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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new anti-cancer agents 
by employing specific inhibitors of histone deacetylase (HDAC)-6 to block signal transduction path-
ways in cancer cell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ubastatin A (TubA), an HDAC-6 inhibitor,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mmature oocytes in murine ovaries using RNA sequencing 
analysis. The results from a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 indicated that the expression of most 
of the gene sets involved in the cell cycle and control and progression of meiosis decreased in the 
TubA-treated group as compared with that in germinal vesicle (GV) stage oocytes. In addition, an in-
genuity pathway analysis (IPA) suggested that TubA not only caused increased expression of p53 and 
pRB and decreased expression of CDK4/6 and cyclin D but also caused elevated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the control of the DNA check point in G2/M stage oocyt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ubA may induce cell cycle arrest and apoptosis through the induction of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associated with DNA damage and the cell cycle 
of immature oocytes in the ov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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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수년간의 여러 연구를 통하여 germinal vesicle (GV)

단계의 난모세포에 histone deacetylase (HDAC)-6의 선택적 

저해제인 tubastatin (Tub)-A를 처리할 경우, 방추사 형성에 

관여하는 mTOR와 actin 조립에 관여하는 mDia7의 발현이 

감소되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지 못하며, 특히, 수정 후 

제1차 극체의 형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최근

의 임상시험을 통하여, HDAC 저해제가 초기 치료단계에서 

암세포의 증식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8], 

특히 다른 항암제와의 병합투여 시 향상된 임상적 치료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암 줄기세포의 

제거이다[12]. 일부 암 줄기세포는 대부분의 성체 줄기세포와 

유사하게 동면 또는 느린 세포주기와 활성상태를 순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따라서, 암 줄기세포는 휴지기 상태에 

있을 경우, 세포주기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를 피해 갈 수 

있다. 또한, 암 줄기세포는 ATP-binding cassette (ABC) trans-

porter 등의 펌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독성을 함유한 약물이 

세포 안으로 침투하더라도 내부에 축적되지 못하도록 보호하

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휴지기 상태에 있던 암 줄기세포

가 일단 활성화되면, 즉시 세포분열주기로 진입하여 빠른 속

도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1]. 따라서, 이러한 

암 줄기세포의 특성으로 인하여 항암치료를 끝낸 이후 잔존하

거나 보호받고 있는 소수의 암 줄기세포에 의한 세포분열과 

암의 재발이 유도될 수 있는 것이다[3]. 

HDAC은 염색질의 구조 변경에 관여하는 효소이다[13]. 

HDAC의 정상적 기능이 방해될 경우, 세포주기의 정지, 혈관

형성의 억제, 면역조절의 불활성화 및 세포사멸 유도 등이 유

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특히, HDAC의 효소기능이 억

제되면 조직 내 암세포의 생존관련 인자들의 활성화가 저하되

는 반면, 사멸관련 인자들의 활성이 촉진됨으로써 암세포의 

자멸유도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HDAC은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 18가지 유형이 알려져 있

으며[11],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4종류의 class로 분류

되고 각 class마다 다수의 isoform이 존재한다[7]. 이 가운데 

특히 HDAC-6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10], 최근에는 난소암 치료

를 위한 활용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15]. HDAC-6은 

핵 내 염색질의 remodeling을 통한 유전자의 전사조절에 관여

할 뿐만 아니라, 세포질 내에서 HSP-90, cortactin, tubulin,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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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n, p300, Bax 및 GRK2와 같은 다양한 단백질들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암의 유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따

라서,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은 HDAC-6을 표적으로 하는 특이

적이고 강력한 HDAC-6 억제제를 항암제로 개발하여 암세포

의 신호전달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난소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의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HDAC in-

hibitor (HDACi)의 대부분은 인체 암세포의 세포주기 교란과 

세포자멸 유도, 그리고 동물모델에서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

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6], 현재 HDACi 계통의 항암

제로 미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vorinostat, romidepsin, 

belinostat 및 panobinostat의 4개 약물이다[19]. 

