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ZZiiinnncccfffiiinnngggeeerrrppprrrooottteeeiiinnn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ttteeelllooommmeeerrraaassseee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전전전사사사억억억제제제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 의의의 학학학 과과과
손손손 준준준 형형형



ZZZiiinnncccfffiiinnngggeeerrrppprrrooottteeeiiinnn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ttteeelllooommmeeerrraaassseee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전전전사사사억억억제제제

지지지도도도 박박박 광광광 균균균 교교교수수수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박박박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777년년년 777월월월 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 의의의 학학학 과과과
손손손 준준준 형형형



손손손준준준형형형의의의 박박박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222000000777년년년 777월월월 일일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늦게나마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모
자란 제자를 지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박광균,김현원,정원윤,최종환,
예병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도움을 주셨습니다.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술잔을

기울여 준 친구들,힘이 되어 준 선후배,동료들.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묵묵히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2007년 7월
저자 씀



- i -

차차차 례례례

그림 차례······························································································································ⅱ
표 차례··································································································································ⅲ
국문 요약······························································································································ⅳ
Ⅰ.서론···································································································································1
Ⅱ.재료 및 방법···················································································································6
1.인공전사인자의 설계 및 제작···················································································6
2.세포배양 및 형질전환·································································································9
3.Electrophoreticmobilityshiftassay(EMSA)·····················································9
4.Luciferase활성 측정································································································11
5.hTERT mRNA의 정량····························································································14
6.Telomerase활성 측정·····························································································16
7.세포 증식률 측정·······································································································17
8.통계 분석·····················································································································18

Ⅲ.결과·································································································································19
1.ZFP의 결합특이성과 결합력···················································································19
2.인공 ZFP전사인자에 의한 reporter유전자의 발현 억제·······························19
3.인공 ZFP전사인자에 의한 내재성 hTERT 유전자의 발현 억제·················21
4.인공 ZFP전사인자에 의한 telomerase의 활성 감소········································21
5.인공 ZFP전사인자에 의한 세포 증식률 감소···················································24

Ⅳ.고찰·································································································································28
Ⅴ.결론·································································································································34
참고 문헌······························································································································36
영문 요약······························································································································43



- ii -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Figure 1.Schematic representation ofthe sequences ofthe hTERT core
promoterandtheZFP-TFs··········································································7

Figure2.Expression vectorconstructforZFP-KRAB artificialtranscription
repressors·········································································································10

Figure3.pGEX-4T2proteinexpressionvectorconstructforZFPs··················12

Figure4.SchematicrepresentationoftheprobeDNA sequenceforEMSA··13

Figure5.Schematicrepresentationofthereporterplasmid·································15

Figure6.Theelectrophoreticmobilityshiftassay(EMSA)results··················20

Figure7.TheeffectofartificialZFP-TFsonluciferaseproductiondrivenby
thehTERT corepromoter··········································································22

Figure8.RepressionofendogenoushTERT mRNA expressionusingartificial
ZFP-TFs··········································································································23

Figure9.TRAPassayaftertransfectionwithartificialZFP-TFs·····················25

Figure10.RepressionoftelomeraseactivityusingartificialZFP-TFs············26

Figure11.ArtificialZFP-TFsinhibittheproliferationofHEK293cells··········27



- iii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Table1.BindingsitesandidentityofZFPsusedinhTERT repression··········8



- iv -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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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merase의 재활성화는 사람의 암 발생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Telomerase의 촉매 단위체인 humantelomerasereversetranscriptase(hTERT)
는 효소 활성을 제한하는 인자이다.hTERT를 억제하면 암세포의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 zincfingerprotein(ZFP)전사인자를 이
용하여 사람 암세포주의 hTERT 유전자 발현을 전사 수준에서 억제하였다.
hTERT 유전자의 promoter부위의 12bp염기서열을 인식하는 4-fingerZFP

들을 만들고 KRAB전사억제 domain을 붙여서 새로운 인공 전사억제인자를 만들
어 냈다.인공 ZFP전사인자들은 Luciferasereporter분석 결과 5배 이상의 전사
억제 효과를 보였고,hTERT mRNA를 세포 수준에서 감소시켰다.Telomerase양
성 암세포주의 효소 활성도를 감소시켰으며,세포 증식률도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로 토대로 볼 때 hTERT promoter를 목표로 하는 인공 ZFP전사

인자는 사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telomerase,telomere,hTERT,암,zincfinger단백질,인공 전사
인자,KRAB전사억제 domain



- 1 -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정상세포는 수명을 조절하는 복잡한 기전이 있어서 제한된 성장 잠재력을 가
지며 일정 횟수의 세포분열을 마친 후에는 노화(senescence)하여 사멸(apoptosis)
하는 과정을 거친다.이에 반하여,암세포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즉 불멸성
(immortality)을 가지게 된다.Hayflicklimit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상세포는
invitro에서 배양 시 한정된 세포분열 후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Hayfilck
과 Moorhead,1961).이러한 세포의 노화 현상은 생체의 대사 수명(metabolic
age)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세포분열의 횟수를 제한하는 유전학적 유사분열 생
체시계(geneticmitoticclock)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제안되었다(Harley,1995).
진핵생물 염색체의 말단에 위치하는 telomere는 생체시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알려져 있다.세포분열시 정확한 염색체 분리는 세포생존에 필수적
이다. 염색체의 안정성이 소실되면 세포가 죽거나 비정상적으로 성장한다.
Telomere는 진핵생물 염색체의 말단 부위에 위치하는 특수한 구조로서 염색체의
안정성과 길이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Telomere의 염기서열을 보면 guanine
이 풍부한 단순한 몇 개의 염기쌍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진핵
생물 분류군 간에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예를 들면 사람을 포함한 척추동물의
telomere 염기 반복단위(tandem repeat)는 TTAGGG이며, 원생동물인
Tetrahymena는 TTGGGG이다(Blackburn,1991).통상적으로 알려진 진핵생물의
DNA 복제기작에 의하면,선형인 염색체의 말단부위는 완전하게 복제(replication)
될 수가 없다.DNA 중합효소들은 오직 5′⟶ 3′ 방향으로만 primer를 신장시키
기 때문에 선형 DNA 분자의 5′ 말단을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결과적으로
진핵세포에서 선형 염색체의 말단 염기서열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전이
필요하다.진핵생물의 telomere는 독특한 효소인 telomerase의 작용에 의해 복제되
는데,이 효소는 DNA 주형이 없어도 telomere가 합성되도록 촉매작용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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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merase는 telomere의 길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RNA와 단백질이 결
합된 특수한 구조의 역전사효소(reversetranscriptase)이다.이 효소는 인체에서
상시 발현되어 있는 RNA 단위체인 human telomerase RNA component
(hTERC)와(Feng 등,1995)발현이 정교하게 조절되는 단백질 촉매 단위체인
humantelomerasereversetranscriptase(hTERT)로 구성되어 있다(Lingner등,
1997).Telomerase의 RNA 주형은 진핵생물 군마다 특이한 telomere의 염기서열
에 대해 상보적이다(Greider와 Blackburn,1989;Shippen-Lentz와 Blackburn,
1990;Yu등,1990).Telomerase의 활성은 섬모충류인 Tetrahymena에서 처음 확
인된 후 효모,사람 등의 다른 종에서도 확인되었다(Greider와 Blackburn,1985;
Morin,1989;Counter등,1992;Prowse등,1993).
Tetrahymena와 효모와 같은 단세포 진핵생물에서는 telomere의 길이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지만,포유류 등의 다세포 생물에서는 telomere길이의 조절 기전
이 다소 복잡하다.사람 체세포의 경우 세포분열 시마다 telomere의 길이가 짧아
지는 것이 invitro와 invivo에서 관찰되었다.긴 telomere를 가진 세포가 짧은
telomere를 가진 세포보다 더 많이 세포분열을 할 수 있고,늙은 사람의 체세포
조직이 젊은 사람의 것보다 telomere의 길이가 짧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Harley
등,1990;Hastie등,1990;Allsopp등,1992;Vaziri등,1993).이와는 대조적으
로 사람의 정자 등 생식세포의 telomere는 체세포보다 길며,나이와 상관없이 그
길이가 계속 유지된다(Harley 등,1990;Vaziri등,1993).반면에 암세포의
telomere의 길이는 생식세포에 비하면 짧지만 그 길이는 계속 유지된다(Counter
등,1992).이와 같은 연구들에 의해,telomere의 길이는 세포의 노화와 암화에 관
련되어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Telomere길이의 차이는 세포의 telomerase활성에
의해 조절되며 정상 체세포에는 telomerase의 활성이 없어서 telomere의 길이가
짧아지고,이는 세포분열의 생체시계로 작용한다(Harley,1991).세포분열이 계속
될수록 telomere부위의 염기가 단계적으로 감소하고,치명적인 길이에 이르면 세
포주기를 멈추고 사멸하게 된다(Harley등,1990).
대부분의 사람 암세포는 짧은 telomere를 가지고 있지만,그 길이는 암세포의

