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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C57BL/6J ob/ob 생쥐의 Tat polypeptide 처리시 지방조직과 간장에서 변
화되는 mRNA 수준에서 유전자의 발현 변화 연구

비만은 선진국울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주요 만성 질환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을 하나의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하
고,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HIV-1(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의하여 유발되는 AIDS 환자에서 식욕 감퇴, 체
중 감소 등의 현상이 관찰되며, 체온의 상승에 의한 에너지 소비 증가와 
hyperglyceridemia 등의 대사 이상에 의하여 체중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주
목하였다. 우리는 HIV-1의 유전자 산물이 에너지 소비 증가와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일련의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HIV-1 
바이러스의 전사 및 복제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하나인 Tat 단백질이 체
중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생체 내에는 여러 형태의 Tat(a.a. 101)가 존재하는데 72개의 아미노산으
로 구성된 Tat도 Tat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 우리는 Tat의 
K28A, K50A 변이형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비만 생쥐 모델인 C57BL/6J 
ob/ob 생쥐에 GST 혹은 GST-TatdMt 재조합 단백질을 제조, 투여한 결
과, 대조군(GST)에 비하여 산소 소비량의 현저한 증가, 발열 반응이 증가
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현저한 지방조직 특이적인 체중 감소를 
보였다. 

우리는 지방조직  감소를 유발하는 기전을 연구하고자, 지방산 대사 유전
자와 콜레스테롤 합성 유전자와 저장지방(triglyceride) 합성유전자, 에너지 
소비와 발열 반응 관련 유전자, 지방 대사 관련 전사인자, 인슐린 관여 유
전자의 발현 변화를 간장, WAT 조직에서 분리한 total RNA를 이용 
Northern blot 으로 추적하고, 그 외에 변화하는 유전자를 Northern blot, 
microarray, Elisa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혈관생성에 관련 유전자인 VEGF-D가 가장 크게 발현
이 증가했고, AC-7, IRS, IR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cytokine 인 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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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 Interferon γ이 증가하였다. 에너지 소비, 발열 반응 관여 유전자인 
β-AR, COXII, Cytochrome C, PGC1 등은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들의 
downstream 에 작용하는 저장 지방의 분해효소인 HSL의 발현이 증가하였
다. β-oxidation 관여 유전자인 CPT와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NOS가 증가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는 그 발현이 증가하였는
데, 예외적으로 Ap2, ACS, malic enzyme 등은 발현이 감소했고, 지방세포 
분화에 관련된 전사인자인 C/EBP a, β는 발현이 감소하였다.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인 HMG CoA synthase, reductase와 squalene synthase, LDL 
receptor 등도 발현이 증가하였다.  
  유전자 수준에서 TatdMt에 의한 체중감소는 다음과 같은 기전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β-AR, VEGF-D receptor, cytokine 
receptor를 통한 주요 3개의 경로로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킨다. TatdMt는 
동물의 지방조직에서 β-AR, VEGF-D 유전자의 표현과 혈청 내의 TNFa, 
IL-6, IFN-γ의 표현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이들의 증가는 β-AR의 경우, 
HSL을 통하여 지방산 분해를 촉진하고, VEGF-D, cytokines 등은 eNOS, 
eNO/GMP 생성을 통하여 지방 분해나 미토콘드리아의 발열반응
(thermogenesis) 를 촉진하였다. Cytokine은 수용체에 작용하여 핵에서 대
사, 발열 관련 유전자의 발현에 중요한 PGC-1의 발현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에 의하여 PGC-1, Cytochrome C, COXII의 발현을 증가시켜 미토콘드리
아에서 지방산 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Tat, C57BL/6J ob/ob 생쥐, HIV-1, 지방세포, 비만 



- 3 -

C57BL/6J ob/ob 마우스의 Tat polypeptide 처리시 지방조직과 간장에
서 변화되는 mRNA 수준에서 유전자의 발현 변화 

(지도교수 허만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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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동물의 체중은 음식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 유지된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으면 비만이 발생된다. 비만
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1,2,3. 남자는 체중의 20-50% 이상, 여자는 
체중의 30-3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판정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은 과다한 식이, 활동부족, 유전적 요인, 중추신경계 이상, 호
르몬, 심리적 장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인 등 다양하다. 정상량의 식이
를 섭취하더라도 활동량이 적어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면 비만이 생길 수 
있으며, 비만인들의 운동량이 부족한 소극적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비만한 아동의 60-80%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모두가 비
만함이 알려져 있다. 비만이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암 등 각종 만성성
인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996년
에 비만을 하나의 만성질환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 예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조직이 단순히 수동적인 에너지 저장고라는 개념에서 에너지 대사를 
비롯한 체내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생
각되면서 지방 세포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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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cytokine, hormone, lipid 들이 다양한 신호 전
달 물질로 작용하고 이러한 물질의 비정상적인 분비가 비만, 당뇨와 같은 
성인병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비만과 유전적 요인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leptin 유전자의 클로닝 및 기능에 규명에 의하여 처
음으로 밝혀졌다. Leptin 유전자는 염색체 6번에 위치하며, 주로 지방조직
에서만 발현된다. C57BL/6J ob/ob 비만 생쥐에서는 중요한 호르몬인 
leptin의 기능이 결핍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leptin은 시
상하부에 leltin 수용체에 결합하여, 에너지 소비, 당 대사, 지질 대사, 음식 
섭취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 동물의 행동을 조절하여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방지한다1,3. 그러나, leptin 분비량이 결핍되면, 신호를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leptin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여, lelptin에 의한 식욕조절을 포함한 여러 
조절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비만이 유도된다. 이 경우 leptin을 복강 
내로 주사하면, 에너지 소비, 당 대사, 지질 대사, 음식 섭취에 관련된 유전
자 발현, 동물의 행동들이 정상으로 복구된다. 반면에 leptin 수용체가 망가
진 db/db 생쥐의 경우, leptin을 복강 내 주사가 식욕, 체중, 체지방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leptin이 수용체에 작용하여야만 그 작
용을 발휘할 수 있으며, leptin과 leptin 수용체가 비만에 관련된 중요 유전
자임을 나타낸다. leptin이 결핍되면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식욕이 왕
성, 비만하게 된다.  leptin과 췌장 β 세포에서 분비되는 insulin, 식욕 억제
자인 PYY, GLP-1, CCK 등은 CNS에 식욕 억제 신호를 보내고, 위와 장
에서 분비되는 Ghrelin은 식욕 자극 신호를 CNS에 보낸다. CNS는 식욕과 
에너지 소비, 호르몬, 성장 등을 조절한다3. Leptin은 중추신경(central 
nervous system)에 의하여 조절되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 지방, 근육 조직에서 leptin의 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4.

우리는 HIV-1(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의하여 유발되는 
AIDS 환자에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등의 현상이 관찰되며, 체온의 상승
에 의한 에너지 소비 증가와 hyperglyceridemia 등의 대사이상에 의하여 
체중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HIV-1의 유전자 산물이 에
너지 소비 증가와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일련의 동
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HIV-1 바이러스의 전사 및 복제에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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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하나인 Tat 단백질이 체중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5,6,7. Tat는 HIV 바이러스의 long terminal repeat (LTR) promoter에서 
TAR(transactivation responsive) 라는 short nascent-stem-bulge -loop 
leader RNA에 결합하고 있는 전사 활성자이며, 5개의 domain으로 구성된
다. Domain 1(1-20a.a) 은 구조의 안정성에 관여하고, domain 2(21-40a.a) 
는 cystein을 많이 포함한 지역이다. domain 3(41-48a.a) 은 HIV-1, 
HIV-2, SIV Tat에서 발견되는 RKGLGI motif를 포함하고, domain 
4(49-72a.a) 는 염기성 아미노산이 많은 지역(RKKRRQRRR)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domain 4는 TAR에 결합하는 부위이고, 핵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PTD(protein transduction domain)을 포함한 지역이므로 Tat의 활
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부위이다5. 