특히,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에서 고려할 사항들 

중의 하나는 난소 내 생식세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는 항암

치료 이후의 생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까지 HDAC-6 억제제가 난소암세포 이외의 생식세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난소암 치료에 사용되는 HDAC-6 억제제가 난소 내 미성숙 

난자에 미치는 영향을 RNA sequencing (RNA-Seq) 분석 기

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Animal and Reagents

B6D2F1 (C57BL/6 x DBA) 생쥐는 일반적인 환경(22±1 ℃, 

12 hr 광주기, 70% 습도)에서 사육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건국

대학교 실험동물가이드(IACUC approval number: KU 16122)

에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시

약은 Sigma-Aldrich (MO, U.S.A.)로부터 구매되었다. 

Oocyte Collection and Culture

생후 6주~8주령의 B6D2F1 암컷생쥐에 pregnant mare se-

rum gonadotrophin (PMSG)을 복강 내 5 IU 투여한 다음, 48

시간 이후 GV 단계의 난모세포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난모세

포는 M16 배지(M1285, Sigma-Aldrich)에서 37℃, 12시간 배

양되었다. 배양접시 내 배양중인 난자로부터 배지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mineral oil로 배양접시를 cover하였다.

TubA Treatment

TubA-HCl (BP Bioscience, CA, U.S.A.)은 DMSO에 용해하

여 1차 stock을 만든 다음, 추가적인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실험에 필요한 working concentration을 제조하였다. 난모세

포는 M16배지에서 1~20 μM TubA를 처리하여 12시간 배양하

였으며, 적정농도(20 μM)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또한, 

solvent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DMSO만을 처리한 

정상군의 난자는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RNA-seq Sample Preparation

본 실험은 테라젠이텍스(http://www.theragenetex.com/ 

ko/)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간략히 과정을 설명하면, 정상

군과 TubA로 처리된 난모세포로부터 각각 3 μg의 total RNA 

(minimum concentration=65ng/μl, OD260/280=1.8~2.2, RIN

≥7.0, 28S:18S>1.0)를 분리한 다음, 2회에 걸쳐 cDNA strand

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는 adaptor를 부착한 다음,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여, gel cut-out을 통해 

원하는 부분의 reads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reads는 

paired-end library로 제작되었으며, HiSeq 2500 sequencer 

(Illumina, CA, U.S.A.)를 이용하여 제작된 library의 염기를 

sequencing 하였다. 초기 생성된 Raq data는 Cufflinks 소프트

웨어(http://cufflinks.cbcb.umd.edu/index.html)를 이용하여 

각 유전자의 fragments per kilobase of transcript per million 

mapped read (FPKM) 값으로 표시하였으며, FPKM 값이 낮은 

관계로 유전자별 순도가 떨어져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는 filtering을 통하여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보된 유전자들의 FPKM 값에 log10과 quantile normal-

ization을 시행하여 다음 단계의 분석을 위한 input data로 사

용하였다. 일반적인 RNA-seq gene expression data의 분석은 

reference에 RNA reads를 alignment시켜 유전자를 동정하였

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유전자군들의 read를 확인하고, 정상군

과의 비교를 위하여 normaliz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TubA 

처리에 의해 발현에 영향을 받는 특정 신호전달경로에 관여하

는 유전자들의 검증을 위하여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를 동정하였으며, 특정 pathway 내의 유전자들 중 TubA 

처리에 의해 발현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ingenuity pathway analysis (IPA, Qiagen, Hilden, 

Germany)를 실시하였다. 

RNA-seq Data Analysis (Mapping and Counting Reads)

각각의 read는 UCSC genome (http://genome.ucsc.edu)에

서 제공하는 mouse reference mm10을 기준으로 gene model

로 사용하였다. Cell cycle과 관련된 신호전달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IPA를 사용하였으며, 특정 pathway 혹은 gene ontol-

ogy (GO)와 같이 생물학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다수 유전

자들이 각각의 pathway 혹은 GO에서 유의성을 나타내며 발

현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 

http://software.broadinstitute.org/gsea/index.jsp)를 사용하

였다. RNA-seq data는 gene expression omnibus (GEO) data-

base (https://www.ncbi.nlm.nih.gov/geo/)에 등록되었다

(등록번호 GSE115008). Genome-wide associated study 

(GWAS)에서 Bonferroni correction은 RNA-seq data와 같은 

대량의 유전자를 사용하는 연관성 분석에는 효용성이 낮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false discovery rate (FDR) 분석법을 