성장 동안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암이 진행되면서 telomerase가 재활성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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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예를 들어 사람의 일차 태아 신장 (primaryembryonickidney)세포와
일차 섬유 모세포 (primaryfibroblast)의 추출물에서는 telomerase의 활성이 측정
되지 않는다.이 세포들을 Simianvirus40으로 감염시키면 처음에는 보통 세포와
같이 telomere의 길이는 세포분열 동안에 계속해서 감소되고 telomerase의 활성은
측정되지 않는다.계속 배양하여 약 100회 정도 세포분열이 일어난 후에는 암이
생기고 대부분의 세포는 죽는다.살아남은 단성생식세포(clone)들은 짧은 telomere
의 길이가 계속 유지되고 telomerase의 활성이 측정된다(Counter등,1992).그러
므로 암세포에서는 telomerase가 재활성화되어 telomere의 길이를 유지시킨다고
추정되고 있다.Telomere는 alternativelengtheningoftelomeres(ALT)라는 재조
합에 의한 방법(Dunham 등,2000;Roddel,2003)일부를 제외하고는,대부분
telomerase에 의해 그 길이가 유지된다.Telomerase는 정상 체세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활성화되므로(Kim 등,1994)telomerase활성을 억제하면
암세포의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추정하고,많은 암 연구자들이 telomerase의 저해
제를 찾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Saretzki,2003;Olaussen등,2006).
hTERT의 발현 정도는 telomerase의 활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한 요인

(limitingfactor)인데,hTERT의 발현 조절은 주로 전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
다.그러므로 전사 단계에서 hTERT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면,telomerase의 활
성을 저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hTERT 유전자 promoter의 특
성 및 염기서열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는데(Horikawa 등,1999;
Takakura등,1999;Wick등,1999),그 중에서 ATG codon으로부터 약 -280bp
까지의 짧은 영역인 hTERT corepromoter부위는 hTERT 전사 활성화의 필수적
인 promoter부위로 알려져 있다(Renaud 등,2003).SP1(Takakura 등,1999),
c-MYC(Kyo 등,2000),estrogen receptor(Misiti등,2000),E2F-1(Crowe 등,
2001),WT-1(Oh등,1999),MZF-2(Fujimoto등,2000)등의 다양한 전사인자들이
hTERT의 promoter에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Mergny등,2002;Olaussen,2006).
Cys2-His2형의 zincfingerprotein(ZFP)는 사람 유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

는 DNA결합 단백질의 motif이다.Zincfingerdomain은 약 30개의 aminoacid잔
기들과 zincion으로 이루어져 있고,보통 3개 이상의 fingerdomain들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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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되어 zincfinger단백질을 구성한다(Pabo와 Sauer,1992).각각의 zincfinger
domain들이 인지하는 DNA 염기서열은 매우 다양하며,독립적으로 DNA의 3-4
bp와 상호작용하여 강력히 결합한다(Kim과 Pabo,1998;Kang과 Kim,2000).
다른 DNA결합 motif와는 달리 ZFP는 목표 염기서열이 palindrome일 필요가

없고,단일체로도 기능을 할 수 있으며,어떠한 특수한 염기서열에도 상응할 가능
성이 있다(Papworth등,2006).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어떠한 주어진 염기서열
에 대하여 상응하는 새로운 ZFP를 만들 수 있다(Greisman과 Pabo,1997).효모에
서 in vivo one-hybrid system을 이용하여 3bp의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zinc
fingerdomain을 골라내고,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유전자에 존재하는 DNA 염기
서열을 목표로 하여 그 서열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ZFP를 만들어 인공적
으로 맞춤형 전사인자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사람 유전체로부터 유래한
endogenousZFP들을 invivo에서 선별하는 방법이므로 기존의 phagedisplay방
법에 비하여 생체에서 더욱 선택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Bae등,2003).
전사인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그 하나는 DNA 염기서열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다
른 하나는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전사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전사인자를 구성하는 두 부분 중에서 DNA 염기서열을 인식
하는 부분을 DNA 결합 domain이라고 하고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부
분을 전사활성 domain또는 전사억제 domain이라고 한다.DNA 결합 domain은
특정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그 장소에 결합함으로써 전사인자가 그 유
전자에만 작용하도록 유도한다.이들 두 종류의 domain들은 조립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DNA 결합 domain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를 적절한 전사활성
화인자 또는 전사억제인자에 연결하여 맞춤형 전사인자(designed transcription
factor)를 만들 수 있다.이를 이용해 세포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전자들 가운데
원하는 유전자들을 선택해서 임의대로 전사억제 시키거나 전사촉진 시킬 수가 있
다(Beerli등,2000;Bae등.2003).
본 연구에서는 hTERT corepromoter부위의 일정 DNA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새로운 맞춤형 전사인자를 제작하였다.ZFP DNA 결합 domain과 전사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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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을 연결하여 hTERT의 전사를 억제하는 인공 전사억제인자를 만들고,실
제로 hTERT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자 시도되었다.전사가
효율적으로 억제된다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상
된다.



