을 1일, 2
일, 3일, 4일 처리한 다음 미토콘드리아 DNA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Fig. 3B), 이 때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관찰하였는데 길어진 미토콘드리
아는 관찰하지 못했지만 cristae구조가 비규칙적으로 변한 것을 관찰하였다
(Fig. 3C). 또한 단시간 내에 급격한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아닌 장기간 동안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손상을 주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EtBr
(50ng/ml)을 3개월 정도 처리하여 미토콘드리아 DNA가 결핍된 ρ0 세포주를 구
축한 후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관찰하였다. 흥미롭게도 ρ0 세포에서 대부분의 미
토콘드리아는 concentric mutilayer (onion-like)형태의 내막구조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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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을 관찰하였는데 (Fig. 3D), 이 구조는 이전에 보고된 다른 ρ 세포주에서 나타
난 미토콘드리아 형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ilkerson 등, 2000).
이 결과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손상이 유도되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구조가
변형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DFO를 처리하여 유도
된 세포노화과정에서 나타난 거대 미토콘드리아는 일정농도 즉, 세포노화를 유
도시킬 수 있는 subcytotoxic 농도로 증가된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complexⅡ의 기능저하나 미토콘드리아 DNA 손상은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음을 암시하였다.

D. 세포 노화모델에서의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 확인
위의 실험으로부터 DFO로 유도시킨 노화나 H2O2로 유도시킨 노화과정에
서 거대 미토콘드리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대 미토콘드
리아 형성이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알아보
았다. 최근에 본연구실에서 TGF β1을 Mv1Lu 세포주에 처리 하였을 때 세포노
화가 유도되고, complexⅣ의 활성억제를 통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이 동반되
는 것을 보고하였다 (Yoon 등, 2004). 이 과정에서 TGF β1처리 후 5일 만에
Mv1Lu 세포에서도 거대 미토콘드리아가 형성됨을 관찰하였고, 더욱이 H2O2를
800μM로 Mv1Lu 세포에 일시적으로 3시간동안 처리 한 후 3일 만에 세포노화
가 유도되었고 길어진 미토콘드리아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Yoon 등,
unpublished data).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primary HDF (human diploid
fibroblast)를 지속적으로 계대배양시킴으로서 세포노화를 유도시켜 얻은 young
세포 (PD 30, doubling time 24시간)와 old세포 (PD 91, doubling time 14일)에
서의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PD 91인 old HDF세포에서 아
주 길어진 혹은 거대한 미토콘드리아가 확인 되었다 (Fig. 4C).
결론적으로 거대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은 세포가 노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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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E. 미토콘드리아 형태조절인자인 Drp1과 Mfn 단백질의 발현 양상
세포내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는

dynamin-related

protein

(Drp1)