실험에 사용된 TatdMt는 AIDS 환자에서 관찰되는 여러 유형의 Tat 중
에  72개의 아미노산을 가지며 K28A, K50A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C57BL/6J ob/ob 생쥐에 복강내로 매일 300㎍ 재조합 단백
질을 주입한 동물 실험을 통하여 체중감소와 지방조직 특이적인 크기 및 
무게 감소를 유발함을 발견하였다. TatdMt를 100일 동안 처리한 
C57BL/6J ob/ob 생쥐에서 total RNA를 추출하여 유전자 발현변화를 추적
함으로서, TatdMt 폴리펩타이드에 의한 지방 조직 감소기전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에이즈 환자의 lipodystropy 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
였다.  

지방산, triglyceride, cholesterol의 합성 및 분하여, 지방 분화 등에 관련
된 전사인자, 에너지대사, 발열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 cytokine, insulin 작
용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가, 지방 감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의 유전자들을 선택하여 Northern blotting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리고, 고집적 microarray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변화 추적 실험을 통
하여 지방감소의 기전을 규명하였다.
  TatdMt 과발현되는 형질전환 생쥐를 제작하여 β-oxidation, locomotor 
activity, cold tolerance 등 생리학적 성질을 조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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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ptin과 비만의 연관성. 정상적으로 leptin이 분비되면 
hypothalamus(시상하부)에서 에너지 소비와 음식 섭취, glucose 대사를 조
절하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a) leptin 분비가 없으면, 비만이 발생한다. 
(b) 비정상적으로 leptin이 적으면 지방의 부피가 증가한다. 지방 부피는 
leptin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때까지 증가하였다. (c) 또한 비만은 정상보다 
leptin resistance가 증가하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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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nergy Balance System의 조절자들과 생체 기능 조절. Leptin과 췌
장 β 세포에서 분비되는 insulin, 식욕 억제자인 PYY, GLP-1, CCK 등은 
CNS (중추신경계)에 식욕 억제 신호를 보내고, 위와 장에서 분비되는 
Ghrelin은 식욕 자극 신호를 CNS에 보낸다. CNS는 식욕과 에너지 소비, 
호르몬, 성장 등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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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at polypeptide의 구조 및 기능. Tat는 5개의 domain으로 구성되
어 있다. Domain 1, 기능에 중요하지 않음; Domain 2, 7개의 cysteine 아미
노산 보유; Domain 3, HIV-1, HIV-2, SIV 등에 잘 보존된 RKGLGI motif 
포함. 1-48 a.a.는 HIV-1 Tat의 전사활성인자로 작용 가능한 최소 단위; 
Domain 4, 49-72 a.a.는  basic  RKKRRQRRR  motif (50-57a.a.) 포함. 
TAR RNA 결합능을 보유하며, 핵내로의 침투에 중요한 PTD-domain 
(47-57a.a.) 포함. Domain 5: 73-101a.a., 제2 exon 부위 1-72a.a. 제 1 exon 
부위임. TAK: Tat associated kinase, DNA-PK: DNA protein kinase,  
PKR: protein kinase R, HAT: histone acetyltransf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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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Northern blot (mRNA 수준에서 에너지 대사 유전자 발현) 

가. 지방대사와 에너지 대사 관련 유전자 cloning

 지방대사와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46개의 유전자 를 선택하였다. 각각 N
말단에서 약 500 bp를 PCR 방법으로 증폭하여 TOPO TA cloning kit 
(Invitrogen, Carlsbad, Canada)의 pTopo3.1 vector에 삽입하였다(표1). 
Oligo는 생쥐 cDNA library를 주형으로 하여 10× NOVA Taq Buffer, 
NOVA Taq polymerse (Genemed, PA, USA), 2.5mM dNTP와 혼합하여 
PCR (PCR 조건: 변성 94℃, 5분; 증폭 94℃ 30초, 60℃ 40초, 72℃ 1분 30 
cycles; 최종 신장 72℃3분) 하였다.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으로 분리
하고 Ultraclean 15 elution kit (MOBIO, Solan beach, Canada)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DNA를 pTopo3.1 vector와 ligase (Roche, Indianapolis, 
USA)로 접합한 후 transformation 방법으로 X-gal, IPTG가 첨가된 LB 
ampicillin agar plate에 도말한 후 37℃에서  배양하였다. Plate에 성장한 
colony중 흰색 colony를 선택하여, 2× TY 배지(Ampicillin 100 mM 포함) 
3 ml에 배양하였다. 배양된 박테리아 세포에서 plasmid DNA를 mini-scale 
alkialine-lysis 방법으로 순수 분리한 후, BamHI, 및 XhoI (NEB, MA, 
USA)로 절단하였다. agarose gel 전기영동 분리하여 500bp band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cloning 여부를 확인하였다. 잘라낸 조각을 Northern blot
에 사용하였다.
 지방세포 분화, 지방산 대사 관련 유전자인 Sp1, FBI-1, SREBP1, 

PPARα, Resistin, Leptin 은 cloning되어있는 plasmid의 N 말단에서 부터 
약 500bp를 잘라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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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orthern blot에서 probe로 사용된 유전자의 cloning에 이용한  
primer.

Function Gene name Primer (Forward, Reverse)

Cholesterol 
metabolism

Cyp51(Lanosterol 
14α-dimethyl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
TGGAGCAGGTGACAGGAGGCAAC-3'
 Reverse primer 5'-GATCCTCGAGTTGAAA
 GTATTCCTTTGCTTCTTTT-3'

FDS(Farnesyl 
diphosphate 
synth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AATGGGAACCAGAAATTGGAT-3'
Reverse primer 5'-GATCCTCGAGTGTCTG
ATAGGAACTCTGCAGAAAG-3'

LDL receptor 
(Low density 
lipoprotein)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AGCACCGCGGATCTGATGCGT-3‘
Reverse primer 5'-GATCCTCGAGGAGGCC
CAAAGACTGGGGATGCAT-3'

Squalene    
synth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AGTTCGTCAAGTGTCTAGGC-3'
Reverse primer 5'-GATCCTCGAGGTCCTG
TTTGGAGGTCACATCCTTG-3'

Triglyceride 
synthesis 

gene

GPA(Glycerol-3-p
hosphateacyltransf
er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AGGAGTCTTCAGTGACAGTT-3'
Reverse primer 5'-GATCCTCGAGTTTCAC
CTTCTGGATGGCTTTGGA-3'

SCD-1(Stearoyl 
CoA desaturase1)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CCGGCCCACATGCTCCAAGAG-3'
Reverse primer 5'-GATCCTCGAGGTGAGG
GCGGCGTGTGTTTCTGAG-3'

SCD-2(Stearoyl 
CoA desaturase2)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CCGGCCCACATACTGCAAGAG-3'         
Reverse primer 5'-GATCCTCGAGGGCGTG
TGTTTCTGAGAACTTGTG-3'

HSL(Hormone 
sensitive lip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ATTTACGCACGATGACACAG-3'
Reverse primer 5'-GATCCTCGAGGCGGCC
GTAGAAGCAGCCTTTGTGT-3'

Fatty acid 
metabolism

ACS(Acetyl CoA 
synthet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GGCTTCCCGAGGAGCGGCGC-3'
Reverse primer 5'-GATCCTCGAGCATGTA
GATGGCCACTCGGTCA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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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Gene name Primer (sense, antisense)

Fatty acid 
metabolism

ACL(ATP citrate 
ly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TCAGCCAAGGCAATTTCAGAG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TCTT
AATGTCCTCGGTATTCAG-3

AP2(Adipocyte 
Protein 2)

Forward primer 5'-GATCGGATCCACCATG
TGTGATGCCTTTGTGGGAACC-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ATGC
CCTTTCATAAACTCTTGT-3'

