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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n has been implicated in the formation of nascent vesicles in both 

the endocytic and secretory pathways. However, recent reports suggested 

that dynamin has been implicated in altering cell membrane shape during 

cell migration associated with cytoskeleton related proteins. Myosin II has 

been reported that its function was implicated in maintaining the cell 

morphology and cellular movement. To identify potential association with 

between dynamin II and myosin II, we carried out reciprocal 

immunoprecipitateion (IP). Dynamin II was more largely expressed with 

myosin II in NIH3T3 (ras, ras transformed cell) than that of NIH3T3. We 

also confirmed that interaction of these two proteins was observed in 

confocal microscopy analysis. Interestingly, interaction and localization of 

these proteins were changed by PDGF-stimulated NIH3T3 cells. Upon 

treatment with PDGF to induce the lamellarpodian and cell migration, 

dynamin II became markedly associated with myosin II. Grb2 (Growt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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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bound protein 2), 24-kD an adaptor protein, is known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Ras signaling pathway. We further identified Grb2 

associated dynamin II and myosin II in Ras transformed NIH3T3 cells. The 

present results suggested that dynamin II may involve the intermediate 

messenger in Ras signaling transduction pathway leading to membrane 

ruffling and cell migration  

Key words: Dynamin II, NIH3T3, NIH3T3 (ras), Myosin,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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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세포의 이동을 조절하는 단백질들 중 암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몇 가지 

주요 신호전달분자들 즉, ras, rac, rho등의 단백질에 의한 신호전달기작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들 단백질들은 암세포로의 전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6,36)

. 그러나, 이들을 조절하는 관련단백질에 관한 기능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미세구조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암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에서보다 세

포활성이 강하여 형태학적으로 세포성 돌기, 라멜라층판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미세구조적으로도 세포막을 시작으로 endocytosis가 정상적인 세포에 비하여 현저하

게 많이 일어나고, 세포골격성 단백질들의 증가를 동반한다고 보고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포학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비특이적인 세포 이

동의 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Dynamin은 약 100kD의 단백질로 크게 I, II, III 세가지 type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처음 알려진 dynamin I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1)
,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dynamin II에 관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Dynamin I은 신경세포의 신경 연접 부위에서 신경 전달 vesicle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ynamin II는 모든 조직 내에서 발현되며, dynamin III는 생

식 기관 조직에서 국한 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30, 32)

. Dynamin 단백

질은 크게 GTPase, Plecstrin Homologous (PH), Coiled Coil (CC), GTPase 

Effector Domain (GED), Proline Rich Domain (PR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1), 이들 domain의 기능은 일부 규명되어 있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6,7,9,37). 이러한 여러 가지 domain을 지닌 dynamin 단백질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하

여 많은 mutants study들이 수행되었는데, 이들 mutant는 주로 GTPase domain부

분을 mutation시킨 K44E, S45N과 최근에 본 연구자에 의해서 제작되어 그 기능이 

밝혀진 G38V 등이 있다10). 



- 2 -

Fig. 1. Four domains (GTPase, PH, GED, and PRD domain) in dynamin II.

    이러한 mutant들을 통한 초기 연구들은 endocytotic vesicle의 형성이 dynamin

의 GTP의 가수분해에 의해 서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였으나, dynamin 단

백질의 domain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mutant (K694A와 

R725A)들에 대한 실험 결과들은 이러한 초기 이론에 의문이 제기하고있다
11,24,31)

.  

이들의 실험 결과는 dynamin이 직접적으로 vesicle을 membrane으로부터 분리시키

는 역할이 아니라 GTP가 결합 되어있는 active한 form이 vesicle을 membrane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또 다른 단백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13,19,20,25). 따라서, endocytosis에서 dynamin이 관여하는 것은 정론화 되어가고 있지

만, 단지 하나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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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le of dynamin in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

    현재 다른 그룹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dynamin은 세포내 골지체의 vesicle에서

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dynamin이 vesicle 

trafficking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1,14,22,23)

. 또한, 

filopodia에서 actin이 분포하는 부위에서 dynamin이 분포함이 알려지면서 actin과 

결합가능성에 관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8,27)

. 세포이동에 관여하는 

myosin 단백질은 근 수축 운동에서 actin filament와 더불어 sliding기작에 관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Golgi stack내에서 myosin I과 II가 

vesicle 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nonmuscle myosin의 vesicle 

trafficking에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고 있다
3)
(Fig. 3). 실질적으로 세포 내에서 

myosin 단백질처럼 세포의 모든 운동과 형태적인 변화에 관여하는 운동 단백질의 

종류는 몇 않 된다. 이렇게 운동단백질이 vesicle의 trafficking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actin과 결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발표된 몇 편의 연구를 

보면 dynamin과 myosin 그리고 actin 단백질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히 되고 있으나, 아직 이들의 직접적인 상호기작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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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Fig. 3. Binding partners to dynamin protein at the Golgi stack.