(Otsuga 등, 1998; Pitts 등, 1999) 과 mitofusin1/2(Mfn1/2) (Santel 와 Fuller,
2001; Hermann 등, 1998)에 의해 조절되는 분열과 융합의 균형에 의해 유지된
다고 보고되어 있다 (Sesaki 와 Jense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길어진 미
토콘드리아 형성에 관련된 조절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Drp1, Mfn1 과 Mfn2 의
발현량과 densitometry를 이용하여 Mfn1과 Drp1 그리고 Mfn2와 Drp1의 발현
비율을 조사 하여 Mfn1/Drp1 과 Mfn2/Drp1 으로 나타내었다. DFO에 의해 유
도된 세포노화에서 DFO처리 1일과 2일째에 Mfn2/Drp1의 발현비율이 일시적으
로 증가됨을 확인 하였지만 Drp1은 발현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Fig. 5A, D).
그 다음 길어진 미토콘드리아가 형성된 다른 세포노화 모델에서도 Drp1과
Mfn1/2의 발현량을 조사 하였다. 먼저 H2O2를 처리하여 유도된 모델에서, H2O2
(200μM)을 4일 처리하였을 때 Mfn1/Drp1 과 Mfn2/Drp1의 발현비율이 현저하
게 증가된것을 보았고 이것은 Drp1의 발현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5B, D). 길어진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이 관찰되지 않은 EtBr (100ng/ml)을
처리한 세포에서는 Mfn1만 2일째 발현량이 증가하였을 뿐 Drp1과 Mfn2는 발현
량은 변화는 없었다 (Fig. 5B). 또한 old HDF 세포군에서 Mfn2/Drp1 의 발현비
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이것 또한 Drp1의 발현량 감소와 Mfn2의 발현량 증
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Mfn1은 young 과 old HDF 세포사이의
발현량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Fig. 5C, D).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길어진 거대 미토콘드리아는 Mfn/Drp1의 발
현비율이 Mfn 단백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shifted balance 에 의한 융합과정
이 활성화 되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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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D rat의 노화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형태조절인자의 발현양상
이전 논문들에서 노화된 조직에서 거대 미토콘드리아가 관찰된 예들이 보
고되어 왔다 (Terman 등, 2003). 그러므로 동물의 개체노화과정에서도 미토콘드
리아 형태조절인자의 발현양상 변화가 세포노화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있는 6, 12, 18, 24개월 된 SD rat의 간에
서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해서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였다. 흥미롭게도 세포
노화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Mfn1과 Mfn2가 Drp1에 비해 발현비율
이 증가 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Fig. 6A, B).

G. Drp1의 발현 양상의 변화 분석
Chang 세포 주에 DFO를 처리하여 endogenous Drp1의 발현상태를 조사하
였을 때 단백질의 크기가 서로 다른 3가지 band로 발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7A). 이 경우에서 DFO 처리 2일째부터 두 번째 band가 감소하고 제일아
래의 세 번째 band가 증가하는 band shift 가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band shift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경우
를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Drp1의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즉 인산화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경우이다. 둘째는, Drp1은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한 3가지
의 isoform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Chen 등, 2000), 이들 isoform의 발현
차이에 의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먼저 DFO를 2일 처리한 세포군과 처리하지 않은 세포군의 cell
lysate에 serine, threonine, tyrosine 잔기의 탈 인산화 효소로 알려진 λ
-phosphatase 를 10분, 20분, 30,분, 60분 처리 한 다음 Drp1 으로 Western
blotting을 수행 하였다. DFO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군에서는 Drp1의 크기 감소
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DFO를 2일 처리한 세포군에서는 단백질 탈 인산화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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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간에 의존적으로 Drp1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Fig. 7B).
그래서 이러한 Drp1의 크기 감소가 단지 직접적인 탈 인산화효소의 작용에 의
해 나타난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Drp1을 면역 침전 시켜서 λ-phosphatase
를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Drp1으로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DFO를 2일 처리한 세포군이나 처리하지 않은 세포군에서도 Drp1의 크기 감
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Fig. 7C). 그러므로 DFO를 처리한 세포의 lyaste에서 나
타난 Drp1의 크기 감소는 λ-phosphatase처리에 의한 탈 인산화에 의해 나타난
크기 감소가 아니고 아마도 total lysate내의 어떤 protease가 λ-phosphatase작
용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이것에 의해 Drp1이 cleavage된 band일 것이라고 생각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DFO를 처리 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은 DFO에
의해 Drp1과 결합하고 있는 중합체 또는 복합체의 구조적 변이가 일어나서
DFO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군과는 다르게 protease의 접근이 더 용이하게 되어
cleavage가 일어 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H. Drp1의 인산화 조사
Drp1의 인산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DFO를 2일 동안 처
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세포군에서 각각 Drp1을 면역 침전 시키고 pS/T과
pY를 인지할 수 있는 항체로 blotting을 하였다. 그 결과 Drp1의 serine,
threonine, tyrosine잔기의 인산화가 확인 되었다 (Fig. 8). 특히 tyrosine 잔기의
인산화의 경우 DFO를 처리한 것과 하지 않은 세포군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
였지만, serine, threonine잔기의 인산화의 경우에서는 DFO를 처리한 세포군에
서 이 들 잔기의 인산화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Fig. 8).

