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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열정 그리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대학원 석사과정은 어느덧 막바

지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접하며 평생의 진로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만큼, 2년 반에 걸친 학업과정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학문과 실험에 대한 열정은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고,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의 길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도록 해주시고, 무엇부터 가

르쳐야 할지도 모를 철부지였던 저를 위해 끝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믿고 

이끌어주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김종선 교수님

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 논문을 성심 성의껏 지도해 주시

고, 항상 인자하신 모습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 신전수 교수님과 해부학교

실 이종은 교수님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생물학교실에서 실험과 

학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학업 과정 내내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도해주신 

박전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실 세미나 발표 때 마다 좋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김세종 교수님, 이원영 교수님, 이봉기 교수님, 최인

홍 교수님, 조상래 교수님, 조성애 교수님, 송택선 교수님, 그리고 이재면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실험에 대한 열정과 인내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충고와 

가르침을 주시며 힘들어 할 때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셨던 최용준 선생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졸업하셔서 멀리 계시지만 늘 제게 크고 



 

작은 가르침을 주신 박상면 선생님, 가까이서 늘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신 안근재 선생님, 항상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섬세하게 가르쳐 

주는 형란언니,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달려와 제게 후배 사랑을 

가르쳐 준 은주언니, 처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과 학업에 많이 힘겨워 

할 때 때론 친 언니처럼, 때론 포근한 엄마처럼 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

셨던 최윤희 선생님. 모두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항상 저를 친동생 이상으

로 아껴주는 선화언니, 석사 동기이자 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는 성

희언니,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늘 함께 해주는 은정언니, 친 오빠처럼 늘 

자상함을 잃지 않는 주영오빠, 비록 늦게 친해졌지만 늘 넓은 마음으로 헤

아려주시던 방혜은 선생님, 석사과정 동안 함께한 듬직한 석사동기 승은이, 

자상한 모습으로 항상 보듬어주시는 조장은 선생님, 착한 마음의 소유자인 

주영언니, 똘똘한 이미지의 은계언니, 같이 졸업 앞두고 동고동락한 현진언

니, 늘 열심히 하는 귀여운 정화, 애교로 날 항상 즐겁게 해주는 혜정이, 

차분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진민이, 마음이 깊은 지영언니, 평소에 실험

과 공부 모든 면에 진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윤주호 선생님, 밝은 

모습으로 늘 대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던 김은숙&연수인 선생님, 편

안한 큰 언니의 모습으로 항상 잘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지수 선

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미생물학교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믿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소중한 친구인 현숙이, 언제봐도 든든하

고 서로 말이 필요 없는 오랜 친구 서진이, 이 외에도 저의 단짝이자 우정



 

과 신뢰로 뭉친 친구 은영이를 비롯해서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고

려대학교 98학번 동기인 은아, 미현, 현, 은경, 희원, 규석, 태주, 봉석, 현

석, 희석, 강민, 명섭, 승현, 상철, 민규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리고, 제 평생의 소중한 선배들인 고려대학교 97학번 윤영언니, 성원언니, 

경진언니, 혜영언니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졸업하

고 미국에 있지만, 제가 이곳에서 학문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기한오빠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 외에도 미처 다 

언급하지 못한 고려대학교 선후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주

시고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하고 싶은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늘 뒷

받침해주시는 존경하는 아빠와 엄마, 저의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하고 듬

직한 동생 하영이,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늘 기쁨과 웃음을 주는 귀염

둥이 천사 재성이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감사 드린다고 전하고 싶습

니다. 혼자 서울 생활을 하는 내내 가까이서 관심을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막내 외삼촌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게 큰 사랑을 주셨던 외할머니와 큰외삼촌께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저의 삼촌들을 비롯한 친지 모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

리며,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간직

한 채로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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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파지파지파지파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방법을방법을방법을방법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Protein Tyrosine Phosphatase-1B 

(PTP-1B)에에에에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 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 저해제저해제저해제저해제 탐색탐색탐색탐색 

 

단백질 인산화 효소(protein tyrosine kinases, PTK)와 단백질 탈 인산화 효소

(protein tyrosine phosphatases , PTP)에 의한 가역적 인산화 반응의 조절은 인

슐린 신호전달을 비롯한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PTP는 다양한 기질들을 탈 인산화 시킬 수 있는 기질 특이성이 낮은 

효소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여러 가지 PTP 유전자의 적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PTP가 각각 생체 내 기질 특이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PTP-1B 유전자를 적출시킨 생쥐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과 비만에 대한 저항

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보고됨으로써 PTP-1B가 실제로 인슐린의 기능을 조

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PTP-1B 저해제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적 배경을 바탕으로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

하여 PTP-1B에 효과적인 펩타이드 저해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우선, PTP-

1B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파지들을 추출하여 각 파지 클론들의 DNA 서열

을 분석한 후, 서로 다른 파지 클론들 중에서 PTP-1B 효소 활성을 저해하

는 펩타이드 저해제를 찾고자 효소 활성 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파지 클론들 중에서 PTP-1B에 대한 저해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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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지 클론의 아미노산 서열을 바탕으로 4개의 펩타이드, WRQ7 

(WRQTRKD), TAP7 (TAPPNKL), LRT7 (LRTNSTL) 그리고 ATK7 (ATKTRRP),

를 합성하였다. 다음으로 이 펩타이드들의 PTP-1B 효소 활성에 대한 저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저해 양상 실험을 한 결과 TAP7 펩타이드가 비교적 강

하게 PTP-1B를 저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WRQ7, LRT7, 그리고 ATK7 

등의 펩타이드는 거의 PTP-1B의 효소활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 TAP7 펩타이드는 PTP-1B에 대한 선택적인 저해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TAP7 펩타이드 서열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통하여 PTP-1B에 대한 좀더 강력하고 선택적인 저해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되는 말: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PTP-1B, 파지 디스플레이, 펩타이