    

    현재까지 알려진 세포이동에 관련된 신호단백질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몇 

가지 신호전달과정으로 국한 되어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신호들은 수없이 많은 조합

으로 세포를 특정한 반응으로 이끌게 된다. 따라서, 세포이동을 이끄는 관련 단백질

의 탐색과 기능 규명에 따른 조절은 암세포의 invasion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Fig. 4. Relations of signal transduction pathway between rac and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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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ed by PDGF and LPA.

    상기 언급한 몇 가지 주요 단백질 중 ras 단백질은 세포의 이동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하는 rac과 rho 단백질의 사이에서 세포의 이동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 ras 단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단백질들 중 

dynamin의 새로운 기능의 가능성이 보고됨으로서 이 단백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Fig. 4). 

    따라서, ras oncogene이 과발현되는 세포주를 이용하여 ras 관련 단백질인 

dynamin이 세포골격 그리고 motor단백질과 상호신호체계의 확립과 이에 따른 미세

구조적 분석을 체계화함으로서, 비특이적으로 전이되는 암세포의 이동 기작을 설명

하고 세포이동에 관련된 새로운 단백질의 세포 내 조절 위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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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세포배양 세포배양 세포배양 세포배양 및 및 및 및 PDGF PDGF PDGF PDGF 처리 처리 처리 처리 

   NIH3T3와 NIH3T3 (ras)를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10% FBS, penicillinG, streptomycin sulfate, amphotericin B, 

2-mercaptoethanol)을 이용하여 37 °C 5% CO2 배양기에서 키웠다. 배양된 세포

에 PDGF-BB (Sigma Chem.)를 30ng/mL로 처리하였다. 

2. 2. 2. 2. 단백질의 단백질의 단백질의 단백질의 도메인에 도메인에 도메인에 도메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융합단백질 융합단백질 융합단백질 융합단백질 제작과 제작과 제작과 제작과 분리 분리 분리 분리 정제   정제   정제   정제   

 

    Grb2의 재조합 유전자를 형질 전환시킨 DH5α를 배양하여 ampicillin이 100 

㎍/mL 농도로 들어있는 LB배지 3mL을 37℃에 배양하여 적정 농도가 600㎚ 파장

에서 흡광도가 0.3에 이르렀을 때 IPTG를 1mM이 되도록 첨가한 후 3시간 배양하

여Grb2/Grb2-SH2/Grb2-SH3의 유전자의 단백질발현을 유도하였다. 

Grb2/Grb2-SH2/Grb2-SH3의 재조합 단백질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

양한 균주를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회수하고 12% SDS-PAGE를 수행하여 새로운 

단백질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SDS-PAGE gel상에서 IPTG를 첨가하지 않은 균주

에서 발현되지 않던 단백질이 IPTG를 첨가한 균주에서는 

GST-Grb2/Grb2-SH2/Grb2-SH3의 유전자의 재조합 단백질로 예상되는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항체를 이용한 wetern blot으로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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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Immunoprecipitation Immunoprecipitation Immunoprecipitation Immunoprecipitation (IP)(IP)(IP)(IP)과 과 과 과 Western Western Western Western blotblotblotblot

   Dynamin II 단백질의 세포내 발현과 두 단백질간의 결합과 이동관련 단백질의 

세포내 신호전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NIH3T3와 NIH3T3 (ras) 세포주를 사용

하였다. NIH3T3와 NIH3T3 (ras) 세포를 10 cm dish에 분주하여 세포를 배양하

였다.  48-72시간 사이에 세포를 scrapper를 이용하여 collecting하여 lysis 

buffer (50mM Tris-HCl, pH 7.5, 0.15M NaCl, 1% Triton X-100, 2mM 

dithiothreitol, 1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g/ml aprotinin, 1g/ml 

leupeptin)에 2시간 lysis시켰다. 용해된 세포를 centrifugation (13,000 rpm, 

Eppendorf centrifuge, 20 min) 한 후 supernatant를 취하여 dynamin II, myosin 

II, Grb2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precipitation하였다. Immunoprecipitation한 후 