I. Drp1의 인산화에 대한 GSK3β의 연관성 분석
이전의 보고에서 in vitro에서 Drp1과 GSK3β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 17 -

(Chen 등, 1998), Drp1 3개의 isoform 들이 모두 GSK3β와 상호작용이 가능함
이 보고되었으며, 또한 이 kinase의 활성에 의해 Drp1의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
음이 보고되었다 (Chen 등 2000). 또한 본 연구실에서 DFO에 의해 유도된 세포
노화에서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 뿐 아니라 glycogen이 축적되는 것을 관찰하
였다 (Yoon 등, unpublished dat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ycogen 합성에 관
여하는 glycogen synthase의 활성을 조절하는 GSK3β가 DFO로 유도된 세포노
화 모델에서 Drp1의 기능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GSK3β는 serine, threonine kinase로써 glycogen 대사과정 및 세포내에서 여러
가지 주요 신호전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9번째 serine이 인산화 되면 불활성화 되고 216번째 tyrosine이 인산화 되
면 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 (Frame 와 Cohen, 2001). 본 연구에서 DFO를
처리한 후, GSK3β의 발현도와 인산화도를 조사 하였을 때, GSK3β의 9번째
serine의 인산화가 처리 1일 만에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Fig. 9). 이것은 GSK3
β의 9번째 serine의 인산화가 증가됨으로써 불활성화 되어, glycogen synthase
가 활성화 되고 결과적으로 glycogen이 합성이 증가되어 축적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Drp1과 GSK3β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포에 DFO를 처리한
다음 Drp1을 면역 침전 시켜서 GSK3β가 함께 면역침전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
아보았다. 그 결과 Drp1으로 면역침전하고 GSK3β로 immunoblotting을 했을 때
GSK3β가 함께 면역침전 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Drp1과 GSK3β가 서로 상호
작용 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Fig. 10), DFO 2일 처리 했을 때 함께 침전된
GSK3β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DFO에 의해 Drp1 과 GSK3β의 상호작
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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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omplexⅡ inhibition by TTFA on mitochondrial
morphology.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DMEM or High glucose DMEM
containing 10% FBS. (A) Mitochondria (red) stained by MitoTracker Red
treated with an indicated TTFA dose for 3days. (B)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mitochondria treated with TTFA 400μM, 600μM for 3days or no
treatment (con). (C)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mitochondria treated
with TTFA 400μM in high glucose DMEM media for the periods indicated.
The arrows indicate representative mitochondria in each panel. Numbers in
nd indicates days after exposure to TT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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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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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ig. 2. Morphological changes of mitochondria of senescent Chang cells
induced by H2O2.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DMEM containing 10% FBS
and treated with 0.2mM H2O2 or 1mM H2O2 for the periods indicated. (A)
SA-β-Gal activity treated with 0.2mM H2O2 for the periods indicated. (B)
Mitochondria stained by MitoTracker Redtreated with 0.2mM H2O2 for the
periods indicated. (C)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mitochondria treated
with 0.2mM H2O2 fot the periods indicated. (D). Mitochondria stained by
MitoTracker Redtreated with 1mM H2O2 for the periods indicated.(E)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mitochondria treated with 1mM H2O2 for the periods
indicated. The arrows and arrow heads indicate representative mitochondria in
each panel. Numbers in nd indicates days after exposure to H2O2. (arrow:
mitochond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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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 23 -

D.

E.