- 6 -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인인인공공공전전전사사사인인인자자자의의의 설설설계계계 및및및 제제제작작작

hTERT corepromoter부위의 12bp염기서열을 인식하는 4-fingerdomain으
로 이루어진 ZFP를 총 6종류 제작하였다(Figure1).각각의 ZFP는 Bae등(2003)
의 방법을 이용하여 cloning하였으며,결합위치와 aminoacid서열은 Table1에
요약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 ZFP의 명칭은 F는 zincfinger를 의미하고,
ATG codon으로부터의 결합하는 위치의 3′말단에 있는 염기의 번호를 나타내었
고,R은 reverse방향임을 의미하도록 명명하였다.
제작된 ZFP의 전체 aminoacid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NH3+-PGEKPYKCGQC

GKFYSQVSHLTRHQKIHTGEKPYKCPDCGKSFSQSSSLIRHQRTHTGEKPYKC
MECGKAFNRRSHLTRHQRIHTGEKPYECEKCGKAFNQSSNLTRHKKSHTGEK
-CO2- [F-197R],NH3+-PGEKPYVCDVEGCTWKFARSDELNRHKKRHTGEKPY
KCMECGKAFNRRSHLTRHQRIHTGEKPYKCKQCGKAFGCPSNLRRHGRTHTG
EKPFQCKTCQRKFSRSDHLKTHTRTHTGEK-CO2- [F-153R],NH3+-PGEKPY
KCMECGKAFNRRSHLTRHQRIHTGEKPYECNYCGKTFSVSSTLIRHQRIHTGE
KPYKCMECGKAFNRRSHLTRHQRIHTGEKPYKCGQCGKFYSQVSHLTRHQKI
HTGEK-CO2-[F-122R],NH3+-PGEKPFQCKTCQRKFSRSDHLKTHTRTHTGEK
PYKCMECGKAFNRRSHLTRHQRIHTGEKPYECNYCGKTFSVSSTLIRHQRIHT
GEKPYKCMECGKAFNRRSHLTRHQRIHTGEK-CO2- [F-105R],NH3+- PGEKP
YKCMECGKAFNRRSHLTRHQRIHTGEKPYICRKCGRGFSRKSNLIRHQRTHTG
EKPYKCMECGKAFNRRSHLTRHQRIHTGEKPYECEKCGKAFNQSSNLTRHKK
SHTGEK-CO2-[F-97R],NH3+-PGEKPYKCMECGKAFNRRSHLTRHQRIHTGEK
PYTCSDCGKAFRDKSCLNRHRRTHTGEKPYVCDVEGCTWKFARSDELNRHK
KRHTGEKPYKCMECGKAFNRRSHLTRHQRIHTGEK-CO2-[F-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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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SSSccchhheeemmmaaatttiiicccrrreeeppprrreeessseeennntttaaatttiiiooonnnooofffttthhheeessseeeqqquuueeennnccceeesssooofffttthhheeehhhTTTEEERRRTTT
cccooorrreeeppprrrooommmooottteeerrraaannndddttthhheeeZZZFFFPPP---TTTFFFsss
ArtificialZFPswhichbinda12bprecognitionsequencewithinthecore
promoter ofthe endogenous hTERT gene (Wick etal.,1999).The
sequencesofthefourzincfingerdomainbindingsitesareshownin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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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BBBiiinnndddiiinnngggsssiiittteeesssaaannndddiiidddeeennntttiiitttyyyooofffZZZFFFPPPsssuuussseeedddiiinnnhhhTTTEEERRRTTT rrreeeppprrreeessssssiiiooonnn

ZFP
Binding 
positiona F1 F2 F3 F4

Target DNA sequence 
(from 5′ to 3′)

F-197RKb -197Rc QSHR2d QSSR1 RSHR QSNR3 GAA GGG GCA GGA

F-153RK -153R RDER1 RSHR CSNR1 RDHT CGG GAC GGG GCG

F-122RK -122R RSHR VSTR RSHR RSNR GAG GGG GCT GGG

F-105RK -105R RDHT RSHR VSTR RSHR GGG GCT GGG AGG

F-97RK -97R RSHR RSNR RSHR QSNR3 GAA GGG GAG GGG

F-5RK -5R RSHR DSCR RDER1 RSHR GGG GTG GCC GGG

aNumbersinthebindingpositionindicatea3′ endofthebindingsiterelative
toATG startcodon.bK,KRAB domain.cR,reversestrand.dEachzincfinger
wasnamedusingthesingle-abbreviationofthefouraminoacidresiduesat
position–––1,2,3,and6intheα-helixofthezinc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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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ZFP는 ATG start codon - hemagglutinin tag (HA) - nuclear
localizationsignal(NLS)-ZFP-KRAB의 여러 domain이 연결된 결합 단백질
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pcDNA3 plasmid vector(Invitrogen,Basel,
Switzerland)에 cloning하였다(Figure2).사용된 KRAB 전사억제 domain은 억제
기능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단편이 발현되도록 63개의 aminoacid로 이루어져 있
다(Kwon등,2005).
실험에 사용한 모든 vector는 MiniprepKits(Qiagen,Hilden,Germany)로 추출

하였고,Genotech사(Daejeon,Korea)에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하여 확인하였다.

222...세세세포포포배배배양양양 및및및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

HEK293(ATCC,Manassas,VA,USA)세포주는 100 U/mlpenicillin,100
mg/mlstreptomycin,10% fetalbovineserum (FBS;Gibco,Gaithersburg,MD,
USA)을 포함하는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 (DMEM)배지에서 37℃,
5% CO2humidifiedincubator조건에서 배양하였다.
Transient transfection을 위하여, HEK293 세포를 poly D-lysine-coated