SDS-polyacrylamide gels에 전기영동하여 nitrocellulose filters (Amersham)로 

transfer하였다. Transfer된 membrane은 5% skim milk (PBST)로 incubation한 

후, 1차 항체로 각각의 항체를 reciprocal하게 이용하고 2차 항체로는 

HRP-conjugated antibody (Upstate Biotechnology Incorporated)를 사용하여 

ECL kit (Amersham)로 각각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단백질의 양은 

Scion Image (Scion Corp. NIH,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4. 4. 4. 공초점레이저현미경분석공초점레이저현미경분석공초점레이저현미경분석공초점레이저현미경분석

   6 well에 cover slip을 넣고 5x10
4
개의 각각의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배양

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고정하고 4% paraformaldehyde (4°C , phosphate buffer, 

pH 7.2)에 10분간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를 0.1% Triton X-100으로 5분간 처

리한 후, 비특이적 항체의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10% BSA (PBS)로 10분간 처

리하였다. Anti-mouse dynamin II, myosin II, Palloidin-actin 등을 비롯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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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차항체로 처리한 후 anti-mouse FITC-conjugated IgG 등 2차 항체를 1시

간 반응시켰다. 반응을 마친 세포는 cold PBS로 수세한 후 Fluorescent Mounting 

Medium (DAKO)을 사용하여 포매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e (TCS400, LEICA, Inc.)를 사용하여, 각 세포내  이동단백질과 

dynamin 단백질의 위치를 확인 관찰하고, SCANware 5.0 (LEICA, Inc.) program

을 사용하여 사진을 얻은 후, Adobe Photoshop software  (Adobe 

Photosystems, Inc. Mountain View, CA)로 분석하였다. NIH3T3, NIH3T3 (ras)

세포에서 두 단백질간의 결합과 기능을 확인하고자, 배양된 세포에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 반응시킨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5. 5. 5. 5. 투과 투과 투과 투과 및 및 및 및 주사전자현미경분석주사전자현미경분석주사전자현미경분석주사전자현미경분석

   

   NIH3T3와 NIH3T3 (ras) 미세구조적인 변화의 분석과 제작된 dynamin 세포주

의 형태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배율의 투과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세포주를 DMEM (10%FBS)에서 배양한 후, 두 세포주의 미

세구조적 형태 분석을 위하여, 6 well에 cover slip을 넣어 5x104개의 세포를 분

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2.5 % 

paraformaldehyde-glutaraldehyde (4°C , phosphate buffer, pH 7.2)에 1시간 

고정한 후, Sorenson's phosphate buffer (4°C , pH 7.2)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1% OsO4 (4°C, phosphate buffer, pH 7.2)로 2시간 후고정 하였다. 이어서 

동일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충분히 세척하여 에탄올 농도상승 순으로 탈수하였다. 

탈수를 마친 조직은 propylene oxide로 치환하여 Epon 혼합액 (Polyscience)에 

포매한 뒤, 진공건조오븐(Yamato, Japan)에서 60°C로 48시간 중합하였다. 포매한 

시료는 ultramicrotome (LKB Co., Sweden)으로 준 초박절편을 제작하여 1% 

toluidine blue (1 % borax)로 염색하였다. 이어서 초박절편을 제작하여 copper 

grid에 부착시킨 다음,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중 염색하여 JE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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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II형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80 kV에서 관찰하였다. 

   각 세포는 3차원적 형태적인 차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4 % glutaraldehyde 

(0.1 M cacodylate buffer, pH 7.2) 용액에 2시간 고정하였다. 동일 완충용액으로 

여러 번 수세한 다음, 증류수로 5분간 수세하고, 에탄올 농도 순으로 탈수한 뒤, 

Hexamethyldisilazane (HMDS, Sigma)로 건조시킨 후, Polaron Sputter Coater 

(Bio-Rad)로 gold plasma를 피복 하였다. 완성된 시료는 JEOL 840A형 주사 전

자현미경으로 15 kV에서 관찰 및 촬영하였다. 