Cox(Cyclooxygenase) 
receptor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CTCTTCCGAGCTGTGCTGCTC-3'
Reverse primer 5'-GATCCTCGAGAACCTT
TTCCAGCACTTCTTTTGA-3'

FAS(Fatty acid 
synth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AGGAGGTGGTGATAGCCGGT-3'
Reverse primer 5'-GATCCTCGAGTGCCAG
CAAGCTGGAGGAGCAGGC-3'

Malic enzym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AGCCCCGAGCCCCCCGCCGC-3'
Reverse primer 5'-GATCCTCGAGCATCCC
ATTACAGCCAAGGTCTCCC-3'

Energy 
expenditure 

genes

β1-AR(Adrenergic 
receptor β1)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GCGCGGGGGCGCTCGCCCTG-3'
Reverse primer 5'-GATCCTCGAGCTGGTA
GCGAAAGGGCGACGTGATG-3'

β2-AR(Adrenergic 
receptor β2)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GGCCACACGGGAACGACAGC-3'
Reverse primer 5'-GATCCTCGAGCAAAAA
GGAGGTAAGGCCAGATACA-3'

β3-AR(Adrenergic 
receptor β3)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CTCCGTGGCCTCACAGAAAC-3'
Reverse primer 5'-GATCCTCGAGAAAGGA
CACGGCAGCGGACACGATC-3'

UCP1(Uncoupling 
protein 1)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TGAACCCGACAACTTCCG-3'
Reverse primer 5'-GATCCTCGAGTTATGT
GGTACAATCCACTGTC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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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Gene name Primer (Forward, Reverse)

Energy 
expenditure 

genes

UCP2(Uncoupling 
protein 2)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TTGGTTTCAAGGCCACAG-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AGAA
AGGTGCCTCCCGAGATTG-3'

UCP3(Uncoupling 
protein 3)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TTGGACTTCAGCCCTCCGAAG-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AAAA
CGGAGATTCCCGCAGTACC-3'

Cytochrome C 
Forward primer 5'-GATCGAATTCAGTTGC
ACCTTACATCTTGGCCTC-3'
Reverse primer 5'-GATCCTCGAGTAACAA
TCAAAAATATCAACCTTT-3'

Cytochrome C 
oxidase II(COX II)

Forward primer 5'-GATCGAATTCACCATG
GCCTACCCATTCCAACTTGGT-3'
Reverse primer 5'-GATCCTCGAGTTAAAT
TATTGAAGCAGATCAGTT-3'

PGC-1(PPAR γ 
coactivator 1)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CTTGGGACATGTGCAGCCAA-3'
Reverse primer 5'-GATCCTCGAGATGGTT
CTGAGTGCTAAGACCGCTG-3'

Transcrption 
factors

FoxC2(Murine 
forkhead/winged 
helix gene, MFH1) 

Forward primer 5'-GATCGGATCCACCATG
GAGGCGCGTTACTCGGTATCGGAC-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AGTA
TTTGGTGCAGTCGTAAGAGT-3'

RARa(Retinoic acid 
receptor a) 

Forward primer 5'-ACCCAGAGGATCCGTT
CTGAAGAGATAGTGCCCAGCCCTCC-3'
Reverse primer 5'-GCTCTCTCTAGACTCG
GGCTTGGGCACCTCCTTCTTCTTCTT-3‘

RXRa(Retinoic X 
receptor a)

Forward primer 5'-ATCAAGTCTAGACTGG
GCTCAATGGCGTCCTCAAGGTCCCC-3‘
Reverse primer 5'-CACCGGGGTACCCTCG
TTGGCGCTGCTGGTCGACTCCAC-3‘

PPARγ(Peroxisome 
proliferator ac 
tivatedreceptor γ)

Forward primer 5'-GCAATCTCTAGAGAGC
CTGCATCTCCACCTTATTATTCT-3‘
Reverse primer 5'-CAGCTGGGTACCATCA
CTGGAGATCTCCGCCAACAGCTTCT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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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Gene name Primer (Forward, Reverse)

Transcription  
factor

C/EBPa(CCAAT/e
nhancer binding 
protein a)

Forward primer 5'-GGGCTGGGGATCCCGC
ACCCCGACCTCCGCGCGATGGCG-3‘
Reverse primer 5'-AGGGCGGTCTAGACAG
CCGCGCGCCTCACGCGCAGTTGCCCAT-3‘

C/EBPβ(CCAAT/e
nhancer binding 
protein β)

Forward primer 5'-GCCGGGCGGATCCCCT
CGCAGGTCAAGAGCAAGGCCAAG-3‘
Reverse primer 5'-GAGCTACTCTAGACTA
GCAGTGGCCGGAGGAGGCGAGCAG-3‘

C/EBPδ(CCAAT/e
nhancer binding 
protein δ)

Forward primer 5'-TCGCCGGGGATCCCGC
GCAGCAGCCCCAGGCAGACCCCCGCG-3‘
Reverse primer 5'-CGGGTCTCTAGAATGG
GTCGTTGCTGAGTCTCTCCCGCC-3‘

Cytokine

TNFa(Tumor ne
crosis factor a)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TCGGCTCCAGGACCTTACC-3'
Reverse primer 5'-GATCCTCGAGCTACAA
GCGCTTGTAGGTGCCCA-3'

TGFβ(Transformin
g growth factor  β)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CCGCCCTCGGGGCTGCGGCTA-3'
Reverse primer 5'-GATCCTCGAGATGTTG
CTCCACACTTGATTTTAAT-3'

Plasma 
lipoprotein 
metabolism

HDL receptor
(High density 

lipoprotein)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GCGGCAGCTCCAGG-3'
Reverse primer 5'-GATCCTCGAGGCCCAT
GGTGACCAGCGCCAAGGT-3'

LPL(Lipoprotein 
lipase)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GAGAGCAAAGCCCTGCTCCT-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AGCC
AGACTTCTTCAGAGA-3'

Hormones

Acrp30(Adiponectin
)

Forward primer 5'-GATCGGATCCACCATG
GTACTGTTGCAAGCTCTCCTGTTC-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AGTT
GGTATCATGGTAGAGAAGAA-3'

Adipsin
Forward primer 5'-GATCGAATTCAACCAT
GCACAGCTCCGTGTACTTCG-3'
Reverse primer 5'-GATCCTCGAGTCAGGA
TGTCATGTTACCATT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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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Gene name Primer (Forward, Reverse)

Insulin 
related gene

Insulin
Forward primer5'-GATCGGATCCAACCAT
GGCCCTGTTGGTGCACTTCCTA-3'
Reverse primer5'-GATCCTCGAGTTAGTT
GCAGTAGTTCTCCAGCTG-3'

IR(Insulin receptor)
Forward primer5'-GATCGGATCCAACCAT
GGGCTTCGGGAGAGGATGTGAG-3'
Reverse primer5'-GATCCTCGAGCACAGA
ATCCAGGATACGGGACCA-3'

IRS1(Insulin recept or 
substrate 1)

Forward primer5'-GATCGGATCCAACCAT
GGAGAGCCCTCCGGATACCGAT-3'
Reverse primer5'-GATCGCGGCCGCGCCC
TTGGGTTTCAGGATAACCTG-3'

GLUT4(Glucose 
transporter 4)

Forward primer5'-GATCGAATTCAACCAT
GCCGTCGGGTTTCCAGCAGATC-3'
Reverse primer5'-GATCCTCGAGATGAGT
GGGGGCGATTTCTCCC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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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atdMt를 처리한 C57BL/6J ob/ob 생쥐에서 total RNA분리

TatdMt를 매일 300㎍씩 주입한 C57BL/6J ob/ob 생쥐를 약 100일 후에 
간장조직과 백색 지방조직 (white adipose tissue, WAT)을 잘라내어, 액체 
질소에 급속 냉동 후, 막자 사발에서 잘게 가루로 만든 후, 100 mg당 
TRIZOL Reagent (Invitrogen, Aukland, New zealand) 1 ml 을 혼합한 
후, homogenizer로 균질화시켰다. 1.5ml eppendorf tube에 조직 실온에서 
5 분간 incubation 하였다. Chloroform 0.2ml을 첨가하여 vortexing 하고 
실온에서 10분간 incubation 한 후, 4℃ 에서 15 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
액을 새로운 1.5ml micro-centrifuge tube로 옮긴 후, isopropanol 0.5 ml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10분 incubation 하였다. 4℃에서 8분간 원심분리한 
후, pellet 을 취하여 75% 에탄올 1 ml 첨가 후 4℃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
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air dry하여 diethylpyrocarbonate  (DEPC)처
리된 증류수에 녹인다.