96-wellcultureplates(Becton Dickson,Franklin Lakes,NJ,USA)에 2× 104

cells/well씩 가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이용하였다.실험의 종류에 따라,105

cells/well를 24-wellcultureplates에 배양하였다.총 320ng (96-wellculture
plates)또는 1 μg(24-wellcultureplates)의 vectorDNA를 transfection에 사용
하였다. Transfection은 Lipofectamine2000reagent(Invitrogen)를 이용하여 제조
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333...EEEllleeeccctttrrroooppphhhooorrreeetttiiicccmmmooobbbiiillliiitttyyyssshhhiiiffftttaaassssssaaayyy(((EEEMMMSSS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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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222.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vvveeeccctttooorrrcccooonnnssstttrrruuuccctttfffooorrrZZZFFFPPP---KKKRRRAAABBB
aaarrrtttiiifffiiiccciiiaaallltttrrraaannnssscccrrriiippptttiiiooonnnaaalllrrreeeppprrreeessssssooorrrsss
Zinc finger domains were designed and assembled on a
pcDNA3 vectorwhich included the HA-epitope,NLS and
KRAB repression domain. The resulting zinc finger
expression vectors pF-197RK, pF-153RK, pF-122RK,
pF-105RK,pF-97RK andpF-5RK consistoffourzincfinger
domains.TheaminoacidsequenceoftheeachZFP DNA
bindingdomainisdescribedinmaterialsand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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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을 발현하고 추출하기 위하여,6가지 ZFP의 DNA를 4-fingerdomain부
위만을 EcoRI과 NotI 제한효소로 자르고 pGEX-4T2(Amersham Pharmacia,
Uppsala,Sweden)단백질 발현 vector에 cloning하였다.이 vector들은 ZFP -
glutathione-S-transferase(GST)결합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고안되었다(Figure3).
ZFP-GST 결합단백질은 EscherichiacolistrainBL21(DE3)에서 발현시켰고,

glutathioneaffinitychromatography(Amersham Pharmacia)를 이용하여 정제하고,
thrombin처리하여 GST를 제거하였다.ProbeDNA(Genotech)를 제작하기 위하여
T4polynucleotidekinase로 32P를 표지한 후,EMSA를 실시하였다(Kim과 Pabo,
1998).ProbeDNA의 염기서열은 Figure4에 나타내었다.동위원소에 의해 film에
감광된 각 band의 강도는 Molecularimaging software(Kodak,Rochester,NY,
USA)로 정량화하여서,해리 상수(dissociationconstant;Kd)값으로 나타내도록
계산하였다.

444...LLLuuuccciiifffeeerrraaassseee활활활성성성 측측측정정정

ATG codon으로부터 334bp까지의 hTERT corepromoter부위를 포함하는
DNA 단편을 fireflyluciferasereportervector인 pGL3-basic(Promega,Madison,
WI,USA)의 KpnI과 NcoI제한효소 인식 부위 사이에 삽입하였다.본래의 vector
에는 promoter와 enhancer부위가 없다.삽입된 DNA 단편은 HeLa genomic
DNA로부터 GC-richPCR system(Roche,Penzberg,Germany)을 이용한 nested
PCR을 실시하여 얻을 수 있었다.사용된 primer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First
PCR:5'-CAA TGCGTCCTCGGGTTCGTCC-3'(forward),5'-TCT CCG
CAT GTCGCT GGT TCCC-3'(reverse).SecondPCR :5'-GGG GTA CCC
CGG AGC AGC TGC GCT GT-3'(forward),5'-CAT GCC ATG GCG CGG
GGG TGG CCG-3'(reverse).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모든 primer는 Genotech
사에서 제작되었다.새로이 만들어진 luciferasereportervector는 pGL3-hTERT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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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333...pppGGGEEEXXX---444TTT222 ppprrrooottteeeiiinnn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vvveeeccctttooorrrcccooonnnssstttrrruuucccttt
fffooorrrZZZFFFPPPsss
Thefusion proteinswerepurifiedusing GST affinity column
andthendigestedwiththrom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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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444.SSSccchhheeemmmaaatttiiiccc rrreeeppprrreeessseeennntttaaatttiiiooonnn ooofff ttthhheee ppprrrooobbbeee 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eee fffooorrr
EEEMMMSSSAAA
Thesequencesofthe4-fingerdomainbindingsitesareshowninbold.The
probeDNA sequencesforEMSA areshownontoanunde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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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명하였다(Figure5).
Dual-luciferasereporterassaykit(Promega,Madison,WI,USA)를 이용하여

luciferase활성도를 측정하였다.37℃에서 48시간동안 배양한 HEK293세포주를
phosphate-bufferedsaline(PBS)으로 두 번 수세한 후,passivelysisbuffer30 μl
를 가하였다.LARⅡ reagent40 μl,stopbuffer40 μl,Gloreagent8 μl를 순차
적으로 가한 후,firefly와 Renilla의 luciferase 활성을 MicroLumatPlus LB96
luminometer(Berthold,BadWildbad,Germany)를 이용하여 dualwavelength에서
측정하였다.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luciferase활성도의 평균값을 취하
였다.ZFP들의 luciferase활성 정도는 pGL3-hTERT의 값에 비례하여 나타내었
다.

555...hhhTTTEEERRRTTT mmmRRRNNNAAA의의의 정정정량량량

RT-PCR을 실시하기 위하여 24-wellplate에 2×105HEK293cells/well을 항
생제를 포함하지 않고 10% FBS를 포함하는 DMEM 배지에서 24시간 동안,5%
CO2, 37℃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Transfection은 Lipofectamine 2000
reagent(Invitrogen)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mRNA 정량과
telomerase활성도 측정을 위하여 일정 시간동안 배양 후 harvest하고,사용하기
전까지 -80℃에 보관하였다.RNA는 RNeasyminikit(Qiagen)를 이용하여 제조
사의 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100 ng의 전체 RNA로부터 Quatitectreverse
transcriptionkit(Qiagen)를 이용하여 역전사 반응을 실시하여 cDNA를 제조하였
다.mRNA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역전사 반응이 끝난 cDNA 1 μl를
hTERT-specific primers [5'-GCG GAA GAC AGT GGT GAA CT-3'
(forward)와 5'-AGCTGG AGT AGT CGCTCT GC-3'(reverse)]를 이용하여
증폭하였다.hTERT mRNA의 양은 glyceraldehyde3-phosphatedehydrogenase
(GAPDH)-specific primers [5'-CAA TGA CCC CTT CAT TGA 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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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555...SSSccchhheeemmmaaatttiiicccrrreeeppprrreeessseeennntttaaatttiiiooonnnooofffttthhheeerrreeepppooorrrttteeerrrppplllaaasssmmmiiiddd
Luciferase reporter pGL3-basic is a promoterless and
enhancerless vector. For luciferase activity assay control,
pGL3-hTERT luciferasereportervectorwasgeneratedby the
insertionofthehTERT corepromoter,334bpupstream ofthe
initiation ATG codon.Forcloning ofhTERT core promoter,
hot-start,touchdown,GC-richandnestedPCRsareperformed
usingHeLagenomic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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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와 5'-GAT CTC GCT CCT GGA AGA TG-3'(reverse)]를 이용하여
증폭한 GAPDH mRNA의 양과 비교하여 표준화하여 계산하였다.
hTERT와 GAPDH의 cDNA는 QuantitectSYBR greenPCR kit(Qiagen)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증폭되었고,Rotorgene3000real-timecycler
(CorbettResearch,Mortlake,Australia)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증폭,측정 및 분
석되었다. hTERT mRNA의 상대적인 발현 정도는 2-ΔΔCt 방법 (Livak과
Schmittgen,2001)에 의하여,GAPDH mRNA의 발현량에 비교하여 정량화하고 계
산하였다.