6. 6. 6. 6. 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

통계적인 차이는 student t-검정법을 이용하였으며, p값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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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실험 실험 실험 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NIH3T3 NIH3T3 NIH3T3 NIH3T3 (ras) (ras) (ras) (ras) 세포와 세포와 세포와 세포와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세포의 형태학적 형태학적 형태학적 형태학적 차이 차이 차이 차이 규명규명규명규명

    NIH3T3 세포는 일반적으로 원주형이었으며, 세포의 층은 monolayer를 이루고 

있었고, 세포사이 에서는 contact inhibition이 관찰되었다(Fig. 5a). 고배율의 투과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NIH3T3 세포는 길게 신장된 세포질 돌기를 내고 있었고, 

세포의 앞쪽이 뒤쪽보다 가는 유선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포질의 표면은 매끈하

였으며,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가는 세포질돌기를 뻗고 있음이 관찰되었다(Fig. 5b, c). 

반면, NIH3T3 (ras) 세포는 일반적으로 암조직에서 관찰되는 군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 세포들은 contact inhibion을 하지 않아 무리지어 pile  up되어 있었다 

(Fig. 5d). 이 세포들은 monolayer의 세포에서 세포의 분열을 거듭하여 위로 stack되

어 분열된 세포는 긴 세포질 돌기를 이용하여, 세포무리의 위쪽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세포들은 NIH3T3 세포와 비교하여 좀더 가는 유선의 세포형

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세포의 전방부에는 가늘고 긴 세포질돌기를 내고 있었다(Fig. 

5e). 

    NIH3T3 (ras) 세포의 고배율의 관찰에서, 특이하게도 세포의 표면은 매우 거칠

었으며, 대부분 짧고 가는 미세융모의 형태를 지닌 세포질 돌기로 덮혀 있었다. 기본

적으로 세포와 세포사이는 세포질돌기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이들 돌기를 

중심으로 작고 가는 세포질들에 의해서 NIH3T3 세포에 비하여 좀더 밀착되어 있었

다(Fig. 6a). 또한, 형태적인 계측은 시행되지 못하였나, 관찰된 동일 배율에서 세포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NIH3T3 세포에 비하여 1.5배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었고, 

핵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6b).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NIH3T3 (ras)의 

세포질에는 다수의 공포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사전자현미경에서 관찰된 것과 동

일하게 세포질에 비하여 커다란 핵을 지니고 있었다. 핵은 핵질 내에 전자밀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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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질염색질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활성이 강한 세포임이 사료되며, 핵 주

변을 따라 rER의 구조가 산발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핵의 위쪽 세포질에는 간상형

의 미토콘드리아들이 관찰되었고, 세포질의 전반에 걸쳐 유리 리보솜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세포질의 표면은 작고 가는 미세융모의 형태를 지닌 세포질 돌기들로 거칠게 

관찰되었다(Fig. 6c, d).  

 

Fig. 5. Morphological difference between NIH3T3 and NIH3T3 (ra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 b, c) NIH3T3; d, e) NIH3T3 (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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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ctron microscopy of NIH3T3 (ras). N, nucleus; m, mitochondria; er, 

endoplasmic reticulum; v, vacuole; cp, cel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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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NIH3T3 NIH3T3 NIH3T3 NIH3T3 (ras) (ras) (ras) (ras) 세포와 세포와 세포와 세포와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내 세포내 세포내 세포내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IIIIII의 의 의 의 분포 분포 분포 분포 규명규명규명규명

   

   Confocal microscopy를 이용하여 관찰된 dynamin II 단백질은 NIH3T3 세포에

서 세포질내에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핵주변의 세포질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Fig. 7a). 반면, NIH3T3 (ras) 세포에서는 세포질의 전반에 걸쳐 분포되

었으나, 세포질 쪽에 집중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Fig. 7b). 따라서, NIH3T3 세포에

서 dynamin II 단백질은 세포내성으로 rER (rough endoplasmic reticulum) 부근에

서 강한 면역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합성되는 dynamin II 단백질인 것으로 사료

되며, NIH3T3 (ras) 세포에서 확인된 dynamin II 단백질 분포의 위치는 주로 세포막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Fig. 7. Immunostaining of dynamin II population in a) NIH3T3 and b) NIH3T3 