다. Northern probe의 제조

 Cloning된 지방대사와 에너지 대사 관련유전자의 DNA들을 제한효소로 
잘라낸 후, agarose 전기영동을 통하여 분리 정제하였다. 정제된 DNA와 
Rediprime II Random primer labeling system (Amersham Bioscience, 
England) ramdom hexamer oligonucelotide primer, Klenow 효소, dNTP 
mix (minus dCTP)을 혼합하고 동위원소인 alpha-32P-dCTP 와 혼합하여 
labeling 한 후, 에탄올 침전법을 이용하여 probe를 제조하였다.

라. Northern blotting assay

Agarose 0.7g, ddH2O를 58 ml을 혼합하여 녹인 후, 60℃  water  bath
에서 식힌다. 10×MOPS buffer와 formaldehyde를 혼합하여 70 ml을 제조
하여 gel을 만든다. Gel이 굳으면 RNA 6㎕(60ng), 10×MOPS buffer 2.5㎕, 
formaldehyde 4㎕, formamide 12.5㎕ 를 혼합하여 gel에 loading하였다. 



- 16 -

140V에서 약 1시간 정도 전기영동 후, RNA가 잘 분리되었는지 UV lamp
로 확인한 후, nylon membrane (HybondTM N+)(Amersham Bioscience, 
England)에 transfer하였다.  20× SSC buffer로 washing한 후 80℃ 진공
상태에서 membrane에 RNA를 고정시킨다. RNA 가 고정된 membrane과 
(alpha-32P-dCTP 로 label한 DNA probe를 첨가하여, incubation 하였다. 
다음날 2× SSC buffer로 37℃에서 30분 동안washing하고, 0.2× SSC 
buffer로 65℃에서 30분 동안 washing하였다. Membrane을 실온에서 건조
한 후 -70℃에서 x-ray film에 밤 새 감광시킨 후 현상하였다.

2. Affymetrix oligonucleotide microarray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변이 조
사

 
가. TatdMt를 처리한 C57BL/6J ob/ob 생쥐에서 total RNA분리

  Northern blot에 사용된 RNA를 분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나. Affymetrix사의 oligonucleotide microarray 분석

Oligonucleotide microarray 방법을 이용하여 대조군과 TatdMt를 처리한 
생쥐의 지방조직과 간장에서 추출한 4개의 total RNA sample을 4개의 
microarray에 각각 10㎍ 씩 사용하였다. 한 개의 array당 39,000여개의 유
전자의 발현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형 생쥐 genome 430 2.0 array를 
사용하였다 (http://www. affymetrix.com). 각각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와 
감소한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Affymetrix Genechip Operating Software 
(GCOS) version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rray 분석 결과 
생쥐의 genome 전체 39,000여개의 유전자 중에서 fold 값을 기준으로 발현 
변화가 유효하다 판단되는 fold값을 기준으로 각각 2배이상 증가하거나 2
배이상 감소한 유전자를 선택했다. TatdMt 처리한 것 중 간장에서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 431개와 감소한 유전자 210개, white adipose tissue에서 발
현이 증가한 유전자 1725개와 감소한 유전자 989개를 선택하였다. 

각각 발현변화가 확인된 유전자들을 Cluster and Treeview 라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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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http://rana.lbl.gov/EigenSoftware.htm) 을 이용하여 두 조직에서 중복
되는 211개의 유전자를 선택하였다. 또한, DAVID (Database for Anno 
tation, Visualization and Integrated Discovery (http:// apps1.niaid. nih. 
gov/david)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능별로 유전자들을 분류하였다.

3. Tatdmt 과발현 형질전환 생쥐 실험 

가. 형질전환 생쥐의 발열 반응 실험

4℃ 챔버에서 FVB-TatdMt 생쥐를 놓아둔다 (2003,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강재은). 생쥐의 항문에 mini-thermometer (CENTER, Taipei, 
Taiwan)를 삽입하여 동물의 체온을 1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
다. 

나. 형질전환 생쥐의 운동량 (locomotor activity) 측정

형질전환 생쥐의 Locomotor activity(운동량) 측정은 40cm×40cm infrared 
photo sensor system이 장착된 activity monitor (Med associates. Inc, 
ENV-520, 48channel IR)로 실시하였다.  40cm×40cm×30cm 크기의 2개의 
chamber에서 각각 대조군과 TatdMt 형질전환생쥐를  30분 동안 5분 간격
으로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다. 형질전환 생쥐의 β-oxidation 실험. 

형질 전환 생쥐에서 지방, 근육, 간장, BAT 조직을 분리하여 지방산 산
화량을 측정하였다. 각 조직 200 mg을 적출하여 perfusion buffer 1 
(1.42M NaCl, 0.067M KCl, 0.1M HEPES, pH7.4)로 잘 씻어내고, 700 μml
의 reaction buffer [25mM HEPES(pH7.5), serum free DMEM(Gibco 
BRL), fatty acid free 0.1% BSA(SIGMA), 0.25mM Palmitic 
acid(SIGMA), 14C-palmitate 0.25μci(2.5㎕)] 에 옮긴 후, homogenation을 
한 후 2000 rpm 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각 실험은 triplicate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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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48 well plate에서 옆 well에 solvable 200 ㎕ 를 미리 넣어 준비한 
다음, 원심분리한 sample의 상층액을 따서 각 well당 200㎕ 씩 분주하였
다. 공기가 세지 않도록 parafilm 막으로 밀봉한 후, 고무판으로 덮고 아크
릴 판 사이에 고정하여 완전히 밀폐시킨 다음, Water bath에서60분 또는 
90 분간 37 ℃ 에서 흔들어 배양하였다. 종료 5-10 분전에 옆 well 
(solvable 200 ㎕)에 1 ml 주사기를 사용하여 반응액 속에 35% perdoric 
acid 100 ㎕ 를 well 에 넣고, 천천히 1 시간 정도 흔들어 주어 CO2를 방
출시킨다.  Solvable 280 ㎕ 를 취하여 scintillation vial 에 넣고 5 ml 
cocktail을 더하여 혼합하여 밤새 두고 난 후, 다음 날 14C radioactivity를 
측정하였다. 



- 19 -

III.  결과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의 체중 감소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Fatty acid 

대사, cholesterol 대사, cytokines 유전자, adipokines, triglyceride 대사 유
전자, 에너지 소비 관련 유전자, plasma lipoprotein 유전자, insulin 관련 
유전자, 전사인자 등 34개 유전자의 mRNA 수준에서 유전자의 표현 변화
를 Northern blotting assay 및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1. 에너지 발생과 발열 반응 관련 유전자의 발현 
 
  Beta-adnergic receptor-1(βAR-1)은 WAT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간장
에서는 발현이 증가하였다. βAR-2는 WAT, 간장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β
AR-3는 WAT에서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고, 간장에서 증가하였다. 그
리고, COX2와 PGC-1는 간장에서 증가하였고 Cyt C은 WAT와 간장에서 
모두 발현이 증가하였다. UCP1은 WAT에서는 발현이 감소했으나, 간장에
서는 발현이 되지 않았다. UCP2는 WAT, 간장 모두에서 발현이 감소했고, 
UCP3는 WAT에서 발현이 증가했지만, 간장에서는 감소하였다(그림 4). 본 
연구결과로부터, TatdMt polypeptide가 UCP 계열의 단백질의 증가를 통
한, 열 에너지 발생보다는 지방산의 분해, 지방산 대사의 촉진 및 미토콘
드리아 활성 (호흡,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중요한 유전자 coactivator 
(PGC-1)와 beta-adnergic receptor의 유전자 발현 증가를 통하여 발열반응
을 증가시키고 지방산의 산화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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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atdMt를 처리시 에너지 발생과 발열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변화. WAT,white adipose tissue V, control T, TatdMt처리. 각 lane
마다 total RNA 5㎍ 씩 사용했고, probe는 60ng의 cDNA 조각을 
32P-a-dCTP 및 RediprimeTMII random primer labeling system 
(Amersham Bioscience)으로 표지한 probe를 사용하여 Northern b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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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s 를 실시하였다. 