드 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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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대부분의 세포 내 신호전달과정은 단백질 인산화에 의해 조절된다. 단백

질의 인산화는 단백질-단백질 간 상호작용, 단백질 안정성 조절에 대한 인

식 모티프 형성, 효소 활성도 조절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포 

내 단백질 인산화의 정도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protein kinases)와 단백질 탈 

인산화 효소(protein phosphatases)의 활성도에 의해 조절된다.1  단백질 탈 인

산화 효소는 거대한 효소 집단으로, 그들의 구조적 다양성과 복합성에 있어

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대등하다. 게다가, 단백질 탈 인산화 효소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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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발휘할 수 있으며, 다양

한 포유류 조직(mammalian tissues)과 세포에서 중요한 생리적인 역할을 한

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탈 인산화 효소의 활성도의 

변화는 인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백질 인산화의 생리학적 

조절과 단백질 기능, 그리고 세포 생리기능의 가역적인 조절과정에 대한 연

구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더불어 단백질 탈 인산화 효소의 생물학적 기

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1 

Protein tyrosine phosphatases (PTP)는 신호전달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거대한 효소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2-6 PTP는 많은 중요

한 단백질들의 가역적 인산화 반응을 조절하고, protein tyrosine kinases (PTK)

와 함께 물질대사, 세포 성장, 증식, 분화, 세포 주기, 세포-세포 정보전달, 

세포 이동, 유전자 전사, 그리고 이온 채널 활성도와 같은 기본적인 세포 

내 과정의 조절에 결정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면역 반응 및 생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TP는 크게 tyrosine-specific, dual-specific, 그리고 

low-molecular weight (LMW) phosphatases의 3가지 계통으로 분류되며, tyrosine-

specific PTP는 다시 receptor-like PTP와 intracellular PTP의 2가지 계통으로 나

뉜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수백 여 종에 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

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1,7 Receptor-like PTP는 특정 리간드 결합을 위

한 다양한 길이의 세포 외 부위, 하나의 세포막 투과 부위, 한 두 개의 세

포 내 PTP 효소활성부위로 구성되며, LAR (leukocyte common antigen-related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PTP-α 그리고 CD45등이 여기에 속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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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cellular PTP는 약 24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효소활성부위

와 세포 내 국부화(localization)나 효소활성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되는 C-말

단 혹은 N-말단으로 구성되며, PTP-1B, SHP-1,2, TC-PTP, PTP-PEST등이 여기

에 속한다. Dual specificity phosphatases는 MAP kinase phosphatases (MKPs), cell-

cycle regulator Cdc25 phosphatases, tumor suppressor phosphatases, 그리고 PTEN 

등을 포함하고 있다.1,9,10 모든 PTP는 1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특정 

서열 모티프 [I/V]HCXXGXXR[S/T] 를 효소활성부위에 가지고 있다. 활성 부

위 내 cysteine 잔기는 효소활성 시 thiol-phosphate intermediate를 형성하는 

nucleophile의 기능을 함으로써 PTP의 효소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1-12,16 

Cysteine잔기는 sulfhydryl oxidizing 제제나 alkylating 제제에 의해 쉽게 활성

을 잃는 특성이 있다. 

사람의 PTP 중 비교적 먼저 분리되어 특징이 잘 알려진 PTP-1B는 435개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50 kDa 단백질로 N-말단에 위치한 321개의 아미노

산 부위가 PTP 영역(PTPD)으로 알려졌다.7-8 소수성의 C-말단의 35개의 아

미노산 부위는 소포체(ER)내로의 표적화에 관여하는데, subcellular location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활성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촉매작용

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조절 역할을 해준다. 또한, 나머지 부위에는 인산화 

될 수 있는 serine잔기가 여러 개 있어 세포 내 신호에 따라 조절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10-12 실제로 이 serine의 인산화 양상은 세포의 분열주기에 따

라 다르게 변화함이 보고되었다. PTP-1B의 세포 내 기능으로 맨 처음 알려

진 것은 Src와 같은 종양 유발 PTK의 기능을 상쇄시킨다는 것이었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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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처음으로 인슐린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13 그리고 PTP-1B의 PTPD는 혈소판의 응고 반응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졌

는데14 PTPD의 삼차구조는 Barford15 등에 의하여 밝혀져 PTP의 작용 기전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주었다. PTP는 초기 in vitro 

연구나 세포 내 유전자 과발현 연구에서 세포 내 다양한 기질들을 탈 인산

화시킴으로써 기질 특이성이 매우 낮은 효소로 알려져 왔다.2,18,19 그러나 최

근 여러 가지 PTP 유전자의 적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PTP가 각각 생체 

내 기질 특이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TP-1B 유전자를 적출시킨 생쥐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과 비만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보고됨으로

써 PTP-1B가 실제로 인슐린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제 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를 위한 중요한 치료 

약 개발의 표적물질임을 말해주고 있다.20-21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PTP-

1B가 인슐린의 결합으로 인산화된 인슐린 수용체내의 tyrosine 잔기를 탈 

인산화시킴으로써 인슐린의 세포 내 기능을 차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PTP-1B가 적출된 생쥐에서는 인슐린 수용체가 적은 양의 인슐린에 의

해서도 쉽게 인산화 됨으로써 활성화되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하

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LAR이라는 PTP가 적출된 생쥐에서도 유즙

분비의 손상을 나타내고,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등의 유사한 현

상이 보고되었다.22 TC-PTP 유전자가 적출된 생쥐는 골수의 이상과 면역기

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아 면역반응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23 그리고 SHP-2, PTP-PEST, PTP-σ의 유전자가 적출된 생쥐의 배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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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이 각각 독특한 표현형을 나타냄으로써 각 PTP의 세포 내 반응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24-27  

PTP-1B가 인슐린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이후로, PTP-

1B는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의 표적물질로서 각광 받게 되면서 PTP-

1B의 저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PTP-1B의 대표적인 저해제로 알려진 

vanadate은 오래 전부터 인슐린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25 즉 vanadate은 지방세포에서 글루코스의 흡수 및 분해를 촉진시키며 