(ras). Arrows indicate the localization of dynami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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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NIH3T3 NIH3T3 NIH3T3 NIH3T3 (ras) (ras) (ras) (ras) 세포와 세포와 세포와 세포와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에서 세포에서 세포에서 세포에서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 II II II 발현의 발현의 발현의 발현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분석분석분석분석

   NIH3T3 cell에서보다 Ras transformed NIH3T3에서 Grb2와의 결합이 늘어나는 

단백질을 탐색한 결과 dynamin II를 찾게 되었으며(Fig. 8A), Grb2의 SH3 도메인과 

dynamin II의 PRD 도메인이 interaction하였다(Fig.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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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ynamin II associates with Grb2 SH3 domain in NIH3T3 (ras) cells. A) 

Coprecipitated proteins with GST-Grb2 fusion protein in NIH3T3 (ras) cells. 

B) The SH3 domain-mediated binding of Grb2 to dynami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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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IIIIII와 와 와 와 actinactinactinactin의 의 의 의 다른 다른 다른 다른 colocalizationcolocalizationcolocalizationcolocalization

 

   

Phalloidin/FITC                        Dynamin II /Rhodamin Overlap

A A1 A2

B B1 B2

C C1 C2

Phalloidin/FITC                        Dynamin II /Rhodamin Overlap

A A1 A2

B B1 B2

C C1 C2

Fig. 9. Different localization of dynamin II and actin in the same cell. To 

identify of interaction region in cells, we performed three different scanning 

in same cells. Yellow arrows indicate region of colocalization of two proteins. 

A-A2, scan of upper region NIH3T3; B-B2, middle region; C-C2,  botto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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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의 위쪽부위에서는 colocalization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림 9의 B-B2와 

C-C2에서 보는 것처럼, 세포의 중간과 기저부위에서 부분적으로 동일한 부위에서 위

치하는데, 특히 dynamin II는 기저부위의 filament성 actin이 위치하는 부위에서 관찰

되었다(Fig. 9C2). 따라서, dynamin II는 FA (focal adhesion)가 형성되는 기저부위

에서 polymerization된 actin filament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완전한 FA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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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NIH3T3 NIH3T3 NIH3T3 NIH3T3 (ras) (ras) (ras) (ras) 세포에서의 세포에서의 세포에서의 세포에서의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IIIIII와 와 와 와 myosin myosin myosin myosin IIIIIIII의 의 의 의 결합결합결합결합

    Dynamin II와 myosin II의 세포내 결합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상호 IP하여 western으로 확인하였다 (Fig. 10). 우선 dynamin과 myosin

의 항체를 이용하여 IP한 후 NIH3T3와 NIH3T3 (ras) 세포에서 dynamin 항체로 

western하였을 때, NIH3T3 (ras) 세포에서 dynamin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 upper panel). 또한, dynamin과 myosin 항체로 IP한 후 myosin

의 결합유무와 증가를 확인한 결과 NIH3T3 (ras) 세포에서 역시 myosin의 증가를 

확인하였다(Fig. 10, lower panel). 이들 결과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서로 다른 항체

로 IP를 한 후 다른 항체로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상호 단백질에 대해 

NIH3T3 (ras) 세포주에서 증가한 것을 보였다. 

Fig. 10. Dynamin II interacted with myosin II in reciprocal 

immunoprecipitation. Western blotting of the dynamin II and myosin II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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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precipitation each of the antibody. Upper, expression of the dynamin II 

was a largely in NIH3T3 (ras) compare to NIH3T3; Lower, when conduct the 

western blot of myosin II, pattern of its expression was similar to dynamin II. 

The band of lane 3 is slightly shown compare to that of the lane 1. Lane 1, 3 

represent NIH3T3 cell lysates; lane 2, 4 are NIH3T3 (ras) cell lys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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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IIIIII와 와 와 와 myosin myosin myosin myosin IIIIIIII의 의 의 의 colocalization colocalization colocalization colocalization 

    위의 결과를 토대로 세포내 dynamin II와 myosin II의 결합을 확인하였으나, 이

두 단백질이 직접적으로 결합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결합하는 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두 단백질간의 결합형태와 직접적으로 결합한다면 세포내의 어느 부

위에서 결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포면역반응을 실시하여 confocal microscope

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단백질은 직접적인 결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이들 단백질의 세포내 위치는 세포막의 주변부에서 정확하게 colocalization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1). Dynamin II 단백질은 FITC로 labeling되었고 

(Fig. 11a), myosin II는 TRITC로 labeling되어 화살표에서 보는 것처럼 

colocalization된 것이 극명하게 보인다(Fig. 11c). 