2. 지방산 합성 및 분해 유전자의 발현 

ACL (ATP citrate lyase)은 WAT와 간장에서는 발현이 증가하였다. 
FAS (fatty acid synthase) 는 WAT와 간장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ACS 
(acetyl CoA synthase)는 WAT에서는 발현이 감소했고, 간장에서는 발현 
차이가 없었다. AP2(adipocyte protein 2)는 WAT에서만 발현되고 발현이 
감소하였다. COX (cyclooxygenase) 는 WAT와 간장에서 모두 감소하였
다. Malic enzyme은 WAT와 간장에서 모두 감소하였다(그림 5).  

ACL과 ACS는 지방산 합성 및 lipogenesis에 중요한 원료인 
Acetyl-Coenzyme A를 합성하는 주요 효소이다. ACL은 citrate와 CoA로
부터 Acetyl-CoA와 oxaloacetate를 ACS는 acetate와 CoA로부터 
Acetyl-CoA를 합성한다. 그리고, FAS는 세포질에서 Malony-CoA와 
Malic enzyme에 의하여 만들어진 NADPH를 이용하여 Acyl-CoA를  제조
하여 지방합성에 중요한 효소이다. Malic enzyme 은 지방산의 활성에 필
요한 NADPH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4-16. AP2는 지방 세포에서 지
방산 결합 단백질로서 cellular compartment 간의 지방산 shuttling  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그 기능은 TG lipolysis를 촉진하고, 지방산
을 핵 안으로 이동시키어, TNFa의 발현을 촉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
다고 알려져 있다. COX (cycloxygenase)는 COX1과 COX2로 구성되어 있
다. COX1은 지방생성 유전자의 억제에 필요한 arachidonic acid의 합성에 
중요한 효소이다.  는 간과 지방에서 발현하며, 지방 합성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18,19. 

지방산 합성 효소 ACS, Ap2, Malic enzyme의 발현 감소는 저장 지방조
직의 감소와 일치하나, FAS, ACL 등 지방산 합성 관련 유전자의 증가와 
지방합성 효소의 억제에 관련하는 COX1의 감소는 TatdMt에 의하여 저장 
지방이 감소한 상황에서, 증가한 β-oxidation에 의하여 고갈되어지는 체내
에서 필요한 지방산의 합성을 목적으로  유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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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atdMt에 의한 지방산 합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 
WAT, white adipose tissue; V, control; T, TatdMt 처리. 각 lane 마다 
total RNA 5㎍ 씩 사용하였고, probe는 60ng의 cDNA 조각을 
32P-a-dCTP 및 RediprimeTMII random primer labeling system 
(Amersham Bioscience)으로 표지한 probe를 사용하여 Northern blotting 
assays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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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olesterol 합성 및 분해 유전자의 발현 

Cyp51 (lanosterol 14α demethylase, cytochrome p450 superfamily 
member)은 WAT에서 감소했고, 간장에서는 증가하였다. HSL(hormone 
sensitive lipase)는 WAT에서 증가했지만, 간장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
리고, GPA 는 WAT에서 증가했고, 간장에서는 감소하였다. LDL receptor
는 WAT에서는 발현을 관찰할 수 없었고, 간장에서는 증가하였다. 
squalene synthase는 WAT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지만, 간장에서는 증가하
였다.  SCD1,2는 WAT에서는 증가하였지만, 간장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그
림6). 

Cyp51 은 cholesterol 합성에 중요한 효소로, lanosterol 에서 steroid 
hormone 형성을 촉진시킨다20. Squalene synthase, SCD1, 2는 2개의  
farnesyl pyrophosphate로 부터 한 개의 sequalene을 합성하여 cholesterol 
중간물질인 lanosterol을 합성하는 효소들이다21-25. LDL receptor는 LDL 
이 cholesterol과 결합하여 세포 내로 유입되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이고, 
HSL은 지방 분해효소이다. GPA (glycerol phosphate acyltransferase)는 
저장 지방 합성에 중요한 효소이다21-23. 

본 유전자 발현 변화에 연구 결과는 비록 지방산 및 cholesterol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합성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조직이 감소되며, 지방
산의 산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산의 합성에 관여하는 유
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중요하게는 저장 지방의 
유리에 관여하는 HSL의 발현이 증가되어 저장 지방의 유리 지방산으로의 
전환이 촉진되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beta-oxidation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6. GPA 유전자는 주요 대사기관인 간장
에서는 표현이 감소하고, 대사능이 떨어지는 WAT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물 개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사 중추기관인 간장에서의 뚜렷한 
발현 감소가 지방조직의 감소를 설명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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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atdMt에 의한 Cholesterol 및 triglyceride 대사 관여 유전자들의 
발현변화. WAT, white adipose tissue; V, control; T, TatdMt 처리. 각 
lane 마다 total RNA 5㎍ 씩 사용하였고, probe는 각 유전자의 60ng의 
cDNA 조각을 32P-a-dCTP 및 RediprimeTM II Random primer labeling 
system (Amersham Bioscience)으로  표지한 probe를 사용하여 Northern 
blotting assays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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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조직 분화, 지방산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전사인자 유전자의 발현

우리가 조사한 일련의 전사인자 중에서 C/EBPα는 WAT 및 간장에서 
증가하였다. C/EBPβ는 WAT에서는 약간 증가했고, 간장에서는 약간 감소
하였다(그림7). C/EBPs 지방세포의 분화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로 C/EBPβ, 
C/EBPδ, C/EBPα가 순서대로 발현되어 지방조직으로의 분화에 관여한다
27,28. Tat 처리로 인한 약간의 증가는 지방조직으로 분화를 촉진하여 부족
한 지방의 저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EBPβ는 C/EBPα의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전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한 이유로 
C/EBPα, β의 간장에서의 TatdMt에 의한 상반된 발현 변화는 설명하기 어
렵다. 

지방산 대사 관련 여러 유전자의 핵심 조절인자인 SREBP1c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와 지방산 대사 유전자 promoter 조절 
부위 전사활성자로 알려진 Sp1은 WAT에서 증가하였으나, 간장조직에서
는 변화가 없었다29. 이는 지방산 대사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와 마찬
가지로  TatdMt에 의하여 저장 지방이 감소한 상황에서, 증가한 
beta-oxidation에 의하여 고갈되어지는 체내에서 필요한 지방산의 합성을 
목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PPARα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는 WAT, 간장에서 
모두 감소했고, PPARγ는 WAT에서 감소하고, 간장에서는 증가하였다.  
PPARα는 간장에서 지방산 분해에 관여하고, fibrate가 작용하여 지방을 낮
추는 target 단백질이다30. PPARγ는 지방조직 분화에 필수적이며, 간장에
서는 rosiglitazone 같은 thiazolidinedione에 의한 insulin에 의한 sensitivity
를 증가시킨다30,31. 따라서 두 조직에서의 PPARα의 감소는 지방산 분해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PPARγ는 WAT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주 대사 장
기인 간장에서 증가하여, insulin에 의한 sensitivity를 증가시키어 지방산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RXR (Retinoic X receptor), RAR (Retinoic 
acid receptor)은 WAT, 간장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Retinoic acid의 RXR 
발현 증가, RAR의 발현증가는 지방합성 유전자 발현억제에 기여할 수도 
있어 Tat에 의한 지방 조직감소 현상과 일치한다. RA(Retinoic acid)의 타
겟인 RXR은 PPARγ와 heterodimer를 이루어 RA 존재하에서 adipocy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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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 및 adipogenic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한편, RAR은 C/EBP에 
의한 PPARγ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서 C/EBP-RXR-PPARγ 단백질에 의한 
지방분화, 지방 합성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한다32-34. 따라서, 우리가 관찰
한 변화는 Tat에 의한 지방조직 감소와 맞물려 해석하기 어렵다.