간세포에서는 글리코겐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근육세포에서도 글루코스의 

흡수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등 인슐린의 전반적인 기능을 모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vanadate은 동물실험과 인체실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낸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선 in vitro 실험과는 달리, 

vanadate의 양을 100배 가까이 투여해야만 치료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약의 

투여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치료효과는 몇 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세포 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vanadate을 투여 받

은 환자의 신장과 뼈에 vanadate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됨으로

써, 장기간 투여 시 이들 장기에 축적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은 vanadate의 독성 및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vanadate 자체보다는 

vanadate의 유도체를 개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

며, 일부 가시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아직 검증되어 있

지 않다. 이 외에도 difluoromethylene phosphonates, 2-carbomethoxybenzoic 

acids, 2-oxalylaminobenzoic acids, KR61639 그리고 lipophilic compounds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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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많은 PTP-1B 저해제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29-31,45 PTP-1B에 대한 

선택적인 저해제들을 찾기 위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의 부

진 및 독성, 그리고 부작용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까지 PTP-1B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약물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phage display technique)은 현재 

면역학, 세포 생물학, 치료 약 개발, 그리고 약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32-34 파지 디스플레이는 1985년 G. smith에 의해 처음 개발되

었으며, 파지 미립자들의 표면에 펩타이드, 단백질, 혹은 항체 조각을 발현

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원하는 다양한 변이체(variants)에 특정 결합하는 펩

타이드나 단백질을 발굴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35 그리고 파지 디스플

레이 ‘라이브러리’는 다른 외부 DNA 삽입체(insert)를 운반하는 파지 클

론들의 이질성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표적 단백질을 고정시키고 준

비된 파지들을 방치시키면, panning으로 알려진 친화도 선택(affinity selection) 

과정에 의해 표적 단백질과 결합 친화력이 높은 파지들, 즉 표적에 특이적

으로 결합한 파지들은 선택되어 추출되고, 결합하지 못한 파지들은 씻겨 나

가게 된다.36-38 추출된 파지 클론들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숙주 세포를 감염

시키면, 숙주 세포의 세포 분열 주기가 반복되는 동안 파지들은 숙주세포는 

죽이지 않고 증폭하게 된다. 이때, 파지의 표면에 동일한 펩타이드가 나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손(progeny) 파지들이 생산되는 것이다.39 

이 과정을 통해 표적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펩타이드를 발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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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하여 PTP-1B에 결합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견하고, 이들 펩타이드 중에서 PTP-1B와 기질 사이의 결합을 

저해 가능한 펩타이드를 탐색하고자 한다. 문헌조사 결과, 아직까지 파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PTP-1B의 펩타이드 저해제를 찾는 연구를 시행한 

예는 없다. PTP-1B의 효소활성부위(active site)에 결합하는 펩타이드를 발굴

하고 이 펩타이드에 의해 저해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겠으

나, 최근 저해물질이 PTP-1B의 효소활성부위가 아닌, PTP-1B의 또 다른 부

위에 결합함으로써 PTP-1B의 3차 구조를 변형시키고, 변형된 구조로 인해 

PTP-1B가 기질과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저해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가 보고된 바 있다.28 따라서 발굴하게 될 펩타이드 저해제는 이상의 두 가

지 결합부위를 모두 표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하게 될 

PTP-1B에 대한 선택적인 펩타이드 저해제는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

사성 질환의 치료적 약물로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PTP-1B 효소의 생물학적 

기능의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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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시약시약시약시약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1B (PTP-1B)는 ATGen (성남, 경기도)에서 구입하

였고, phage display library kit는 New England Biolabs (Beverly, MA)에서 구입하

였다. 기질로 쓰인 pNPP (ρ-nitophenyl phosphate)를 비롯하여 β-

mercaptoethanol (β-ME),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ris, DTT 

(dithiothreitol), NaCl, IPTG (isopropylthiogalactoside)등 대부분의 시약은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TMB Microwell Peroxidase Substrate  (1-

Component)는 KPL (Maryland, USA)에서 구입하였고, PEG 8,000 (Polyethylene 

Glycol 8,000)은 Yakuri (Kyot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2. 2. 2. 2. 재조합재조합재조합재조합    PTP-1B의의의의    성상성상성상성상    

 

사람 유래 PTP-1B의 catalytic domain (amino acid 1-321)을 대장균에 수용성 

단백질로 과발현 한 후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순수 분리한 것으로 순도

는 SDS-PAGE로 확인한 결과 95% 이상이었다. 분자량은 37,312이고, 농도는 

1 mg/ml였으며, 25 mM Tris-HCl, pH 7.5, 2 mM β-mercaptoethanol, 1 mM E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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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 DTT, 20% Glycerol의 수용액 상태로 공급되었다. 

 

3. 3. 3. 3. PTP-1B에에에에    결합하는결합하는결합하는결합하는    파지파지파지파지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스크리닝스크리닝스크리닝스크리닝    

 

PTP-1B의 펩타이드 저해제를 스크리닝 하기 위해 사용된 7-mer 파지 디

스플레이 라이브러리 kit는 New England Biolab (Beverly, M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 용기(60-mm-diameter)에 PTP-1B를 coating하였다. PTP-1B 단백질은 

1.5 ml의 0.1 M NaHCO3 (pH 8.6) coating buffer에 50 μg/ml을 첨가하였고, 4℃

에서 밤새 방치하였다. Blocking buffer (0.1 M NaHCO3 (pH 8.6), 5 mg/ml BSA, 

0.02% NaN3)로 1시간 동안 방치하고 3 ml의 TBST (TBS+0.1% [v/v] Tween-20)

로 6회 세척한 후, 2 x 1011 파지를 1 ml의 TBST (TBS+0.1% [v/v] Tween-20)에 

희석시켜 coated plate에 첨가하고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하였다. 다시 

TBST (TBS+0.1% [v/v] Tween-20)로 10회 세척한 후, 1 ml의 0.2 M Glycine-HCl 

(pH 2.2), 1 mg/ml BSA로 10분 동안 골고루 뿌려주며 추출하고, 즉시 1 M 

Tris-HCl (pH 9.1) 150 μl로 중화시켰다. 이렇게 얻은 파지 상층액의 파지 농

도를 결정하고, 위의 bio-panning 과정을 총 4회 반복하여 PTP-1B에 결합하

는 파지를 최종 선택하였다.  