Fig. 11. Confocal images of colocalization of dynamin II and myosin II in 

NIH3T3 cell line. The cytoplasmic distribution of the dynamin II was similar 

to that of the myosin II. Exact colocalization was shown in cytoplasm and 

peripheral region of the cell membrane. Bar, 5μm. 

b ca b ca b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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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PDGF PDGF PDGF PDGF 처리 처리 처리 처리 후 후 후 후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IIIIII와 와 와 와 myosin myosin myosin myosin IIIIIIII의 의 의 의 

colocalizationcolocalizationcolocalizationcolocalization

    세포내에서 dynamin II와 myosin II의 결합을 확인한 후, 실질적으로 이 두 단백

질의 결합이 세포의 이동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포신호전달 중 rac신호전

달체계를 자극하는 PDGF를 처리한 후 dynamin과 myosin의 변화된 세포내 위치를 

확인하였다(Fig. 12). 

Fig. 12. Localization of dynamin II and myosin II was changed by stimulation 

of PDGF at 30ng/mL. Dynamin II was associated with myosin II at the cortical 

membrane ruffles in PDGF stimulated NIH3T3 cells. Upper panels, Starvation 

for 18hr; Low panels, 30min. Bar, 5μm.

a2 a3

b2 b3

a1

b1

a2 a3

b2 b3

a1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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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GF를 처리하기 전인 세포에서는 전과 동일한 (Fig. 11) 세포내 위치가 확인되

었으나(Fig. 12a1-3), 30ng/mL의 농도로 30분간 PDGF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세포의 

이동을 나타내는 cortical membrane이 ruffled된 곳에서 이두 단백질의 이동이 관찰

되었다(Fig. 12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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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8. PDGF PDGF PDGF PDGF 처리 처리 처리 처리 후 후 후 후 NIH3T3 NIH3T3 NIH3T3 NIH3T3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IIIIII와 와 와 와 myosin myosin myosin myosin IIIIIIII의 의 의 의 결합결합결합결합

    Confocal microscopic 실험을 통하여 얻은 두 단백질이 세포이동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세포가 이동할 때 증감의 여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단백질

의 결합이 어떤 상태로 세포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생화학적인 결합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 PDGF를 처리한 후 myosin 항체로 immunoprecipitation하여 

dynamin의 증감을 알아보았다(Fig. 13).

Fig. 13. Dynamin II binding to myosin II is increased by treatment of PDGF at 

30ng/mL. A histogram showed the intensity of the expressed dynamin I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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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GF-stimulated NIH3T3 cells (Means ± S.D. for n= 4 separate cell 

preparations; *P<0.05 versus 5mins, Students t-test). Western blot of the 

anti-myosin immuprecipitates with dynamin antibody showed the increasing 

pattern by PDGF stimulation. Lane 1, starvation for 18hr; 2, 5min; 3, 10min; 

4, 30min.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NIH3T3세포주에 PDGF를 처리하기전, 처리후 5분, 10분, 

30분대의 myosin과 결합된 dynamin 단백질의 증감을 확인 한 결과, 흥미롭게도 세

포의 이동이 자극 받음으로서 myosin 단백질과 결합하는 dynamin의 양이 증가한다

는 것을 알게되었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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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9. 9. NIH3T3 NIH3T3 NIH3T3 NIH3T3 (ras) (ras) (ras) (ras)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세포내에서 dynamin dynamin dynamin dynamin IIIIIIII와 와 와 와 myosin myosin myosin myosin IIIIIIII의 의 의 의 결합에 결합에 결합에 결합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Grb2Grb2Grb2Grb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dynamin 단백질은 세포의 이동과 형태의 변화에 관련

있는 myosin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서 세포의 이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단백질은 ras oncogene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실질

적으로 ras 단백질이 과발현된 세포가 이동할 때 dynamin이 어떤 주변 단백질과 결

합함으로서 myosin과 연관되어 신호를 전달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Fig. 14. Westen blot of the Grb2 after immunoprecipitation of dynamin II and 

myosin II antibodies. A histogram showed the intensity of the expressed Gr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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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dynamin II and myosin II (Means ± S.D. for n= 4 separate cell 

preparations; *P<0.05 versus 5mins, Students t-test). 