LPL은 WAT, 간장에서 감소하였고, HDL receptor는 WAT 에서는 감
소, 간장에서는 약간 증가하였다. LPL은 근육, 지방조직의 모세 혈관세포
에서 lipoprotein triglyceride를 분해시키는 효소이며, 생성된 지방산은 근
육에서  연소된다. 따라서 의외로 LPL의 감소는 지방조직의 감소와 연관
성을 찾기 어렵다. 반면에 HDL-cholesterol 을 높인다. Low density 
lipoprotein(LDL)이 chloesterol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지방을 축적시키어 동
맥경화를 촉진시키나, high density lipo protein(HDL)은 cholesterol과 결
합하지만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는다35-37. 그러므로, LPL의 감소는 더 이
상 축적 지방이 존재하지 않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인슐린 작용 관련 유전자의 발현

인슐린은 그 작용에 있어 IR (insulin receptor) 및 IRS1(insulin receptor 
substrate 1)를 통하여 작용한다. IR 및 IRS1가 WAT와 간장에서 증가하
였다(그림7). IRS1의 발현증가는 insulin sensitization에 중요하다38. 비록 
인슐린이 지방합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방조직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어 NO를 생산하고, 긍극적
으로 lipolysis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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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atdMt를 처리시 전사인자, Plasma lipoprotein 관련 유전자, 
insulin 관여 유전자의 발현 변화. (A) 전사인자, (B) Plasma lipoprotein 관
련 유전자, (C) Insulin 관련인자. WAT, white adipose tissue; V, control; 
T, TatdMt 처리. 각 lane마다 total RNA 5㎍씩 사용했고, probe는 60ng의 
cDNA조각을 RediprimeTMII Random primer labeling system (Amersham 
Bioscience)으로 표지한 probe를 사용하여 Northern blotting assays 를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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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ffymetrix microarray에 의한 유전자 발현변이 분석. 지방조직에서 
VEGF-D, NOS 및 면역 반응 유전자의 발현 증가
  
  Affymetrix oligonucleotide microarray의 총 39,000여개 유전자 중에서 
TatdMt를 처리하면 지방조직에서 1,725개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고, 
989개가 감소했고, 간장에서는 431개가 증가했고, 210개가 감소하였다. 이들 
중 지방대사나 에너지 대사, cytokine, angiogenesis 관련 유전자들을 선택
하여 분석하였다(표 2,3,4)39,40,41. 
  간장에서 발현이 증가한 유전자들은 mevalonate kinase, mevalonate 
decarboxylase, HMG CoA reductase 등 cholesterol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다42. ACS2, Cyp51, ACL 같은 지방 합성 유전자는 Nothern 분석 결과와 
같이 증가하였다. 당대사 중 해당과정(glycolysis) 관여 유전자인 pyruvate 
kinase의 발현이 증가하였다43.  또한 여러 면역관련 유전자들과 cytokine들
이 증가하였다(표2).

간장에서 감소한 유전자는 ubiquitin D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oxysterol 
binding protein related protein 3, epoxide hydrolase 같은 cholesterol 합
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도 감소하였다. 또, cell death-inducing DNA 
fragmentation factor alpha unit(Cidea)라는 유전자로 크게 감소하였다. 
Cidea는 갈색지방조직(BAT)에서 발현되고, Dffa (Differentiation a), Dffb
의 DNA의 N-terminal과 유사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결핍된 생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44. 이 유전자가 감소한 것은 TatdMt를 처리했을 때 
항비만 효과가 이 기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aldehyde oxidase, VLDL(very low density lipoprotein)도 감소하였다. 
VLDL은 동맥 경화와도 매우 밀접한 유전자인데,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45. 또한 TNF receptor, TGFβ 1 induced transcript 1, 같은 
cytokine 관여 유전자가 감소되었다(표2)46. 

TatdMt를 처리했을 때 WAT에서 증가한 유전자를 보면, c-fos induced 
growth factor (VEGF-D)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angiogenesis 관련 유
전자로써 혈관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이다47,48. 또한 NOS3(nitric oxide 
synthase 3)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NOS3가 생성하는 nitric oxide/cGMP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과 에너지 발생을 촉진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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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1을 활성화하여 지방분해를 촉진한다49. Diacylglycerol O-acyltrans 
-ferase 2(DGAT)는 간장에서는 발현이 감소되었지만, WAT에서는 증가
했는데 이 유전자는 triglyceride 합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로, 최근에 
type II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타겟이다. DGAT 
결핍된 생쥐에서 insulin과 leptin sensitivity가 증가한다50. 따라서 DAGT
의 감소는 TatdMt에 의한 지방조직 감소와 일치한다(표3).또한 cytokine 
인IL-6(Interleukin 6)가 증가했다51.

β-oxidation에 관련된 효소인 CPT2(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2)가 
증가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골 형성에 관련있는 유전자인 
cathepsin K,Z,C가 증가하였다52. 그러나, MMP(matrix metalloproteinase)
는 비만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로 발현이 증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방 세포 분화를 조절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어 어떠한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53.

WAT에서 감소된 유전자를 보면 fatty acid binding protein 같은 지방
산 합성 관련 유전자가 감소되었고, pyruvate dehydrogenase-phosphatase 
같은 glucose 대사 유전자도 감소하였다 (표 4). 

Northern assay,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지방산 대사에 관련되는 여
러 유전자가 변화된 것과 에너지 소비나 발열 반응 관여 유전자들이 발현
변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Cluster and Treeview" 라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조직에서 동시에 발현 변화하는 유전자가 211개이
다. 이 유전자들을 기능별로 분류하였다(그림 8, 표5, 6). 이런 기능적 분류를 
토대로 각 그룹의 유전자가 공통적인 발현변화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표 5에
서 보여주듯이  TatdMt를 처리하면 간장과 WAT에서 콜레스테롤 및 지방
산 대사 관련 유전자들이 두 조직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발현이 
증가되었고, 탄수화물 및 아미노산 대사 유전자들은 지방세포에서는 증가
되었지만 간에서는 감소되었다. 