 

4. 4. 4. 4. 선택된선택된선택된선택된    파지파지파지파지    플라크의플라크의플라크의플라크의    대량대량대량대량    배양배양배양배양    

 

선택된 파지 플라크는 37 ℃에서 O.D=0.5로 배양된 E. coli ER2537 1 m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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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4.5 시간 동안 배양 시킨 후, 30초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 얻어

서 stock으로 보관하였다. 파지 ELISA 실험 수행에 필요한 파지 농축액을 

얻기 위해, stock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대량 배양하였다. 각각의 파지 stock 

5 µl를 O.D=0.5로 배양된 E. coli ER2537 20 ml에 감염시켰다. 감염 후 37℃에

서 4.5 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4℃에서 10분 동안 10000 rpm으로 원심 분리

하였고, 얻은 상층액에 20% PEG/2.5 N NaCl을 1/6 volume으로 첨가하여 4℃

에서 밤새 배양하였다. 4℃에서 10분 동안 13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여 얻

은 침전물을 1xTBS 1 ml로 용해시켰고, 다시 한번 4℃에서 5분 동안 10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만 새로운 tube에 옮겨 

담은 후에 1/6 volume의 20% PEG/2.5 N NaCl를 첨가하여 얼음 속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파지 상층액은 다시 4℃에서 15분 동안 13000 rpm으로 원

심 분리하여 얻은 침전물만 1xTBS 50 µl로 용해 시켰다. 이렇게 얻은 파지 

상층의 파지 숫자를 정량 한 후 PTP-1B에 대한 결합력을 ELISA 방법으로 

확인하였고, PTP-1B 효소활성에 대한 저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5. 5. 5. 5. ELISA 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PTP-1B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결합력결합력결합력결합력    시험시험시험시험    

 

PTP-1B 10 μg/ml을 0.1 M NaHCO3 (pH 8.6) coating buffer에 첨가하여 

ELISA plate 각 well당 100 μl씩 4℃에서 밤새 coating하였다. Blocking buffer 

(PBST (PBS+0.2% [v/v] Tween-20), 10% skim milk)로 1시간 동안 4℃에서 방치

하였다. TBST (TBS+10% [v/v] Tween-20)로 5회 세척한 후, TBS와 1:30으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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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파지를 4배씩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각 ELISA plate well당 100 μl씩 넣

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TBST (TBS+0.1% [v/v] Tween-20)로 5회 

세척한 후, blocking buffer와 1:5000으로 희석한 HRP-conjugated anti-M13 

monoclonal antibody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한 후, TBST (TBS+0.1% [v/v] 

Tween-20)으로 5회 세척하였다. TMB substrate를 100 μl씩 첨가하여 어두운 

상온에서 15분 정도 방치하고, 즉시 2.5 N H2SO4 100 μl씩을 첨가하여 반응

을 정지시키고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6. 6. 6. 파지파지파지파지    클론클론클론클론들들들들의의의의    DNA    분리분리분리분리    

 

ELISA 방법으로 PTP-1B 결합력 분석을 통해 선택된 파지 클론들의 DNA

를 순수 정제하였다. 파지가 포함된 상층액 500 μl에 200 μl의 20% 

PEG/2.5 N NaCl을 첨가한 후, 상온에서 10분 동안 방치하였다. 4℃에서 

10000 rpm으로 10 분 정도 원심 분리한 후, 다시 원심 분리해서 남아있는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침전물은 100 μl의 Iodide buffer로 녹이고, 100% 에탄

올을 250 μl 첨가하였다. 상온에서 10분 정도 방치하였고, 10분 정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70% 에탄올로 침전물을 세척하고 10분 정

도 다시 한 번 원심 분리하여 에탄올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에탄올이 완벽

하게 제거될 때까지, 공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20 μl의 TE buffer (10 mM 

Tris-HCl (pH 8.0), 1 mM EDTA)로 침전물을 용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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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파지파지파지파지    DNA 서열서열서열서열 분석분석분석분석    

 

파지 클론들의 DNA 서열은 -96 gⅢ primers (5 ’ -

CCCTCATAGTTAGCGTAACG-3’)를 이용하여 ㈜마크로젠(서울, 대한민국)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8. 8. 8. 8. 선택된선택된선택된선택된    파지파지파지파지    클론들의클론들의클론들의클론들의    서열서열서열서열    비교비교비교비교    

 

DNA 서열 분석을 통해 나온 DNA의 결과를 분석하여, 7-mer 펩타이드 부

위의 아미노산 서열이 서로 다른 파지 클론들을 선택하여 PTP-1B의 효소

활성 저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9. 9. 9. 9. 파지파지파지파지    클론을클론을클론을클론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PTP-1B    효소효소효소효소    활성활성활성활성    저해저해저해저해    실험실험실험실험    

 

p-NPP를 기질로 10 mM로 고정시키고, 파지의 pfu 값을 고려하여 선택된 

파지 클론을 농도 별로 변화시키면서 PTP-1B 효소활성의 저해 정도를 분

석하였다. 전체 200 μl의 반응 부피로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켜 측정

하였다. PTP-1B 효소를 첨가하여 반응을 시작하고, 1 N NaOH 1ml을 첨가하

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효소활성 측정 시 사용된 반응용액은 2 mM DTT를 

첨가한 QA 완충용액(25 mM Tris-HCl (pH 7.5), 2 mM β-ME, 1 mM EDTA)이었

다. p-NPP 기질의 자가 가수분해는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반응물로 보정하

였다. 효소 반응 결과 생성된 p-nitrophenol의 양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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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결정하였다. 