이용하여 false positive/total positive 방식으로 q-value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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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RNA-seq analysis of GV, TubA10, TubA20, and MII stage oocytes. Transcriptome analysis data of the four types of 

oocytes by RNA-seq are shown. (A) Heat map, (B) Scatter plot and (C) Summary of DEG among GV vs MII, GV vs 

TubA10, and GV vs TubA20. GV; germinal vesicle stage oocyte, MII; metaphase II stage oocyte, TubA10; GV was 

cultured with 10 μM of tubastatin A for 12 hr., TubA20; GV was cultured with 20 μM of tubastatin A for 12 hr. Genes 

with false discovery rate (FDR) adjusted p values of ≧2 were designated as differentially expressed in aggregate. DE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q-value; adjusted p-value (False discovery rate, FDR). 

산하였으며, FDR 분석은 R package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결과  고찰

TubA 처리에 의한 oocyte의 유 자 발  

GV 단계의 oocyte에 DMSO 처리군, TubA 10 μM, TubA 

20 μM, 그리고 정상적으로 발달중인 MII 단계의 oocyte를 이

용하여 RNA-seq를 진행하고, heatmap과 scatter plot을 작성

하였다(Fig. 1A, B). Heatmap은 각 처리군의 유전자 발현 정도

에 따라 다른 색으로 나타냄으로써 유전자들 사이의 발현양의 

차이를 시각화 할 수 있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TubA를 

처리할 경우, 전반적인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이 크게 4부류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A). Group I은 GV 단계에

서 MII 단계로 발달할 때 발현이 점점 감소되는 유전자 군들과 

TubA를 처리할 경우 MII 정상군보다 발현이 더욱 감소되는 

유전자 그룹을 나타낸다. Group II는 GV와 MII 사이에 발현의 

차이가 적은 유전자군이며, Group III은 정상적인 MII 발달단

계에서 대부분의 유전자 발현이 감소되고 특히 TubA를 처리

할 경우 정상보다 더욱 발현이 감소되는 유전자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Group IV는 GV 단계에서 MII 

단계로 발달할 때 발현이 매우 유사한 유전자군이며, 특히 

TubA를 처리할 경우 발현이 약간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정상군과 TubA 처리군 사이에서 발생되는 발현의 유사 정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scatter plot 분석을 진행하였다. 방정식 

y=x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기준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포

되어 있다면 시료간의 발현 경향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Fig.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GV vs MII에 비해 GV vs TubA20

에서 유전자 발현의 양상이 더욱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Fig. 1의 A와 B의 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된 전체 

유전자들의 수는 Fig. 1C에 나타나 있다.

RNA-seq를 이용한 전사체 분석의 장점은 대조군과 처리군 

사이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생물학적 기전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DAC- 

6 억제제를 활용하여 난소암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의 개발 

및 이의 임상적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생

쥐를 대상으로 예측하여 향후 치료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NA-seq 데이터는 결과를 직접 정렬해 확인된 모든 유전

자들의 발현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novel 

isoform 전사체의 확인이 가능하여 구체적이고 특이적인 유전

자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유전자분석에 활

용되고 있는 RNA-seq는 하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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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 The gene expression data generated by RNA-seq were analyzed using GSEA to extract 

the cell cycle knowledge about (A) the regulation of the mitotic cell division, (B) the regulation of the meiosis and (C) the 

progression of the meiotic cell cycle. The highly enriched gene-sets that are significant are shown here. The green curve 

represents the evolution of density of the genes identified in the RNA-seq.

generation sequencing; NGS)으로써 기존의 microarray 분석

법에 비해 차별화 된 장점을 지닌다. RNA-seq는 분석대상의 

염기서열 정보가 없어도 유전자 발현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DNA 염기서열이 게놈의 특정 위치에 확실하게 mapping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background signal을 보인다. 또한, RNA- 

seq는 유전자 발현을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상한선이 없기 때

문에 다른 분석기법보다 정밀하게 상대적인 발현 양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fold change >2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GSEA