    따라서, 이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ras oncogene과 상호작용하는 Grb2 단백질

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ynamin II 와 myosin II 단백질의 항체를 이용하여 

IP한 후 Grb2 단백질의 증감여부를 NIH3T3와 NIH3T3 (ras) 세포에서 확인하였다

(Fig. 14).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dynamin II 단백질과 결합하는 Grb2의 양은 

NIH3T3 (ras) 세포가 NIH3T3 세포에서보다 증가되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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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총괄 총괄 총괄 총괄 및 및 및 및 고안고안고안고안

Ras oncogne이 형질도입된 NIH3T3 세포는 contact inhibition이 소실되고 형태

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5,15).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NIH3T3 (ras)

에서 ras 단백질이 NIH3T3 세포주와 비교하였을 때 과발현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data not shown). 다음으로 전자현미경과 면역형광염색법으로 세포의 3차원적 외부 

형태와 내부 미세구조 등을 두 세포에서 비교한 결과 위에서 보고된 바와 동일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s. 5, 6). 

Dynamin II와 결합하는 세포골격관련 단백질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dynamin과 myosin항체를 이용한 IP를 시행하였다. Dynamin II와 myosin II의 면역

침강물은 SDS-PAGE를 이용하여 immunoblot인 western blot을 시행하여 각각 

dynamin II와 myosin II항체를 이용하여 상호교환적으로 결합반응을 확인하였다 

(Fig. 10). Myosin 항체와 더불어 면역침강된 것은 100-kD인 폴리펩티드로서, 

dynamin 항체에 의해 확인되었다. 반대로, myosin II는 dynamin II 면역침강물에 의

해서 그존재가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dynamin의 발현이 NIH3T3 세포와 비교하였

을 때  NIH3T3 (ras) 세포에서 myosin 단백질과 더불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0upper). 이 결과와 일치하게, myosin의 발현 또한 dynamin과 더불어 증가함

을 myosin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Fig. 10lower). 막에 대한 

Coomassie blue (CB)염색에서 Dynamin과 myosin으로 침강된 총단백질에서 비록 

몇 개의 작은 band들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western blot의 결과와는 차이점이 보이

지 않았다 (data not shown). Dynamin 단백질은 몇 개의 기능적인 도메인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GTPase domain, a pleckstrin homology (PH) domain, a coiled-coil 

domain 그리고 a proline-rich domain (PRD) 등이 있다
10,28)

. 이들 domain들 중, 

PH domain은 수많은 세포내 신호전달물질과 세포골격성 단백질들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7,18,29). 특히 myosin II은 CHO 세포주에서 PH domain에 대한 결합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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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34).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더 수행되어야 하겠

지만, 이러한 선행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dynamin II의 PH domain을 통하여 

myosin II와 직접적인 결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yosin II와 더

불어 dynamin II의 높은 발현은 아마도 ras oncogen이 과발현된 NIH3T3 세포에서

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IP를 이용한 두 단백질간의 상호 결합여부를 좀더 확증하기 위하여, NIH3T3 세

포주에서 dynamin II와 myosin II의 colocalization을 면역형광세포염색법을 이용하

여 관찰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면역형광염색을 한 것으로 dynamin과 

myosin의 항체를 이용하였다(Fig. 2). Dynamin II의 세포내 분포와 위치를 확인한 

결과 a punctuate staining 패턴이 세포질 내에서 관찰되었으며 특히 핵주변부와 세

포막 근처에서 강한 발현을 나타냈다(Fig. 11a). 또한, NIH3T3 세포주에서 mysoin단

백질의 세포내 분포와 위치는 dynamin과 유사하게 관찰되었다(Fig. 11b). 이 두 단

백질에 대한 각각의 세포내 분포는 이전에 보고된 논문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 하였

다
3)
(data not shown). 이 두 단백질의 중첩된 상을 통하여, 두 단백질의 

colocalization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Fig. 11c). 핵 주변의 위치를 제외하고, 

세포막주변에서 나타난 colocalization은 이미 발표된 다른 결과와 비교해보면 세포의 

확장과 이동할 때 관찰되는 lamellipodial extention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1)

.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된 생화학적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두 단백질의 결합을 확

증하는 자료들이다(Fig. 10). 