 

10. 10. 10. 10. 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    합성합성합성합성    

 

DNA 염기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4개를 합성 전문회사인 펩트론(서울, 대한민국)에 의뢰하여 85%의 순도

(purity)로 합성하였다.        

 

11. 11. 11. 11. 합성된합성된합성된합성된    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의의의의    PTP-1B    효소활성효소활성효소활성효소활성    저해저해저해저해    실험실험실험실험    

 

합성된 펩타이드들의 PTP-1B에 대한 효소활성 저해 효과를 확인하고자, 

p-NPP를 기질로 사용한 PTP 효소활성 측정법을 수행하였다. PTP-1B의 효소

활성은 10 mM p-NPP를 기질로 이용한 전체 200 μl의 반응 부피로 37℃에

서 30분 동안 반응시켜 측정하였다. PTP-1B 효소를 첨가한 상태에서 합성

된 펩타이드들은 0, 25, 50, 100, 200, 350 µM 농도 별로 첨가한 후 얼음 속에

서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그 후, 10 mM p-NPP 기질을 각각 첨가하여 반응

을 시작하고 1 N NaOH 1 ml을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효소활성 측정 

시 사용하는 반응용액은 2 mM DTT를 첨가한 QA 완충용액(25 mM Tris-HCl 

(pH 7.5), 2 mM β-ME, 1 mM EDTA)이었다. p-NPP 기질의 자가 가수분해는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반응물로 보정하였다.  

 

 



16 

 

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PTP-1B에에에에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결합하는결합하는결합하는결합하는    파지파지파지파지    추출추출추출추출    

 

PTP-1B의 효소활성 도메인(amino acid 1-32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파지

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수행하였다. 7-mer 

파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ELISA plate에 고정시킨 PTP-1B에 결합시키

기 위해서, 2 x 1011 개의 파지 라이브러리를 배양시키고 강하게 결합한 파지

만 떼어내어 증폭시키는 친화도 선택 (affinity selection) 과정을 4번에 걸쳐 

수행 하였다. 표적 단백질인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된 파지는 0.2 M 

glycine-HCl  (pH 2.2), 1 mg/ml BSA를 첨가하여 용출한 후, 1 M Tris-HCl (pH 

9.1) 용액으로 중화시켰다. 추출된 파지 상층액을 다양한 농도로 희석시키

고, O.D=0.5로 배양된 대장균(E. coli)에 감염시킨 후 IPTG/X-gal plate에서 파

지의 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한 파지의 수가 

0.6 x 1012 - 6.5 x 1013개 정도로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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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  1.  1.  1. PTP-1B에에에에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결합된결합된결합된결합된    파지의파지의파지의파지의    증폭증폭증폭증폭    확인확인확인확인....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파지들을 추출하기 위해 4회의 biopanning을 수행한 

결과, 파지의 수가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파지파지파지파지 ELISA를를를를 통한통한통한통한 PTP-1B와와와와 파지파지파지파지의의의의 결합결합결합결합력력력력 확인확인확인확인 

 

 선택적으로 추출된 파지들과 PTP-1B 간에 결합력을 알아보기 위해 파지 

ELISA를 수행하였다 (표 2). 추출된 1 x 1012개의 파지를 10 µg/ml의 농도로 

PTP-1B가 고정되어있는 ELISA plate에 첨가하여 반응시켰고, 결합된 파지들

을 측정하기 위해 anti-M13 phage antibody를 사용하였다. 음성 대조군으로는 

PTP-1B 대신, 10 µg/ml의 Lysozyme을 고정시켰고, 이를 통해 파지와의 결합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26개의 클론들 중에서 73개의 파지 클론이 

PTP-1B에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85개의 파지 클론은 

약하게 결합하였고 68개의 파지 클론은 잘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hage display           Phage titer of                Phage titer of 

Experiments            input (pfu/ml)               output (pfu/ml)  

First                   2 x 1011                     1.16 x 1013 

Second                 2 x 1011                      0.6 x 1012 

Third                   2 x 1011                     1.04 x 1013 

Fourth                  2 x 1011                      6.5 x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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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2.  2.  2.  2. 파지파지파지파지 ELISA에에에에    의한의한의한의한    결합력결합력결합력결합력    확인확인확인확인    

 

증폭된 파지들을 파지 ELISA를 통해서 PTP-1B에 결합하는지 여부를 총 4회의 

biopanning에 의해 나온 파지들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이며, 결합력 정도는 strong, 

medium, 그리고 low로 각각 나타내었다. 

 

  

 

* Strong: O.D=2.5 이상, medium: O.D=1 이상, low: O.D=1 이하 값을 첫 O.D값으로 가

지는 클론들을 의미한다.  

  

결합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파

지 클론들을 선택하여 파지 농도에 따른 결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ELISA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1). 대조군으로는 PTP-1B 대신 10 µg/ml 

lysozyme을 고정시킨 것과 PTP-1B에 거의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파

지를 이용하여 ELISA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선택된 파

First                  32                10          9       13 

Second               13                 3          9        1 

Third                 65                25         36        4 

Fourth               116                35         31       50 

     Total                 226               73         85        68 

Phage display         # Clones assayed         Binding   Affinity* 

Experiments                             Strong    Medium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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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클론들과 PTP-1B 사이의 결합력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이들 파지 클론 중에서 어떠한 파지 클론들이 PTP-1B의 효소 활

성을 저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된 파지 클론들을 이용하여 PTP-1B 

저해 양상을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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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  1.  1.  1. 파지파지파지파지    농도에농도에농도에농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PTP-1B와와와와    파지파지파지파지의의의의    결합결합결합결합    친화도친화도친화도친화도. 3 x 1013의 파지를 연