와 IPA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TubA 10 μM 처리군은 정상군

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후 분석과정에서는 

TubA 20 μM 처리군만을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

RNA-seq 분석은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개별 유전자에 집중

하는 대신, gene ontology와 같은 기능적인 분류 혹은 생물학

적인 pathway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결과적으로 RNA 발현에 

대한 해석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gene sequencing 분석방법 중 TubA를 처리할 경우 어떠한 

특이적 기능을 갖는 유전자 그룹이 영향을 많이 받는지 분석

하기 위하여 GSEA와 IPA분석을 진행하였다. GSEA 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유전자 집합분석은 유전자 

집단의 특이적 발현을 검증함에 있어 enrichment score를 사

용하며, 이 score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SEA가 최근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20].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가지 gene 

sets 즉, 세포분열 조절에 관여하는 gene set, 감수분열 세포주

기의 조절에 관여하는 gene set, 그리고 감수분열 세포주기의 

진행에 관여하는 gene set의 발현은 모두 GV와 비교하여 

TubA20이 처리된 oocyte에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

록 미성숙 난자의 발달이 GV 단계보다 더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V단계에서 처리된 TubA20에 기인하여 세포주기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GV보다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 있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히 난소암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의 

개발에 있어 HDAC-6의 억제제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의 사용

은 난소 내 미성숙난자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 집합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은 기존의 

RNA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의미있는 생물학적 변화

상태를 보다 더 민감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기존의 RNA-seq를 통한 각각의 유전자 검출방법은 전체 유전

자를 발현차이에 따라 정렬한 다음 정해진 임계값 이상의 발

현차이를 보이는 개별 유전자들만을 유의 유전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사용된 임계값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를 지

니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두 표본그룹 간에 유의한 발현차이를 

보이는 유전자 집합을 분석하는 GSEA를 활용한 연구결과는 

개별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생물학적 변화의 해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A

기존의 microarray 또는 RNA-seq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DAVID (DAVID bioinformatics Resources 

6.8)를 이용하여 gene ontology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개별 유

전자에 대한 세밀한 발현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이를 보충하

기 위하여 IPA를 실시하였다. IPA는 미국 Qiagen/ingenuity

의 database 프로그램으로 개별 유전자에 대해 제공되는 상세

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된 pathway상의 유전자분석을 가능

하게 하며, 본 연구에서는 IPA에서 제공하는 세포주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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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V vs MII                                 B- GV vs TubA20

Fig. 3. Analysis of the G0/G1 checkpoint regulation pathway by IPA. The putative gene network interactions in the G0/G1 checkpoint 

regulation pathway are shown among mRNAs that are influenced in expression by TubA treatment. The red and the green 

colors represent genes that are upregulated and downregulated in more than two fold, respectively. The grey color represents 

genes in which expression is changed in less than 2-fold by TubA treatment.

된 별도의 유전자그룹을 추출하여 본 실험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Fig. 3은 G0/G1 checkpoint regulation 

pathway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중 TubA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현이 증가(red) 또는 감소(green)하는 각각의 유전자를 나타

내고 있다. Fig. 3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HDAC-6 억제제인 

TubA 처리는 HDAC-6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TubA의 

작용에 대한 positive indicator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HDAC-6이 암 발생의 신호전달경

로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HDAC-6의 억제

제인 TubA를 처리한 oocyte에서 p53 및 pRB의 발현이 증가되

었으며(Fig. 3B), 이러한 결과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여성 생

식기관의 암에서 p53의 불활성화와 pRB의 인산화가 유발된

다는 이전의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함을 제시한다[4]. 지금까지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암은 대체로 세포 내 암 억제유전자의 

조절부위를 메틸화함으로써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켜 

발생하는데, 특히 세포주기, 세포사멸 및 DNA 복구와 연관된 

유전자의 메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9]. 이

러한 전사조절부위 메틸화의 결과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

들 중 한 예로서 암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진 p16 (INK4A)은 정상적으로 발현될 경우 CDK4/6과 cyclin 