666...TTTeeelllooommmeeerrraaassseee활활활성성성 측측측정정정

Telomerase의 활성도 측정은 telomererepeatamplificationprotocol(TRAP;
Kim 등,1994;Wright등,1995;Li와 Horwitz,1997)방법에 의해 제조된
TRAPEZEtelomerasedetectionkit(Chemicon,Hampshire,UK)를 이용하여 제조사
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TRAP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시료별로 다음과 같
이 준비하였다.10×TRAPreactionbuffer(pH 8.3,200mM Tris-HCl,15mM
MgCl2,630mM KCl,0.5% Tween20,10mM EGTA,0.1% BSA)5 μl,50×
dNTPs(2.5mM eachdATP,dTTP,dGTP anddCTP)1 μl,TS primer1 μl,
primer mix(RP primer,K1 primer and TSK1 template) 1 μl,Taq DNA
polymerase(5units/μl;TakaraHoldings,Kyoto,Japan)0.4 μl,PCR-grade
water39.6 μl를 준비하여,세포추출물을 2 μl씩 가하였다.대조군으로는,상기한
PCR 용액에 세포추출물을 제외하고 telomerase양성 세포추출물,85℃에서 10분
간 열을 가한 세포추출물,1×CHAPSlysisbuffer,TSR8controltemplate를 각
각 2μl씩 가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PCRtube를 PCR기계(MJResearch,Reno,NV,USA)에 넣고 30℃에

서 30분간 처리하여 telomerase가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였다.94℃로 온도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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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merase가 반응을 멈추고 불활성화 되도록 한 후,94℃/30초,50℃/30초,72℃
/45초간 35회전하여 PCR증폭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PCR이 완료된 시료에 5 μl의 염색시약(0.25% bromophenolblueand0.25%

xylenecyanolin50% glycerol/50mM EDTA)을 가하고 25 μl씩 loading하여 전
기영동을 실시하였다.전기영동은 12.5% polyacrylamidegel(in0.5× TBE)에서
300volt로 약 2시간 전개하여 bromophenolblue가 gel의 끝을 거의 통과하도록
하였다.
전기영동 후 SYBRTM GreenⅠ(FMCBioProducts,Philadelphia,PA,USA)으

로 30분간 염색한 후 300nm UV transilluminator(VilberLourmat,Eberhardzell,
Deutschland)에서,SYBRTM GreenⅠ photographicfilter(FMCBioProducts)를 통
하여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확인하였다.Telomerase의 활성도는 band의 강도를
NIH image J software(NationalInstitutes ofHealth,Bethesda,MD,USA;
http://rsb.info.nih.gov/ij)를 이용하여 표준화하고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777...세세세포포포 증증증식식식률률률 측측측정정정

세포 성장과 생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ell Counting
Kit-8(CCK-8;Dojindomoleculartechnologies,Gaithersburg,MD,USA)를 이용
하여 세포 증식률을 측정하였다.6가지의 인공 ZFP전사인자를 transfection시킨
HEK293세포주를 같은 수의 생존 세포가 포함되도록 98-wellplate에 triplicate로
넣고,37°C,5% CO2에서 배양하였다.냉장 보관한 CCK-8을 37°C가 되도록 녹이
고,각 well당 10 μl씩 가하였다.2시간 동안 배양 후,microplatereader(Molecular
devices,Sunnyvale,CA,USA)를 이용하여 450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아무 처리하지 않은 HEK293 세포와, pcDNA3 null vector를
transfection한 세포의 증식률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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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대조군과 비교한 실험군의 실험 결과의 차이를 graph로 구성하고,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igmaPlot(Systatsoftware,SanJose,CA,USA)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통계적인 의의는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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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ZZZFFFPPP의의의 결결결합합합특특특이이이성성성과과과 결결결합합합력력력

hTERT corepromoter부위에 결합하도록 고안된 6가지의 인공 ZFP전사인
자들을 단백질 상태로 정제,준비하였다(Figure4).이 ZFP들은 DNA 염기서열 12
bp를 인식하여 결합하는 4-zincfingerdomain으로 구성되어 있다.6가지의 ZFP
들은 각각 ATG codon으로부터 -197,-153,-122,-105,-97,-5upstream 부위를
목표로 하였다.인공 ZFP전사인자들은 E.coli에서 단백질 발현 후,정제하고 단
백질 정량하여 다양한 양의 단백질이 일정한 양의 동위원소로 표지된 목표 염기
서열을 포함하는 probeDNA와 결합하도록 하였다.
EMSA를 실시한 결과,대조군으로 사용한 비특이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probe

와 비특이 ZFP의 혼합 시료는 전기영동 후 DNA-단백질 복합체가 위치해야 하는
부분에 어떠한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Figure6).그러나 특이 목표 염기서열 및
ZFP들은 DNA-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여 probe보다 이동속도가 느린 위치에서
이동 band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인공 ZFP들이 결합 특이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F-197R,F-153R,F-122R,F-105R,F-97R,F-5R의 Kd값은 각
각 7.5,8.4,4.5,26.3,14.8,28.7pM을 나타내었다.

222...인인인공공공 ZZZFFFPPP전전전사사사인인인자자자에에에 의의의한한한 rrreeepppooorrrttteeerrr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억억억제제제

hTERT corepromoter가 cloning된 fireflyluciferasereporter유전자를 이용하
여,6 가지의 인공 ZFP 전사인자의 유전자 발현 억제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hTERT corepromoter를 포함하는 새로운 reporterplasmid를 만들었고,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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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666... TTThhheee eeellleeeccctttrrroooppphhhooorrreeetttiiiccc mmmooobbbiiillliiitttyyy ssshhhiiifffttt aaassssssaaayyy(((EEEMMMSSSAAA)))
rrreeesssuuullltttsss
To determine dissociation constant,2-fold serialdilutions ofthe
ZFPswereincubated with labeledprobeDNA (100pM)atroom
temperaturefor1h,andthenthereactionmixturesweresubjected
toelectrophoresis.Theautoradiographysignalswerequantitatedby
NIH imageJsoftware.Arrowsindicatethatthepositionsofthe
ZFP-DNA boundshiftedbands.Dottedlinearrowsindicatethatthe
positionsofthefreeprobe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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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B 전사억제 domain을 붙인 인공 ZFP 전사인자를 발현하는 vector인
pcDNA3와 같이 HEK293 세포주에 co-transfection하였다.대조군으로 사용한
pcDNA3nullvector(originalvector)의 상대적 luciferase활성도에 비하여,6가지
의 ZFP전사인자는 모두 현격하게 감소되었다.Luciferase유전자의 전사를 활성
화시키는 hTERT core promoter의 대조군과 비교한 억제 정도는 F-197RK,
F-153RK,F-122RK,F-105RK,F-97RK,F-5RK이 각각 88.8%,81.5%,88.8%,
78.6%,79.4%,71.4%를 나타내었다(Figure7).