속적으로 4배씩 희석한 농도 별로 PTP-1B의 결합력을 ELISA로 확인한 결과, 대조

군으로 사용된 lysozyme과 파지의 결합력이나 PTP-1B와 phage-12 (non-binding phage) 

사이의 결합력에 비해서 추출된 파지 클론들과 PTP-1B 간의 결합 친화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 사용한 파지 클론은 강하게 결합하는 클론 

(표 2)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C) 

(B) (A) 

OD 450 

P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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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된추출된추출된추출된 파지파지파지파지 클론들의클론들의클론들의클론들의 DNA 서열서열서열서열 분석분석분석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ELISA 방법을 통해 PTP-1B와 결합하는 파지 클론들을 결합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그 중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클론들을 선

택하여 DNA 서열을 분석하였다. 총 73개의 선택된 파지 클론들 중에서 39

개의 클론들을 추출하여 DNA 서열을 분석한 결과, 크게 11개의 서로 다른 

펩타이드 서열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펩타이드 서열은 같

은 서열을 지닌 개수의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표 3). 나열해 본 

결과에 따르면, 총 39개 중에 38%에 해당하는 15개의 파지 클론에서 

WRQTRKD 서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TAPPNKL 서열이 30%

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서로 다른 9개의 서열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Group 1에는 한 개의 아미노산이 치환된 WGQTRKD 서열이 

1개 포함되어 있고, Group 4에도 두 개의 아미노산이 치환된 RFHPSRR 서열

이 1개 포함되어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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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3 3 3 3. . . . 선택된선택된선택된선택된    파지파지파지파지    클론들의클론들의클론들의클론들의    DNA 서열서열서열서열 분석분석분석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펩타이드 서열의 오른쪽 부분에는 서열을 분석한 전체 파지 클론의 수 중에서 

각각의 서열을 나타내는 개수를 표기하였다. 

 

 

 

 

Phages                   Peptide sequences             No. of clones 

Phage No.1                  WRQTRKD                  15/ 39 

                WGQTRKD                   1/ 39 

Phage No.2                  TAPPNKL                    12/ 39 

Phage No.3                  LRTNSTL                     2/ 39 

Phage No.4                  RLRPSRR                     1/ 39 

                RFHPSRR                     1/ 39 

Phage No.5                  NGAPHRA                    1/ 39 

Phage No.6                  YGPNPML                    1/ 39 

Phage No.7                  ATKTRRP                     1/ 39 

Phage No.8                  SCSCNNK                     1/ 39 

Phage No.9                  TQKLWTP                    1/ 39 

Phage No.10                 CPHLFTR                     1/ 39 

Phage No.11                 STYGPTL                     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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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파지파지파지파지    클론을클론을클론을클론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효소효소효소효소    활성활성활성활성    저해저해저해저해    시험시험시험시험    

 

PTP-1B에 결합하는 파지 클론들의 아미노산 서열을 토대로 펩타이드를 

합성하기에 앞서 농축한 파지 클론들을 이용하여 PTP-1B의 효소 활성을 저

해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효소 활성 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림 2). 대장균 내에서 발현된 뒤 순수 정제된 사람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인 

PTP-1B의 효소활성을 10 mM pNPP 기질을 이용하여 측정해 보았다. PTP-1B

의 효소활성은 thiol을 포함하는 환원 제재인 DTT등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42 즉, DTT를 첨가하지 않은 반응용액에서의 활성과 DTT를 

첨가한 반응용액에서의 활성을 비교해 보면, 2mM DTT를 첨가한 반응용액

에서의 활성이 70% 이상 증가되고, PTP의 효소활성이 EDTA에 의해서 50%

까지 상승되는 것 역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효소활성을 측정할 때는 

항상 2 mM DTT와 1 mM EDTA가 첨가된 반응용액을 사용하였다. 파지 클론 

그룹별로 선택된 파지들을 이용하여 0, 5, 10, 20, 40, 70 µl의 농도 별로 처리

하였을 때,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되는 양상이 파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 특히, group 1, 2, 3, 그리고 7의 경우 비교적 

PTP-1B의 활성도가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group의 경우

에는 PTP-1B의 효소 활성도의 저해 정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해 양상이 좀 더 높게 관찰되는 4가지 group의 

경우를 선택하여 펩타이드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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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1111. 파지파지파지파지 46,  46,  46,  46, I , 2, 2, 2, 2----14, 5514, 5514, 5514, 55에에에에    의한의한의한의한    PTP-1B의의의의    저해저해저해저해    양상양상양상양상.... 각각의 파지 

군별로 농축된 파지들을 저해제로 사용하여 0, 5, 10, 20, 40, 70 µl 의 서로 다

른 양으로 변화시키면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저해양상을 관찰하였

다. 각 그룹에 해당하는 임의의 파지 46, I, 2-14, 55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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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2222. . . . 파지파지파지파지 2 2 2 2----10, 10, 10, 10, o,,,, p,,,, j에에에에    의한의한의한의한    PTP-1B    저해저해저해저해    양상양상양상양상.... 각각의 파지군 별

로 농축된 파지들을 저해제로 사용하여 0, 5, 10, 20, 40, 70 µl 의 서로 다른 

양으로 변화시키면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저해양상을 관찰하였다. 

각 그룹에 해당하는 임의의 파지 2-10, o, p, j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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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3333. . . . 파지파지파지파지 53,  53,  53,  53, B69, 69, 69, 69, B76767676에에에에    의한의한의한의한    PTP-1B    저해저해저해저해    양상양상양상양상.... 각각의 파지군 

별로 농축된 파지들을 저해제로 사용하여 0, 5, 10, 20, 40, 70 µl 의 서로 다른 

양으로 변화시키면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저해양상을 관찰하였다. 