Fig. 3. Effect

of

mtDNA depletion by EtBr on mitochondrial morphology.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DMEM containing 10% FBS and exposed to
100ng/ml EtBr for the periods indicated. (A) Mitochondria

stained

by

Mitotracker Red . (B) Quantitation of mtDNA by conventional genomic PCR.
Primer set for 28S rRNA was used as control for nuclear DNA. (C)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mitochondria. Numbers in nd indicates days after
exposure to EtBr. (D)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mitochondria of
mtDNA-less (Rho0) Chang cells. The mtDNA-less (Rho0)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high glucose DMEM containing pyruvate and pyrimidine. (E)
Absence of mtDNA in the Rho0 Chang cells was confirmed in the presence
(+) or absence (-) of EtBr by conventional genomic PCR. The arrows
indicate representative mitochondri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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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anel.

A.

B.

C.

Fig. 4. Changes of mitochondrial morphology in the cellular senescent
process of HDF cells. (A) Enlarged and flattened cellular morphology of old
HDFs (PD91). (B) Mitochondria stained by MitoTracker Red. (C)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mitochondria. highly elongated or enlarged mitochondria
(PD91 HDFs) were observed by electron microscopy. The arrows indicate
representative mitochondria in eac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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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Fig. 5. Expression of Drp1, Mfn1, and Mfn2 proteins. (A)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DMEM containing 10% FBS, and treated with 0.5mM DFO
for the periods indicated. And they harvested at each time points. Expression
levels of the molecules (Drp1, Mfn1 and Mfn2) in the DFO-induced senescent
Chang cells were monitored by Western blot analysis. (B) Chang cells were
treated with 0.2mM H2O2 or 100ng/ml EtBr for the periods indicated. And
they were harvested and performed with western blot analysis of H2O2- or
EtBr-treated Chang cells at each time points. (C) Western blot analysis of
young and old HDFs. (D) Expression ratios of Mfn1/Drp1( ) and Mfn2/Drp1
() was quantitated by densi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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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Induction of Mfn1 and Mfn2 proteins in aging process of SD
rats. (A). Expression levels of the molecules (Drp1, Mfn1 and Mfn2) in
mitochondria isolated from liver of SD rats (6, 12, 18, and 24 months) were
monitored by Western blot analysis. (B) Expression ratios of Mfn1/Drp1( )
and

Mfn2/Drp1() was obtained by densi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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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The

distinct

expression

pattern

of

endogenous

Drp1 in

DFO

treated Chang cells. (A)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DMEM containing
10% FBS, and treated with 0.5mM DFO for the periods indicated. And they
harvested at each time points. Expression pattern of endogenous Drp1 in the
DFO-induced senescent Chang cells were monitored by Western blot analysis.
(B). Chang cells were treated with 0.5mM DFO for 48 hours or nutreated.
they were harvested at indicated time points and then incubated with λ
-phosphatase for indicated time points(10m, 20m, 30m, 60m). Western blot
analysis of endogenous Drp1 with anti-Drp1 antibody. (C) Chang cells were
treated with 0.5mM DFO for 48 hours or untreated. They were harvested at
each time points and performed the immunoprecipitation with anti-Drp1
antibody. The immunoprecipitate were taken by centrifuge and then incubated
with

λ-phosphatase

for

1

hours.

Werstern

blot

analysis

immunoprecipitate. (* : clevaged Drp1 band, IG HC : heav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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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ig.

8.

Phosphorylation

of

endogenous

Drp1

revealed

by

phospho-specific antibody.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DMEM containing
10% FBS, and treated with 0.5mM DFO for the periods indicated. And they
harvested at each time points. And performed the immunoprecipitation with
anti-Drp1

antibody.

The immunoprecipitates were taken by centrifuge and

then were resolved on 8% SDS-PAGE gel and probed with anti-phosphoserine, threonine, tyrosine antibody, anti-Drp1 antibody.
(wh: whole lysate, nc: negative control (IP: vimentin), sup:superna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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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duction of phospho GSK3β (serine 9) in the DFO-induced
senescent Chang cells.