3.인인인공공공 ZZZFFFPPP전전전사사사인인인자자자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내내내재재재성성성 hhhTTTEEERRRTTT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발발발
현현현 억억억제제제

내재성 hTERT 유전자의 발현을 전사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인공 ZFP 전사인자에는 NLS와 KRAB 전사억제
domain이 붙어서 발현되도록 하였다(Figure 2).HEK293 세포주에 pF-197RK,
pF-153RK,pF-122RK,pF-105RK,pF-97RK,pF-5RK,pcDNA3nullvector을
transfection하여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배지에 500㎍/mlG-418항생제를
가하여 선택적으로 배양되도록 하였으며,항생제에 의하여 선택된 세포들은
transfection을 실시한 날로부터 각각 2,4,8,12일 후에 harvest하여 실험에 이용
하였다.Real-timePCR방법에 의해 측정한 내재성 hTERT mRNA의 양은 시간
경과에 따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ure8).대조군인 pcDNA3
nullvector의 2-ΔΔCt값을 1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면,pF-197RK,
pF-153RK,pF-122RK,pF-105RK,pF-97RK,pF-5RK의 2-ΔΔCt값은 12일 경과
후의 시료에서 각각 0.283,0.208,0.233,0.313,0.240,0.196로 측정되었다.

444...인인인공공공 ZZZFFFPPP전전전사사사인인인자자자에에에 의의의한한한 ttteeelllooommmeeerrraaassseee의의의 활활활성성성 감감감소소소



- 22 -

FFFiiiggguuurrreee777...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aaarrrtttiiifffiiiccciiiaaalllZZZFFFPPP---TTTFFFsssooonnnllluuuccciiifffeeerrraaassseeeppprrroooddduuuccctttiiiooonnn
dddrrriiivvveeennnbbbyyyttthhheeehhhTTTEEERRRTTT cccooorrreeeppprrrooommmooottteeerrr
ReportervectorsandZFP-TFsexpressionvectorsareco-transfectedin
HEK293cells.Afterincubationfor48h,luciferaseactivityassayswere
performed.Numbersindicate;1.pGL3-basic+pcDNA3co-transfection;2.
pGL3-hTERT +pcDNA3co-transfection;3.pGL3-hTERT + pF-197RK
co-transfection; 4. pGL3-hTERT + pF-153RK co-transfection; 5.
pGL3-hTERT +pF-122RK co-transfection;6.pGL3-hTERT +pF-105RK
co-transfection; 7. pGL3-hTERT + pF-97RK co-transfection; 8.
pGL3-hTERT +pF-5RK co-transfection.Graphsindicatethemeanvalues
andstandarderrorsbythroughthreeindependent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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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888.RRReeeppprrreeessssssiiiooonnn ooofffeeennndddooogggeeennnooouuusss hhhTTTEEERRRTTT mmmRRRNNNAAA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uuusssiiinnngggaaarrrtttiiifffiiiccciiiaaalllZZZFFFPPP---TTTFFFsss
ToanalyzequantitativegeneexpressionofthehTERT mRNA using
real-timePCR withthe2-ΔΔCtmethod(LivakandSchmittgen,2001),
thereferencegene(GAPDH)comparedwiththetargetgene(hTERT).
AfterRNA extraction,reversetranscriptionwasperformed.ThecDNA
was subjected to real-time PCR using gene-specific primers
(sequences are shown in materials and methods).Gene expression
profiles ofpF-197RK,pF-153RK,pF-122RK,pF-105RK,pF-97RK,
pF-5RK andpcDNA3nullvector(control)wereanalyzedbyreal-time
PCR withthe2-ΔΔCtmethod.Sampleswerecollectedat2,4,8or12
days after transfection performed.pcDNA3 nullvector transfected
samplewasselectedasthecalibrator.Forthecalibrator,ΔΔCtequals
zeroand20equalsone,sothatthefoldchangeingeneexpressionin
pcDNA3equalsone,bydefinition.Forothersamples,evaluationof2-Δ
ΔCt represents the fold change in gene expression relative to the
pcDNA3nullvectorsample.Graphsindicatethemeanvaluesofthree
independent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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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ERT 특이성 인공 ZFP전사인자를 HEK293세포주에 transfection한 후,시
간의 경과에 따라 시료를 얻어서 TRAP방법으로 telomerase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6 가지의 인공 ZFP 전사인자에 의하여 사람 암세포주인 HEK293의
telomerase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ure9,10).전기영동 결과는 Figure
9에 나타내었고,NIH imageJsoftware에 의해 계산된 상대적 telomerase활성도
는 Figure10에 나타내었다.대조군인 pcDNA3nullvector의 경우 HEK293세포
주와 비슷한 정도의 telomerase활성도를 유지하였으나,pF-197RK,pF-153RK,
pF-122RK,pF-105RK,pF-97RK,pF-5RK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555...인인인공공공 ZZZFFFPPP전전전사사사인인인자자자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증증증식식식률률률 감감감소소소

인공 ZFP전사인자를 HEK293세포주에 transfection한 후,시간의 경과에 따
라 시료를 얻어서 CCK-8을 이용하여 세포 증식률을 측정하였다.각각의 인공
ZFP전사인자에 의하여 사람 암세포주인 HEK293의 증식률이 유의하게 감소되었
다(Figure11).대조군인 pcDNA3nullvector의 경우 HEK293세포주와 비슷한
정도의 증식률을 유지하였으나,pF-197RK,pF-153RK,pF-122RK,pF-105RK,
pF-97RK,pF-5RK의 증식률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 처리하지 않은 HEK293 세포주의 증식률에 비교하여, pF-197RK,