에너지 발생 유전자들이 증가했고, insulin 작용 관련 유전자들도 증가하
였다. 본 microarray 분석으로부터 AC7(Adenylate cyclase 7), eNOS, 
VEGF-D의 발현증가의 규명은 여러 northern data와 함께 TatdMt에 의한 
지방감소기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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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atdMt를 처리시 간장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발현이 변화한 유전자.
간장에서 증가한 유전자

Gene sorting 2folds Gene name

Metabolism

2.7 Mevalonate kinase
2.5 FDS
2.3 Acetyl CoA synthetase 2
2 Cyp51
2 Mevalonate decarboxylase

1.8 HMG CoA reductase
1.6 Mevalonate kinase
1.2 IL-1 family, member 5
1.2 IL-13 receptor alpha
1.2 ATP citrate lyase
1.1 SREBP 2
1.1 Pyruvate kinase
1 Farnesyl diphosphate farnesyl transferase 1

Immune response
4.3 Immunoglobulin heavy chain 4
3.6 Small unducible cytokine subfamily B
3.3 Immune response gene 1
2.1 Interleukine 1 receptor type 1

간장에서 감소한 유전자
Gene sorting 2folds Gene name

Metabolism

-4 Ubiquitin D
-4  Cytochrome p450 2B10 phenobarbitol inducible type b
-3 Cytochrome p450 2B10 related protein
-3 Sulfotransferase, hydroxysteroid perfering 2
-3 Syntrophin, basic1
-3 Homolog hormone response SPOT14 homolog (Rat)
-2 Oxysterol binding protein related protein3
-2 Cell death-incucing DNA fragmentation factor alpha subunit
-1 Aldehyde oxidase1
-1 Sphingosine kinase2
-1 Cytochrome P450, 2a5
-1 Pyruvate kinase liver & red blood cell
-1 Epoxide hydrolase1, mitochondrial
-1 Adehyde dehydrogenase family3, subfamily A2
-1 Mitoshondrial acy-CoA thioesterase1
-1 Carbonic anhydrose14
-1 NAD(P)H dehydrogenase, quinone1
-1 Tat interacting protein TIP30
-1 Cytosolic acyl CoA thioesterase 1
-1 Cytochrom P450,7a1
-1 Thyroid hormone response SPOT14 homolog (Rat)
-1 Aldehyde oxidase 1 
-1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 
-1 Epoxide hydrolase 1 
-1 Aldehyde dehydrogenase 
-1 Glycerol phosphate dehydrogenase 1 

Energy Expenditure
-3 Carbonyl reductase, energy expenditure 
-3 Diacylglycerol O-acyltransferase 2-like 1 
-1 Pyruvate kinase 

Cytokine -1 TNF receptor 
-1 TGF beta 1 induced transcript 1

Diabetes -2 Cytoplasmic polyadenylation element binding protein
-2 Defensin be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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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atdMt를 처리시 WAT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증가한 유전자.
WAT에서 증가한 유전자

Gene sorting 2folds Gene nname
angiogenesis 11.7 c-fos induced growth factor(VEGF-D) 

8.8 Matrix metalloproteinase 2(MMP2)  

Metabolism

8.1 Deoxycytidine kinase
7,9 Pyruvate carboxylase                 
7,6 Phosphoenolpyruvate carboxyase 1,cytosolic    
6.9 related to Putative NADH oxidase
6.5 Adenylate kinase 2
6.4 Acetyl-CoA acetyltransferase 1, mitochondrial
6.3 Forkhead box Q1
5.9 Phosphofructokinase
5.6 Acetyl-CoA carboxylase
5.4 Diacylglycerol O-acyltransferase 2 
5.3 Apolipoprotein B
4.8 Glycerol 3-phosphate acyltransferase, mitochondrial
4.3 Cyp51
4.2 Ketohexokinase
4 Fatty acid CoA ligase

3.9 Sterol O-acyltransferase 1
3.8 Nitric oxide synthase 3
3.7 Malic enzyme
3.1 Fatty acid desaturase 2
3 Farnesyl diphophate synthase 

2.9 I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
2.9 Hydroxysteroid (17-beta) dehydrogenase 7
2.8 Phosphoglycerate kinase 1
2.5 Cytochrom C, somatic
2.5 IL-7 receptor
2.3 Fatty acid synthase
2.2 Pyruvate decarboxylase
2.1 Fatty acid desaturase 2
2.1 Adenylate cyclase7
1.8 Carbonic anhydrase 1
1.7 IL 2R gamma chain
1.7 glycerol kinase
1.6 Apolipoprotein M
1.6 MMP 13
1.5 IL-18
1.5 7-dehydrocholesterol reductase
1.5 Retinol binding protein
1.4 MMP 8
1.4 Carnitine palmitoyltrnsferase 2
1.4 Frutose bisphosphatase 1
1.1 IL-6

Cytokine
11.1 NF-IL16          
10.5 Interleukin 16                       
10.1 Immunoglobulin heavy chain 6       
6.9 IL 17 receptor

Transcription factor
5.3 STAT 1
4.6 C/EBP beta
1.9 C/EBP delta

Bone resorption
8.5 Cathepsin K
7.7 Cathepsin Z
4.9 Catheps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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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atdMt를 처리시 WAT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발현이 감소한 유전
자.

WAT에서 감소한 유전자
Gene sorting 2folds Gene name

Metabolism

-5.6 3-Phosphoglycerate dehydrogenase
-2.5 Carbonyc anhydrase 2
-2.5 Pyruvate dehydrogenase-phosphatase 1
-2.2 Fructose-6phosphate amidotransferase1
-2.1 Acyl-CoA binding protein
-1.8 Pleiotrophin 
-1.8 Phosphofructose kinase
-1.7 ATPase beta-1
-1.4 Prolactin recetor
-1.4 Foxa1
-1.4 Sphingosin-1-phosphate phosphatese 1
-1.4 JAK3
-1.3 PI3 kinase, catalytic, beta polypeptide
-1.2 PI4kinase type 2B
-1.2 ATPase, Ca++ transporting, cardiac muscle, fast twitch1
-1.1 Mitochondrial acyl-CoA thioesterase 1
-1.1 Acetyl CoA synthase 2
-1.1 IRS1
-1.1 Creatine acyl-CoA thioesterase1
-1.1 Fatty acid CoA ligase, long chain 3
-1.1 Fatty acid binding protein 3
-1.1 Mitochondrial acyl-CoA thioesterase 1
-1.1 Acetyl CoA synthase 2
-1.1 Cytosolic acyl CoA thioesterase 1
-1 UCP-GlcNAc:b-Gal B-1,3, N-acetylglucosaminyl transferase3
-1 Phosphoenolpyruvate carboxylase 2 (mitochondrial)
-1 Muschle gylcogen phosphorylase
-1 Pyroline-5-carboxylate synthase

Immune response -2 B-cell linker protein BLNK
Transcription factor -1.9 Nuclear receptor co-repressor N-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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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icroarray 유전자 중에서 지방과 간장에서 중복되는 211개의 유전
자들을 기능적으로 분류. Others, 기타 기능의 유전자 그룹; None,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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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WAT 와 간장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변화를 보이는 211개 유전자
의 기능별 분류.

Functional categories
Liver Adipose tissue

Increase Decrease Increase Decrease

Amino acid metabolism 5 0 1 4

Angiogenesis 2 0 2 0

Carbohydrate metabolism 0 2 2 0

Cholesterol biosynthesis 11 1 12 0

Electron transpoter 2 5 5 2

Fatty acid metabolism 1 1 1 1

Immune response 26 2 27 1

NADPH metabolism 1 1 2 0

Oxidative stress 0 2 0 2

Signal transduction 7 1 8 0

Transporter activity 8 2 9 1

Othersfunction 55 30 65 20

Unknown function 33 13 34 12

Total 151 60 168 43



- 35 -

표 6. WAT와 간장조직에서 발현 변화되는 주요 유전자.