NIH3T3 (ras) 세포에서 이 두 단백질의 결합이 증가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NIH3T3 세포주를 PDGF로 처리하였는데 이 PDGF는 rac 단백질을 통한 ras 단백질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PDGF로 자극받은 NIH3T3 세포

에서 dynamin II가 myosin과 더불어 colocalization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dynamin과 myosin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형광세포염색법을 시행하였다(Fig. 12). 대

조군의 세포에서, dynamin은 세포막 주변을 따라서 cortical rim 부분에 위치하였고 

세포막에 punctuate spots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 세포에서는 cortex에서 dynamin

과 myosin의 약한 colocalization이 관찰되었다(Fig. 12a1-a3). 그러나 PDGF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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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후 NIH3T3 세포는 이동세포가 지니는 극성을 지닌 형태학적인 특징으로 바뀌

었으며(Fig. 12b1-b3)
2,33)

, dynamin과 myosin의 분포가 극명하게 변하여 세포의 

ruffling edge부분으로 응집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dynamin의 세포내 위치의 재

배열은 PDGF를 처리한 세포의 세포막 주변부에서 관찰된 다른 연구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 

상기의 결과를 생화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PDGF를 처리한 NIH3T3 세포를 

myosin 항체를 이용하여 IP 실험을 수행하였다. Dynamin II 단백질은 dynamin II 항

체를 이용하여 PDGF를 처리한 NIH3T3 세포와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서 western 

blot하였다. 이의 결과로 myosin II와 더불어 면역 침강된 dynamin II의 양이 증가함

이 확인되었다(Fig. 13). 이 실험조건은 dynamin II와 더불어 시행된 myosin II의 증

가 양도 동일하게 나타났다(data not shown). 흥미롭게도 myosin으로 IP된 dynamin 

II의 발현은 대조군의 NIH3T3와 비교하였을 때 PDGF를 처리한 후 30분대에서 약 

2.5배 정도 증가하였다(Fig. 13). 

Grb2는 다양한 세포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36,38)

. 

또한 Grb2는 RTK (th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rosine kinase)를 연

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ras단백질을 활성화 시켜 ras 단백질의 하위 신호전달 그

룹인 kinase, ERK1, 2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 Ras 단백질은 

monomeric GTPase의 커다란 superfamily에 속하여 두 개의 다른 subfamily를 포

함하고 있다: Rho 와 rac 단백질들은 세포표면의 수용체로부터 신호를 전달하여 

actin 세포골격으로 전달하고 rab family는 세포내 이동 vesicles의 운송을 조절하는

데 관련되어 있다
16,17,35)

. 따라서, myosin에 결합하는 dynamin이 Grb2와 연관된 신

호전달과정을 통하여 조절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IP를 통해 Grb2의 단백질 발현

을 확인하였다. Grb2 단백질은 NIH3T3 세포주와 비교하였을 때 NIH3T3 (ras) 세포

주에서 dynamin II과 더불어 발현이 증가하였는데(Fig. 14), 이 결과는 선행된 실험

에서 예측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38). Myosin 항체로 IP한 후 NIH3T3와 NIH3T3 

(ras) 세포주에서는 발현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myosin 단백질에 결

합된 Grb2의 양은 NIH3T3 (ras) 세포주에서 dynamin 항체로 IP 했을 때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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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dynamin II와 myosin II의 

결합 신호는 ras-Grb2 신호전달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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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Dynamin의 도메인은 막의 위치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actin과 관련된 세포이동에 관여할 것이라는 연구는 현재 진행된 것이 없다. 본 연구

에서는 상호교환적인 면역침강염색법과 다양한 생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myosin II

가 dynamin II의 새로운 결합 동반자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초점

현미경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생화학적인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현미경적 연구를 

통하여 얻은 중요한 발견은 dynamin과 myosin 단백질이 PDGF를 처리하였을 때 세

포의 이동이 일어나고 actin단백질의 중합이 일어나는 시기에 핵주변부에서 ruffled 

lamellapodial extention으로 자리바꿈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dynamin II와 myosin 

II 단백질 사이에 Grb2라는 adaptor단백질의 분자적 연결은 dynamin II 가 ras 신호

전달과정의 중간 매게 분자로서 세포이동과 membrane ruffling을 유도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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