각 그룹에 해당하는 임의의 파지 53, B69, B76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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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합성한합성한합성한합성한    펩타이드를펩타이드를펩타이드를펩타이드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PTP-1B의의의의    저해효과저해효과저해효과저해효과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4종의 펩타이드, WRQ7 (WRQTRKD), TAP7 

(TAPPNKL), LRT7 (LRTNSTL)과 ATK7 (ATKTRRP), 를 합성하였고 (표 4), 실

제로 이들 펩타이드가 PTP-1B를 저해하는지를 실험하였다. 기질로는 10 

mM p-NPP를 사용하였고 PTP-1B의 저해 정도는 각 펩타이드들을 농도 별

로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합성된 펩타이드들 중에서 특히 펩타이드 

TAPPNKL를 0, 25, 50, 100, 200, 350 µM 의 농도 별로 처리한 결과에서 비교

적 저해 양상을 보이는 반면, 그 외 WRQTRKD, LRTNSTL, ATKTRRP는 0, 

25, 50, 100, 200, 350 µM로 처리하였을 경우, PTP-1B에 대한 저해 효과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표표표표 4. 합성한합성한합성한합성한 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 서열서열서열서열 

 

Peptides                         Peptide sequences 

 

WRQ7 peptide                        WRQTRKD 

TAP7 peptide                          TAPPNKL 

    LRT7 peptide                          LRTNSTL 

    ATK7 peptide                          ATKTR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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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림림림 3 3 3 3. . . . 합성한합성한합성한합성한 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펩타이드    농도에농도에농도에농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PTP-1B    저해저해저해저해    양상양상양상양상.... 각 펩타이드

들을 0, 25, 50, 100, 200, 350 µM 의 서로 다른 농도로 변화 시키면서 효소

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저해 양상을 관찰하였다.  

Conc. of peptideConc. of peptideConc. of peptideConc. of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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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고고고    찰찰찰찰    

 

  Protein tyrosine phosphatase-1B (PTP-1B)는 인슐린 수용체 및, 인슐린 수용

체 기질-1(IRS-1)의 탈 인산화를 촉진하여 인슐린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0-21 최근 보고된 PTP-1B 적출 생쥐의 실험 결과, PTP-1B

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물질임이 입증되었으며23-24, 현재 

이 타겟에 대한 많은 신약개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감수성의 저하로 인한 글루코스의 항상성과 지방, 

단백질대사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슐

린의 신호전달은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 결합, 인산화의 경로를 거쳐 이루

어지는데, 이 때 인슐린 수용체와의 결합이 억제되거나 탈 인산화가 유도되

면 인슐린 작용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이러한 탈 인산화에 

중요한 효소로써 PTP-1B가 있으며 그 기능은 인슐린 수용체의 탈 인산화를 

촉진하여 신호전달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인슐린 수

용체의 탈 인산화를 차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여 인슐린 저항성 당

뇨병인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의의를 갖게 된다. 즉, PTP-1B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인슐린 

수용체의 탈 인산화를 막음으로써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약물개발이 이론적

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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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P-1B 저해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PTP-1B 효소에 대한 전반적인 성질과 

그 활성부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효소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PTP-1B가 활성화된 인슐린 수용체의 탈 인산화를 막는 여러 화합물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TPase는 transmembrane PTPase

와 intracellular PTPase로 분류할 수 있는데1,7, PTP-1B의 경우 탈 인산화가 일

어나는 효소 활성 부위는 약 24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종

과 아미노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sequence identity(%)는 rat, mouse, 

chicken등에 대해 73-80%정도이며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의 주요한 아

미노산은 종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소 활성 부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cysteine 215번에 의한 인산화된 tyrosine의 탈 인산화 반응

이다.11-12,16 PTP-1B 저해제의 발굴은 이러한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기질-효

소 복합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질과 PTP-1B 효소간의 작용에 있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선택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한 PTP-1B의 펩타이드 저해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파지 디스플레이는 표적 단백질에 결합

하는 변이체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고, 무작위 서열을 지닌 펩타이드

들로 이루어진 변이체들을 다양한 집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

로 알려져 있다.31-34 본 연구는 우선 파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스크리

닝 하여 PTP-1B에 강하게 결합하는 양성 파지 클론들을 확인하였다. 무작

위 7-mer 파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로부터, PTP-1B에 결합하는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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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26개의 파지 클론을 확보하였고 파지 클론들과 PTP-1B의 결합 여부

를 좀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파지 ELISA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PTP-1B에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파지 클론 73개를 선택하여 무작

위로 39개의 파지 클론을 선택, 추출하고 DNA 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

열을 분석한 결과, 11개의 group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11개의 group에서 선

택된 파지들을 이용하여 PTP-1B의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하고 저해할 수 

있는지를 효소활성 측정법을 통해 시험 해본 결과, 다른 group에 비해서 저

해 양상이 높게 관찰되는 4개의 group을 확인하였다. 이 group들의 아미노

산 서열을 토대로 4개의 펩타이드를 합성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합성된 펩타이드들 중에서 펩타이드 TAPPNKL이 DNA 서열 분석한 파지

들의 30%를 차지하였고, PTP-1B를 비교적 높게 저해하는 반면, WRQTRKD

등을 포함하는 나머지 펩타이드들은 저해작용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앞서 

PTP-1B 저해물질을 스크리닝 하는 연구와 펩타이드 저해제를 발굴한 연구

들이 보고된 바 있지만,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하여 PTP-1B에 대한 

펩타이드 저해제를 찾고자 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저해효과를 관찰하는 실험결과에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4개의 펩타이드 중

에서 비교적 높은 저해 양상을 띄는 TAPPNKL을 제외하고 나머지 펩타이

드들은 PTP-1B의 활성을 거의 저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TP-1B 

효소의 활성은 측정 조건에 따라 즉, 사용된 기질, 반응 온도, 반응 시간, 

사용된 용액의 조성, pH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해 정도를 직

접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저해제들을 이용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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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과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저해 정도를 비교 해봄으로써 합성된 펩

타이드들의 저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앞으로, 비교적 높은 저해 양상을 보이는 펩타이드 TAPPNKL의 아미노산 