D 사이의 결합을 억제하고 pRB의 발현을 증가시켜 암 생성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16]. 본 연구의 결과, 비록 p16의 발현

이 GV 단계의 oocyte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CDK4/6과 

cyclin D의 발현이 정상군과 TubA 처리군 모두에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보고와 일치하게 p16

의 암 발생에 대한 억제기능 뿐만 아니라, HDAC-6이 p16의 

발현을 억제하며 이로 인한 downstream 유전자 CDK4/6 및 

cyclin D의 발현조절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HDAC-6을 억제하는 약물을 난소암을 포함

한 여성 생식기의 암 조직세포에 처리할 경우, 기존의 알려진 

세포신호전달경로를 통하여 암화과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

으며, 암 세포뿐만 아니라 난소 내 미성숙 난자의 세포주기에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억

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안정화 혹은 활성화된 p53은 전사활성화 능력

을 보유하며 그 결과 G1 단계에서 세포주기를 정지시키고 연

속적인 세포사멸을 유도한다[17]. 본 연구의 결과,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HIPK2, p53, MDM2, p300, GADD45, Myf1, 

CKS1 및 CKS2 등을 포함한 G2/M 단계의 DNA damage 

checkpoint regulation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정상군

과 비교하여 TubA 처리군에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ubA가 DNA의 손상을 유발하고 그 결과 HIPK2의 

과발현이 초래되며, 이는 다시 p53 및 MDM2를 포함한 하위

단계의 관련 신호전달경로 유전자들의 과발현을 일으키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는 또한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난소 내 미성

숙 난자에서 p53이 과발현 될 경우, 난모세포의 세포주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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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trol: MII/GV                             B: TubA/GV

Fig. 4. Analysis of the G2/M DNA damage checkpoint regulation pathway by IPA. The putative gene network interactions in 

the G2/M DNA damage checkpoint regulation pathway are shown among mRNAs that are influenced in expression by 

TubA treatment. The red and the green colors represent genes that are upregulated and downregulated in more than two 

fold, respectively. The grey color represents genes in which expression is changed in less than 2-fold by TubA treatment.

또는 세포사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HDAC-6 저해제를 활용한 항암제의 개발에 있

어, 특히 난소암을 표적으로 할 경우에는 난소 내 미성숙 난자

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식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HDAC-6 저해제에 의한 생식세포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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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항암제 tubastatin A에 의한 생쥐 미성숙 난모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

최윤정1․민계식2*

(1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실험동물센터, 2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간호학과)

Histone deacetylase (HDAC)-6은 전사조절 및 세포질 내 다양한 단백질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난소암의 

유발에 관여한다. 최근, HDAC-6을 표적으로 하는 특이적 억제제를 활용하여 암세포의 신호전달경로를 차단함으

로써 새로운 항암제로서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난소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에서는 생식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의 중요한 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HDAC-6 억제제가 난소암세포 이외의 생식세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DAC-6 억제제의 하나인 tubastatin A (TubA)가 

생쥐의 난소 내 미성숙 난자에 미치는 영향을 RNA sequencing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유전자 집합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은 기존의 개별 유전자분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량의 생물학적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세포 

내 신호전달경로와 같은 복잡한 생물학적 변화상태를 보다 더 광범위하고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결과의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GSEA) 결과, 세포주기와 감수분열의 

조절 및 진행에 관여하는 gene sets의 발현이 germinal vesicle (GV)과 비교하여 TubA 처리군에서 대부분 감소되

었다. 또한, ingenuity pathway analysis (IPA)를 통하여 TubA가 난모세포 내 p53 및 pRB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CDK4/6 및 cyclin D의 발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G2/M 단계의 DNA checkpoint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ubA가 난소 내 미성숙 난자의 DNA 손상과 세포주기 관련 

신호전달경로 유전자들의 발현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세포주기의 중지와 세포사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특히 생식주기 이전의 난소암을 표적으로 하는 HDAC-6 억제제를 이용한 항암제의 개발에 있어 난소 내 

미성숙 난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대안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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