pF-153RK,pF-122RK,pF-105RK,pF-97RK,pF-5RK의 증식률은 12일 경과 후
의 시료에서 각각 53.3%,43.4%,48.1%,38.6%,60.3%,44.5%로 측정되었다.이는
대조군인 pcDNA3nullvector의 증식률이 83.0%인 것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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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999.TTTRRRAAAPPPaaassssssaaayyyaaafffttteeerrrtttrrraaannnsssfffeeeccctttiiiooonnnwwwiiittthhhaaarrrtttiiifffiiiccciiiaaalllZZZFFFPPP---TTTFFFsss
2-12daysincubatedHEK293celllysatesweretestedfortelomerase
activityviatheTRAP assay.ThePCR productswereseparatedby
12.5% polyacrylamidegel,whichwerestainedwithSYBR greenⅠ.
Arrowsindicatethepositionsofthe36bpinternalcontrolDNA bands.
NCmeansCHAPSlysisbufferusedasanegativ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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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111000.RRReeeppprrreeessssssiiiooonnn ooofff ttteeelllooommmeeerrraaassseee aaaccctttiiivvviiitttyyy uuusssiiinnnggg aaarrrtttiiifffiiiccciiiaaalll
ZZZFFFPPP---TTTFFFsss
Todeterminerelativetelomeraseactivities,thesignaldensitiesofthe
bands were quantitated by NIH image Jsoftware,and then TPG
(units)was calculated according to manufacturer's instruction.The
valuesoftelomeraseactivity representthepercentagevaluesofthe
TPG,relativetotheHEK293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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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111.AAArrrtttiiifffiiiccciiiaaalllZZZFFFPPP---TTTFFFsssiiinnnhhhiiibbbiiitttttthhheeeppprrrooollliiifffeeerrraaatttiiiooonnnooofffHHHEEEKKK222999333ccceeellllllsss
CellsweretransfectedwithartificialZFP-TFswithlipofectamine.Thecell
proliferationassaywasperformedonday2,4,8and12aftertrans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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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Telomerase의 재활성화는 세포의 불멸화와 종양 형성 단계의 필수적인 요건으
로 추측된다.ALT를 경유하는 telomerase와 상관없이 telomere의 길이를 유지하
는 기전이 생체 내에 존재하지만(Roddel,2003),대부분의 암세포는 telomerase가
재활성화 되어 있다(Kim 등,1994).그러므로 telomerase의 활성과 유전자 발현
정도를 측정하여 암을 진단하려는 연구와(Hiyama와 Hiyama,2003),저해제를 찾
아 암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계속 시도되고 있다(Saretzki,2003).Telomerase의 저
해제는 어떠한 종류이든지 telomere의 길이가 짧아지는 기전을 회복시키고 세포
사멸 과정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정상 체세포에는 telomerase의 활성이
없지만 암세포의 성장 중에는 그 활성이 필요하므로 telomerase의 저해제는 항암
치료의 좋은 목표가 될 것이다.
항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는 치료 효과는 최대화하고,부작용

은 최소화하는 것이다.항암제가 생체 내에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려면 몇 가지의
선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대부분 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암세포에 도입
되어야 한다.2)목표 분자에 도달해야 한다.3)암세포가 죽어야 한다.4)정상 세
포에 허용될 정도의 독성만을 가져야 한다.5)유해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야 한다.이러한 목적에 가장 접근한 방법 중 하나가 유전자 치료(genetherapy)
이다(Dahse등,1997).
지금까지 개발된 약의 성분은 대부분 유기화합물이나 단백질이었다.많은 질환

이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유전자 치료는 질병에
대항하는 새로운 도구이다.기존 약들은 질환의 증상 치료,즉 대증요법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유전자 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치료 유전자
또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세포를 인체에 투여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
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유전자 치료의 원리는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를 질병 부위에 투입함으로써 병이 생긴 유전자를 대체하거나,그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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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단백질을 만들게 하여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즉 유전자를 환자의
몸에 넣어 건강한 유전자의 내용이 발현되게 하는 원리이다.
유전자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하기 위해 사

용하는 vector가 부작용의 주원인이다.유전자 치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전
성과 유효성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또 투입된 유전자가 당대에만 효
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손으로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또 유전자 치료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유전자 치료의 최대 장점
은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 방식이 근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유전자 치료는 한 번의 투여로 치료용 물질이 체내에서 장기간 발현될 수 있

다는 점,유전전달 및 발현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치료제 작용의 선택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경우에 따라 환자의 변이된 유전정보가 유전자 재조합에 의
해 교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종래의 치료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용기전을 가
진다.특히 암치료에 있어서,비특이적인 항암 화학 요법과는 달리 암세포에 더 특
이적이며 발암과정 초기의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원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또한 국소적으로 작용하므로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hTERT를 표적으로 하는 인공 ZFP전사인자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방법은 상기
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발현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단계에서 조절이 가능하다.첫 번째는

DNA상의 유전자가 RNA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사단계이고,두 번째는 전구체
(precursor)RNA로부터 성숙(mature)mRNA를 거쳐 단백질로 정보가 전달되는
전사 후 조절 및 번역단계이다.Zincfinger전사인자는 전사단계에서 발현을 조절
하지만 antisenseoligonucleotide,ribozyme,RNAi등은 전사 후 단계에서 발현을
조절한다.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기존의 치료 방식에 비해 단백질 합성 이전에
작용하는 유전자 치료는 여러 장점이 있다.유전자 치료 방법은 DNA의 염기서열
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정제와 구조 분석의 과정이 필요 없다.따라서 약
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또한,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매우 선택적으로 작용할 것이다.Antisenseoligonucleotide,ribozyme,
RNAi등의 전사 후 단계에서 작용하는 방법보다 인공 ZFP전사인자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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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점이 있다.전사 이전에 작용하므로 전사인자 방법의 효율성이 더 높을 것
으로 예상되고,그 작용 장소의 선정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전사
인자가 유전자 promoter의 TATA box근처나 전사 개시점 근처에 결합했을 때
가장 효과적임은 이미 알려져 있다(Kim과 Pabo,1998).
아울러 인공 ZFP전사인자는 전사의 억제와 촉진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전사인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그 하나는 DNA 염기서열을 특이적으로 인식하여 결합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전사를 촉진하거나 억제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전사인자를 구성하는 두 부분 중에서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부분을 DNA 결합 domain이라고 하고 다른 단백질들과 상호작
용을 하는 부분을 전사활성화 domain또는 전사억제 domain이라고 한다.이들 두
종류의 domain들은 조립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DNA 결합 domain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를 적절한 전사활성화인자 또는 전사억제인자에 연결하여 맞
춤형 전사인자를 만들 수 있고,이를 이용해 세포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전자들
가운데 원하는 유전자들을 선택해서 그 발현을 임의대로 억제하거나 촉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전사억제 domain인 KRAB을 DNA 결합 domain에
연결하여 hTERT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였다.그 반대로 전사촉진 domain인
VP16,p65등을 연결하면 hTERT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는 세포의 노화 연구나 암이 발생되지 않고도 불멸성을 갖는 배양용 정상 체세포
의 개발 등의 연구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TERT의 corepromoter부위의 12bpDNA 염기서열을 인식

하는 새로운 6가지의 인공 ZFP전사인자들을 만들었다.사람의 전체 유전체 중
12bp만을 인식하여 결합하는 것은 hTERT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즉 결합 특이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
다.그러나 Tan등(2003)에 의하면,전체 인간 유전체 중에서 단일 표적 유전자의
조절은 18bp염기서열을 인식하는 6zincfinger전사인자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들은 9-12bp염기서열을 인식하는 ZFP도 충분히 작
동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이는 전체 유전체 중에 전사인자가 인식하고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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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부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전사인자는
promoter의 일정 부위에 결합하여야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MSA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제작된 4-zincfingerdomain을 갖는 6가