Chang cells were cultured in DMEM containing 10%

FBS, and treated with 0.5mM DFO for the periods indicated. And they
harvested at each time points. Expression levels of GSK3β and pGSK3β
(serine9) in the DFO-induced senescent Chang cells were monitored by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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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teraction between Drp1 and GSK3β. Chang

cells

were

treated

with 0.5mM DFO for the periods indicated. And they harvested at each time
points. Immunoprecipitation of endogenous Drp1 or vimentin was performed.
The immunoprecipitates were taken by centrifuge and then were resolved on
8% SDS-PAGE gel and probed with anti-GSK3β, anti-Drp1 antibody. (wh:
whole lysate, nc: negative control (IP: vimentin), sup: supernatant, HC: heav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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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적 인산화(oxidative phosphorylation)과정을 통해 세포
내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즉 ATP의 대부분을 합성하고 세포내 활성산소(ROS)
생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 과정에서 미토콘
드리아의 기능이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활성산소의
축적과 더불어 미토콘드리아 DNA의 somatic 돌연변이의 축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생각되고 있다 (Wallace, 1999; Nagley 와 Wei, 1998). 노화된 조직에
서 거대하게 enlarged된 혹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미토콘드리아가 종종
관찰되고 있으나 (Coleman 등, 1987; Murakoshi 등, 1985), 노화가 진행되는 동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하와 형태학적인 변화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고는 없었으며, 이것은 아마도 이 둘 사이의 상
관관계를 설명해주는 적절한 세포모델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본 연구실
에서 정상 간세포인 Chang 세포에 철 이온 흡착제 Deferoxamine (DFO)를 처
리하였을 때 세포노화가 유도되고 (Yoon 등, 2002), 이 과정의 초기에 complex
Ⅱ의 활성 저하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이 손상됨을 보고 하였다
(Yoon 등, 2003). 또한 이 과정에서에 흥미롭게도 미토콘드리아의 형태가 DFO
처리 3일만 정상보다 5배 이상으로 길어진 미토콘드리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
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때 미토콘드리아 DNA 감소와 활성산소 (ROS)생성 증가
가 동반됨이 확인되었다 (Yoon 등, 2004 unpublished data). 본 연구에서는
DFO로 유도된 세포노화 과정에서 관찰된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어떠한 매
개인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이 과정에서 미토콘
드리아 형태 조절인자인 Drp1, Mfn1과 Mfn2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또한 세포가 노화로 진행 될 때 거대한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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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상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분열 조절인자인 Drp1의 인산화
및 GSK3β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Drp1의 조절기전을 알아보았다.
먼저 DFO로 유도된 세포노화과정에서 나타난 활성산소의 증가, 미토콘드
리아 DNA 양의 감소 및 complexⅡ의 기능저하와 같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중 어떠한 것이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exogenous H2O2,
EtBr과 complexⅡ억제제인 TTFA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H2O2 (200μM)를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노화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Fig. 2A), 이때 길어진 미토콘드리아 형성이 유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2C). 그러나 높은 농도의 H2O2 (1mM)를 처리하였을 때는 미토콘드리아들이 핵
주위로 모이면서 fragmentaion됨이 관찰되었다 (Fig. 2D). 이것은 일정농도 즉
세포노화를 유도시킬 수 있는 subcytotoxic 농도로 증가된 활성산소가 거대 미
토콘드리아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인자임을 암시한다. 한편 TTFA에 의한
complexⅡ기능의 억제만으로는 미토콘드리아들이 fragmentation됨이 관찰되었
으며 (Fig. 1A, B), 이 현상은 높은 농도의 glucose가 포함되어 있는 배지에서
실험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Fig. 1C). 이 결과는 세포내 에너지 level과
는