7. 동물실험에서 운동량, 발열반응과 지방분해 촉진

Affymetrix gene  
ID 　Function 　Gene  name 2Folds

change)
2Folds 

change)
Upregulated genes

1418571_at Angiogenesis TNF receptor superfamily member 12a 1.7 1.5

1419149_at Angiogenesis Serine proteinase inhibitor, clade E, member 1 3.1 2.4

1450646_at Cholesterol 
biosynthesis Cytochrome p450(cyp51) 1.2 2

1427229_at Cholesterol 
biosynthesis 3-HMG CoA reductase 1.3 1.8

1433443_a_at Cholesterol 
biosynthesis 3-HMG CoA synthase 1 1.3 1.1

1423418_at Cholesterol 
biosynthesis Farnesyl diphosphate synthetase 1.4 2.5

1457248_x_at Cholesterol 
biosynthesis Dehydroxysteroid dehydrogenase 7 1 1

1415993_at Cholesterol 
biosynthesis Squalene epoxide 1 3

1433446_at Cholesterol 
biosynthesis 3-HMG CoA synthase1 1 1.3

1448619_at Cholesterol 
biosynthesis 7-Dehydrocholesterol reductase 2.3 1.2

1451122_at Cholesterol 
biosynthesis Isopentenyl-diphosphate delta isomerase 2.8 2.6

1420013_s_at Cholesterol 
biosynthesis Lanosterol synthase 1 2.3

1423804_a_at Cholesterol 
biosynthesis Isopentenyl-diphosphate delta isomerase 3.1 2.3

1423078_a_at Fatty acid 
metabolism Sterol- C4-methyl oxidase like 1.4 2.6

Downregulated genes

1449065_at Fatty acid 
metabolism Cytosolic acyl-CoA thioesterase 1 -1.7 -1.3

1415996_at Oxidative stress Thioredoxin interacting protein -1.1 -1.1

1415997_at Oxidative stress Thioredoxin interacting protein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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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질전환 생쥐에서의 운동량 증가, 발열반응, 지방 분해 (β-oxidation) 
증가

형질전환 생쥐(FVB TatdMt)의 항문에 체온계를 삽입하여 체온을 측정
한 결과, TatdMt를 처리한 군에서 0.5-2도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TatdMt가 과발현되는 형질전환 생쥐에서 locomotor activity(활동량)는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각각 형질전환 생쥐에서 간장, WAT, BAT, 근육조
직을 적출하여 β-oxidation 반응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20%-100%까지 증가하였다(그림 9). TatdMt에 의한 지방조직 감소는 활동
량이 증가하고, 체온의 상승으로 표현되는 energy의 방출이 높으며 지방대
사 속도(β-oxidation)가 빨라져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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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atdMt 과발현 형질전환 생쥐 FVB TatdMt 에서 β-oxidation, 
locomotor activity, thermogenesis 측정. (A) 항문 온도가 TatdMt 생쥐에서 
0.5-2도 높다. (B) Locomotor activity 약 3배 증가. (C) WAT, BAT, liver, 
muscle 에서 β-oxidation이 20-10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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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ST-TatdMt의 지방조직 감소 효과 기전. TatdMt는 동물내에서 
β-AR, IR, VEGF-D receptor, cytokine receptor 를 통한 4개의 경로를 
통하여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킨다. TatdMt는 동물의 지방조직에서 β-AR, 
IR, IRS, VEGF-D 유전자의 표현을 그리고 혈청내의 TNFα, IL-6, IFN-의 
표현을 증가시킨다. 이들의 증가는 β-AR의 경우, HSL을 통하여 지방산 분
해를 촉진하고, VEGF-D, cytokines 등은 eNOS, eNO/GMP를 통하여 지방
분해나 미토콘드리아의 발열반응(thermogenesis) 를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Insulin은 IR, IRS의발현 증가를 이루어지어 insulin sensitivity가 증
가하고, 이로서 eNO의 생성이 증가함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insulin은 
adipogenesis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실제 eNO생성을 통한 지방분해가 
촉진될지는 앞으로의 연구대상이다. Cytokine은 핵에서 대사, 발열 관련 유
전자의 발현에 중요한 PGC-1의 발현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에 의하여 
PGC-1, Cytochrome C, COXII의 발현이 크게 증가시키어 미토콘드리아에
서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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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가지 cytokine, hormone, lipid들이 다양한 
신호전달물질로 작용하고 이러한 물질의 비정상적인 분비가 비만, 당뇨와 
같은 성인병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합성과 분해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물론 당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나 효소들을 northern이나 microarray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UCP 계열의 단백질의 증가를 통한 열 에너지 발생보다는 Cytchrome C나 
Cytochrome C oxidase 2와 지방산의 분해, 지방산 대사의 촉진 및 미토콘
드리아 활성(호흡,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중요한 유전자 coactivator 
(PGC-1)와 beta-adnergic receptor의 유전자 발현 증가를 통하여 발열반응
을 증가시키고 지방산의 산화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지방산 합성 대
사에 관련된 ACL, FAS가 증가하였고, 지방세포 분화에 관련된 C/EBP 
family,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인 SREBP1c는 지방조직에서 발
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TatdMt에 의해 지방조직의 감소가 급격하여 재
합성을 위한 지방 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REBP-1c는 지방산 대사 조절에 중추적인 기능을 가지며, 지방산
대사 유전자인 FAS, LDL, SCD1,2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우리 data와 일치한다. TatdMt 과발현 형질전환 생쥐에서도 발열 반
응, 지방의 산화,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되었다.
  비만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인 동맥 경화나 당뇨병과 관련된 유전자들
의 발현변화가 흥미롭다. 이 유전자가 결핍된 생쥐에서 항비만 효과를 가
지는 Cidea 유전자가 간장에서 발현이 감소되었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ipoprotein이라고 알려져 있는 VLDL도 간장에서 발현이 감소되었다. 그리
고, 지방조직에서는 지방조직을 분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NO (nitric oxide)
의 합성 유전자중 하나인 NOS3와 최근에 type II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제
로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Diacylglycerol O-acyltransferase 2 (DGAT) 가 
발현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β-oxidation 관여 효소인 CPT2가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TatdMt의 처리가 지방조직의 감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나 동맥 경화같은 비만 관련 질병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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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dMt는 동물내에서 β-AR, VEGF-D receptor, cytokine receptor 를 
통한 3개의 경로를 통하여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TatdMt는 동물의 지방조직에서 β-AR, IR, IRS1, VEGF-D 유전자의 표
현을 혈청내의 TNFα, IL-6, IFN-γ의 표현을 증가시킨다. 이들의 증가는 β
-AR의 경우, HSL을 통하여 지방산 분해를 촉진하고, VEGF-D, cytokine 
등은 eNOS, eNO/GMP를 통하여 지방분해나 미토콘드리아의 발열 반응
(thermogenesis) 를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Cytokine은 핵에서 대사, 
발열 관련 유전자의 발현에 중요한 PGC-1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미토콘드
리아 유전자인 PGC-1, Cytochrome C, COXII의 발현을 증가시키어 미토
콘드리아에서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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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change at mRNA level in the C57BL/6J 
ob/ob mice treated with Tat polypeptide 

Sung  Ji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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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or implicated in wasting of AIDS patients is not 
identified. We investigated whether HIV-1 trans-activator of 
transcription (Tat) has any effect on weight loss in obese 
(C57BL/6J ob/ob) mouse model. We isolated total RNA from 
adipose tissue & liver from the mice treated with Tat and the 
control. We analyzed changes in mRNA expression by Northern 
blot and DNA microarray analysis. Both adipogenesis gene, Acetyl 
CoA synthetase, Ap2, malic enzyme and VLDL are decreased. 
CPT-2, β-AR1, 2, 3, Cytochrome C, COX II genes important in β
-oxidation, energy expenditure and thermogenesis, are increased. 
Also, VEGF-D which regulates angiogenesis are increased. Tat 
activates transcription of insulin receptor, VEGF-D, β-AR and 
cytokine genes (TNF-α, IL-6, IFN-γ), which in turn, activate their 
downstream molecules such as PI3K, PKA and Akt. These 
signaling may come finally increases eNOS which increase lipolysis 
and promotes thermogenesis by activating PGC-1a. Namely, 
VEGF-D interact with receptor and increase eNOS. PI3K activates 
eNO/GMP which is increased lipolysis and promoted thermogenesis  
by  eNOS. Cytokines activate p38 MAP kinase by bin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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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cyte and increase expression of PGC-1 in nuclear and it 
activates expression of the genes involved in gene expression 
respiration and thermogenesis. According to these mechanism, 
increased fatty acid oxidation and energy expenditure in 
mitochondria may cause decrease adipose tissue mass. 
                                                                          
핵심되는 말: Tat, C57BL/6J ob/ob mice, mRNA, adipose tissue, 
obesity, fatty acid oxi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