서열을 바탕으로, PTP-1B과 결합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미노산 부위를 

찾고 그 외 다른 아미노산 부위를 치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펩

타이드들을 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합성될 이들 펩타이

드를 이용하여 PTP-1B에 대한 저해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를 통해 PTP-1B에 대한 선택적이고 강력한 펩타이드 저해제를 발

굴한다면,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의 치료적 약물 개발에 

대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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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하여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하

는 파지들을 추출하고, 이들 파지 중에서 PTP-1B의 효소 활성을 저해하는 

파지 클론을 스크리닝 함으로써, 사람 유래 PTP-1B에 대한 펩타이드 저해

제 발굴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이용하여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파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고, 각 파지 별로 PTP-1B에 결합하는 친화력을 파지 

ELISA를 통해 확인하였다. 228개의 파지 클론들 중에서 73개의 강한 친화

력을 지닌 파지 클론을 확보하였다. 이들 73개의 파지 클론들 중에서 39개

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해본 결과 각 11개의 서로 다른 집합으로 분류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서로 다른 집합으로 분류된 아미노산 서열을 지닌 파지들을 이용하여 확

립된 효소활성 측정법을 바탕으로 PTP-1B의 저해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파지 그룹 1, 2, 3, 그리고 7의 네 종류가 비교적 높게 PTP-1B를 저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한 파지 클론의 아미노산 서열을 토대

로 펩타이드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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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된 4종의 펩타이드 WRQ7, TAP7, LRT7과 ATK7을 이용하여 효소활성 

측정법을 바탕으로 PTP-1B에 대한 저해 양상을 관찰한 결과, TAP7 펩타이

드의 경우 비교적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나머지 펩타이드들의 경

우에는 저해효과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TAP7 펩타이드는 PTP-1B에 대한 선택적인 펩타이드 

저해제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며, 앞으로 이 펩타이드 서열을 바탕으로 체계

적으로 점 돌연변이를 도입하므로써 PTP-1B의 효소 활성을 강력하고 선택

적으로 저해하는 펩타이드 저해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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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ersible protein tyrosine phosphorylations, controlled by competing activities 

between protein-tyrosine kinases (PTKs) and protein-tyrosine phosphatases (PTPs), 

are critically involved in regulating many cellular signaling processes. PTPs have been 

considered to have extremely low substrate specificity, since they are known to 

dephosphorylate multiple target molecules unrelated to one another, when assayed in 

vitro. However, recently reported knockout mice, deficient of particular PTPs, all 

appear to exhibit unique phenotypes, suggesting that each PTP might have a specific 

target. Studies of PTP-1B knockout mice show that PTP-1B is a major negative 

regulator of insulin signaling, and the loss of PTP-1B activity leads to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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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 sensitivity and obesity resistance.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to develop a 

selective PTP-1B inhibitor. 

 In this study, we used the phage display technique to screen peptide inhibitors for 

PTP-1B and to identify peptides that bind to the catalytic domain of human PTP-1B. 

Selected phages that bound to PTP-1B were eluted, and then the phage DNA 

sequences were analyzed. After analyzing the phage DNA sequences, independent 

phage clones were tested whether they could inhibit the catalytic activity of PTP-1B. 

Based on the amino acid sequences of phage clones which inhibited PTP-1B, four 

peptides, WRQ7 (WRQTRKD), TAP7 (TAPPNKL), LRT7 (LRTNSTL), and ATK7 

(ATKTRRP) were synthesized. Using these synthetic peptides, PTP-1B inhibition 

assay was performed. TAP7 peptide appeared to significantly inhibit PTP-1B activity, 

but WRQ7, LRT7, and ATK7 peptides did not inhibit PTP-1B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P7 peptide can be used to develop a better peptide inhibitor for PTP-

1B. Inhibitory potential and selectivity of TAP7 peptide c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point mutations on the TAP7 sequence in a systematic manner.  

 

 

Key word: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PTP-1B, Phage display, Peptide inhibitor 


	차 례
	국 문 요 약
	Ⅰ. 서 론
	Ⅱ. 재료 및 방법
	1. 시약
	2. 재조합 PTP-1B의 성상
	3. PTP-1B에 결합하는 파지 라이브러리 스크리닝
	4. 선택된 파지 플라크의 대량 배양
	5. ELISA를 이용한 PTP-1B에 대한 결합력 시험
	6. 파지 클론들의 DNA 분리
	7. 파지 DNA 서열 분석
	8. 선택된 파지 클론들의 펩타이드 서열 비교
	9. 파지 클론을 이용한 PTP-1B 효소 활성 저해 실험
	10. 펩타이드 합성
	11. 합성된 펩타이드의 PTP-1B 효소활성 저해 실험

	Ⅲ. 결 과
	1.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파지 추출
	2. 파지 ELISA를 통한 PTP-1B와 파지의 결합력 확인
	3. 추출된 파지 클론들의 DNA sequencing 결과
	4. 파지 클론을 이용한 효소 활성 저해 시험
	5. 합성한 펩타이드를 이용한 PTP-1B의 저해효과

	Ⅳ. 고 찰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Abstract

	그림 차례
	그림 1. 파지 농도에 따른 PTP-1B와 파지의 결합 친화도
	그림 2-1. 파지 46, I, 2-14, 55에 의한 PTP-1B의 저해 양상
	그림 2-2. 파지 2-10, o, p, j에 의한 PTP-1B 저해 양상
	그림 2-3. 파지 53, B69, B76에 의한 PTP-1B 저해 양상
	그림 3. 합성한 펩타이드 농도에 따른 PTP-1B 저해 양상

	표 차례
	표 1. PTP-1B에 선택적으로 결합된 파지의 증폭 확인
	표 2. 파지 ELISA에 의한 결합력 확인
	표 3. 선택된 파지 클론들의 DNA 서열분석 결과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4. 합성한 펩타이드 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