상관없이

미토콘드리아들이

fragmentation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TTFA에 의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미토
콘드리아 DNA의 복제를 특이적으로 억제한다고 알려진 저농도의 EtBr로 미토
콘드리아의 DNA에 손상을 유도하거나 미토콘드리아 DNA를 완전히 제거시킨
ρ0 세포주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cristae구조만이 비규칙적으로 변한 것을 관찰
하였다 (Fig. 3C, D). 이 결과는 이전에 보고된 다른 ρ0세포주에서 관찰된 미토
콘드리아 형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Gilkerson 등, 2000) 이것에
대해 아직까지 보고된바 없다.
노화된 조직에서 거대하게 enlarged된 혹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미
토콘드리아가 종종 관찰되고 있으나 (Coleman 등, 1987; Murakoshi 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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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노화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변화에 대해서는 보고된바가 없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세포노화모델을 통해 거대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은 세포가 노
화로 진행 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증명하였다. DFO나 H2O2를

Chang 세포에 처리하여 유도된 세포노화 모델에서 뿐 (Yoon

등, 2004

unpublished data; Fig. 2C)아니라 primary human dipliod fibroblast 세포를 지
속적으로 계대배양시킴으로서 세포노화를 유도시켜 얻은 old HDF세포에서도
거대 미토콘드리아가 관찰되었다 (Fig. 4C). 또한 Mv1Lu 세포주에 TGF β1 또
는 H2O2를 처리하여 유도시킨 세포노화에서도 (Yoon 등, 2004) 역시 거대 미토
콘드리아가 관찰되었다 (Yoon 등, 2004 unpublished data). 특히 위의 모든 세포
노화 모델에서 활성산소 생성의 증가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므로
(Yoon 등, 2004 ; Kim 등, 2003), 세포노화과정동안에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거
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준다.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는 분열과 융합과정이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유지 된
다고 알려져 있다 (Scheffler, 1999). 그러므로 세포노화과정에서 나타난 거대 미
토콘드리아 형성의 가능한 기전으로써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생각 할
수 있다. 융합과정의 활성화, 분열과정의 억제 혹은 이 두 현상이 같이 작용한
경우 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알아 보기위해 본 실험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의 형태 조절인자들의 발현량 과 Drp1에 대한 Mfn1과 Mfn2의 발현비율을 조사
하였을 때 모든 세포노화 모델에서 Mfn2/Drp1에 발현비율이 증가하는것을 관찰
하였고 (Fig. 5A, B, C, D). 특히 H2O2에 유도된 세포노화및 old HDF세포군에
서 Mfn1/Drp1 발현비율이 증가함을 보였다 (Fig. 5B, C, D). Drp1은 DFO에 의
해 유도된 세포노화에서만 발현량이 변화가 없을 뿐 (Fig. 5A) 다른 세포노화
모델에서는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Fig. 5B, C). 이 처럼 Drp1은 세포가 받은
stress에 따라 그 발현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융합
조절인자인 Mfn1과 Mfn2의 발현량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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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두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융합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Mfn1 과 Mfn2를 knock out
시킨 mouse에서 배 발생 치사를 일으켰고, 여기서 분리한 MEF (Mouse
Embryonic fibroblast)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fragmentation된 현상을 관찰하
였는데, fragmentatione된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형태가 Mfn1 과 Mfn2 knock
out 된 세포에서 다른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Mfn1과 Mfn2는 미토콘
드리아 융합에서 필수적인 단백질임을 보여주고 서로 약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Chen 등, 2003). 결론적으로,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
은 형태조절 인자인 Mfn/Drp1 발현비율이 Mfn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shifted
balance에 의한 융합과정의 활성화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
다.
본

실험에서

Drp1을

면역침전

시킨

후

인산화된

serine,

threonine,

tyrosine 잔기만을 특이적으로 인지 하는 항체로 immunoblotting하여 Drp1 이
인산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8). 더욱이 tyrosine 잔기의 인산화도는
DFO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serine, threonine잔기의 인산화도는
DFO를 처리한 세포군에서는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Fig. 8).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관찰하였는데 바로 GSK3β 가 Drp1과 같이
면역 침전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Fig. 10), GSK3β가 Drp1과 결합하여 인산
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GSK3β는 serine, threonine 잔기를 인산
화 시키는 kinase로서 세포내에서 여러 가지 주요 신호전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특히 glycogen 대사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Frame 와 Cohen, 2001).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DFO를 처리 했을때
glycogen이 축적 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이것은 GSK3β의 불활성화에 따른
glycogen 합성 효소의 활성화로 인한 결과로 생각 할 수 있다. GSK3β는 현재
까지 9번째 serine 잔기의 인산화에 의해 불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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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ohen, 2001). 흥미롭게도 DFO를 처리한 세포군에서 GSK3β의 9번째 serine
잔기의 인산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Fig. 9), 이 결과로써 GSK3β가
DFO를 처리 했을 시 불활성화가 되며 결과적으로 glycogen 합성효소의 활성에
의해서 glycogen 합성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이전의 보고에서
Drp1과 GSK3β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고되어 있고, Drp1이 GSK3β에 의
해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질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Chen 등, 1998; Chen 등, 2000). 그러므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GSK3β가 Drp1과 상호작용을 하여 Drp1의 인산화를 통해서 기능을 조절 할
수 있는 기전을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DFO를 처리한 세포군에서 GSK3β의 9
번째 serine의 인산화 증가에 의한 이 단백질의 활성감소와 이에 따른 Drp1의
serine, threonine 잔기의 인산화 감소가 Drp1 단백질의 기능이 조절되는 하나의
기전으로 생각 할 수 있었다. 하지만 GSK3β에 의한 Drp1의 조절 기전을 자세
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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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 이온 흡착제 (Deferoxamine, DFO)을 Chang 세포에 처
리 하였을 때 유도된 세포노화 과정에서 나타난 거대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의
기전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DFO를 처리해서 나타난 활성산소
생성증가, 미토콘드리아 DNA 양 감소, complexⅡ기능저하 와 같은 미토콘드리
아 기능 이상 중에서 활성산소 생성 증가가 거대 미토콘드리아 형성을 매개하
는 인자임을 확인 했고, 세포가 노화로 진행 될 때 거대 미토콘드리아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
형태조절인자인 Mfn 과 Drp1의 발현비율이 Mfn 단백질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shifted balance에 의해 매개되는 융합과정의 활성화로 인해서 거대
미토콘드리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GSK3β와 Drp1
의 상호작용과 Drp1의 인산화를 확인함으로써 Drp1 단백질의 조절기전을 이해
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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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arged or giant mitochondria have often been documented in aged
tissues and several human disease harboring impaired function, although their
role and the mechanism involved remain unclear. Recently, we observed
progressive changes of mitochondrial morphology to highly elongated form
during iron chelation-induced senescence-associated growth arrest of Chang
cells. Interestingly, addition of H2O2 (200uM) was enough to induce
mitochondrial elongation with cellular senescent phenotypes, whereas ethidium
bromide (100ng/ml) which was employed to damage mtDNA only reformed
cristae structure. TTFA, which is known to complexⅡ inhibitor was induced
fragmentation of mitochondria. Elongated giant mitochondria also found in old
human diploid fibroblast. Next, we examined expression levels of Drp1 and
Mfn proteins, which are known as molecules directly regulating mitochondrial
fission and fusion process, respectively. The total cellular expression levels of
Drp1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or decreased, showing diversity of its
regulation depending on the stress, whereas expression level of Mfn2
increased in all senescent systems employed. Finally, the increased expression
level of Mfn1 and Mfn2 proteins were also observed in the aging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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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gue-Dawley rats. Taken together, we propose that formation of elongated
mitochondria is one of common phenomena developed in the cellular progress
to senescence or aging and it might be promoted through ROS production
and through enhanced fusion process mediated by a shifted balance of
Mfn/Drp1 expression ratio toward Mfn proteins.
Additionally, we observed the interaction between Drp1 and GSK3β and
also found
GSK3β.

phosphorylation of Drp1, providing the clue of Drp1 regul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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