지 인공 ZFP전사인자들의 Kd값은 4.5-28.7pM 수준이었는데,이는 3-zinc
fingerdomain을 갖는 ZFP들의 Kd값인 0.01-10nM (Bae등,2003)에 비하여
월등히 결합력이 높다.표적 유전자의 특이 전사 조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12
bp의 DNA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4-zincfingerdomain을 갖는 인공 ZFP전사인
자의 유용성이 이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4-zincfinger보다 많은 수의 domain
을 연결하면 결합 특이성과 결합력은 높아지겠지만 만들 수 있는 zincfinger
domain의 종류가 한정적이므로 표적 DNA 염기서열의 선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4-zincfingerdomain이 연결된 인공 전사인자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Luciferase 활성도 측정 결과는 실험에 사용된 인공 ZFP 전사인자들은

promoter에 특이하게 결합할 수 있으며,세포 수준에서 목표로 하는 reporter유전
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새로 제작한
hTERT corepromoter를 포함하는 reportervector의 luciferase활성도와 6가지
의 인공 ZFP전사인자를 각각 co-transfection한 시료의 luciferase활성도를 비교
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세
포 수준에서 vector를 이용하여 형질도입 되고 발현된 ZFP가 전사인자로서 충분
히 작동하고,KRAB전사억제 domain도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eal-timePCR방법으로 hTERT의 mRNA 발현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

다.인공 ZFP전사인자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vectorplasmid에서 발현
이 되어야 하고,발현된 단백질이 핵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표적 DNA 염기서열에 정확히 결합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인공 ZFP전사인
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NLS부위를 연결하여 핵 안으로 발현된 단백질이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2).실험에 사용된 인공 ZFP전사인자들은 실제 세포
내,핵내,염색체내에 존재하는 내재성 hTERT 유전자의 발현을 전사 수준에서 억
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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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RAP방법으로 telomerase의 활성이 실제로 억제되는지를 측
정하였다.전사 단계에서 억제되므로 실제로 발현되는 hTERT 단백질의 양이 감
소할 것이다.hTERT는 항상 존재하는 hTERC와 달리 telomerase활성의 제한
요인이다(Lingner등,1997).그러므로 전체 세포의 telomerase활성이 인공 ZFP
전사억제인자에 의해서 감소되어야 본 연구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대
조군인 pcDNA3nullvector의 경우 HEK293세포주와 비슷한 정도의 telomerase
활성도를 유지하였으나,pF-197RK,pF-153RK,pF-122RK,pF-105RK,pF-97RK,
pF-5RK는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에 사용된 HEK293
세포주는 telomerase활성이 매우 높은 암세포주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실
제 항암 유전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CK-8을 이용하여 세포 증식 변화를 관찰하였는데,대조군과

비교하여 인공 ZFP전사인자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세포 증식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elomerase의 이론과 원리에 의하면,hTERT의 발현이 억제되
어 telomerase가 만들어지지 않으면,telomere의 길이가 줄어드는 기전이 재작동하
여 암세포를 세포 사멸로 인도하는 생체시계가 다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Telomerase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포는 사멸하므로,실험적으로
암세포주의 증식이 느려질 것이다.
이상의 실험에 의하여 인공 ZFP전사인자에 의한 hTERT 유전자의 발현 억제

가능성이 검토되었고,그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Reporter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었고,내재성 hTERT 유전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telomerase의 활성이 감소하였고,세포 증식률도 감소하였다.그러나 vector의 종
류,transfection의 방법,세포주의 종류 등의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의 수정이 필요
하다.Reportersystem에서 나타난 약 5배의 전사억제 정도는 실제로 invivo에서
작동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그 원인은 lipofectamine을 이용한 transfection방법의
한계로 생각된다.인공 ZFP전사인자를 발현하는 vector와 firefly와 Renilla의 두
가지 reportervector,총 3종류의 외부 DNA를 하나의 세포에 transfection하기에
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인공 ZFP전사인자를 발현할 vector가 들어가지 않은 세
포의 luciferase활성도는 높게 측정 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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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mRNA와 telomerase활성의 감소 정도도 충분하지 않다.상기와 같은 이유
로 transfection이 되지 않은 세포의 실험 결과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transfection효율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vector는
plasmid를 기반으로 한 상용 유전자 발현 vector였다.Transfection효율을 높이고
실험적으로 보다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inducibleviralvector의 사용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HEK293암세포주 이외의 다른 암세포들에서도 실험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더불어 실험동물의 xenograftmodel이 필요하다.
암 세포에서 telomerase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Saretzki,2003).여러 종류의 연구에서 telomerase억제제가 시도되었고 어느 정
도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결과물은 telomere의
길이가 짧아지도록 유도하는 것들이다.이 과정은 억제 시점과 세포 사멸이 일어
나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가 매우 느리게 나타날 수밖
에 없다.다수의 telomerase의 활성 저해제는 상용 항암제와 복합투여를 할 경우
에 더욱 효율적이다.그러므로 본 연구의 방법도 RNAi를 이용한 방법 등과 같이
다른 억제제와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면 전사 전후 단계를 모두 억제할 수 있기 때
문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토대로 볼 때 hTERT의 promoter를 목표로 하는 인공 ZFP전

사인자는 사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 도구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hTERT의 발현 정도는 telomerase의 활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제한 요인인데,hTERT의 발현 조절은 주로 전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사 단계에서 hTERT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은
telomer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본 연구의 목
적인 인공 ZFP전사인자를 이용한 hTERT 유전자의 전사 억제는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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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hTERT corepromoter부위의 12bp염기서열을 인식하는 4-fingerdomain으
로 이루어진 ZFP를 총 6종류 제작하였다.6가지의 ZFP들은 각각 hTERT 유전
자의 ATG codon으로부터 -197,-153,-122,-105,-97,-5upstream 부위를 목표
로 하였다.전사억제 효과를 나타내도록 각각의 ZFP에 KRAB전사억제 domain이
결합하여 발현되도록 설계하였고,HEK293암세포주에 transfection시켜서 그 영향
을 비교 분석하였다.

1.12bp염기서열을 인식하는 4-fingerdomain으로 이루어진 ZFP들은 표적
염기서열에 대하여 충분한 결합 특이성과 결합력(Kd:4.5-28.7pM)을 갖는다.
기존의 3-fingerdomainZFP(Kd:0.01-10nM)보다 표적 DNA에 강하게 결합
하였다.

2.인공 ZFP전사인자들은 luciferasereporter분석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5
배 이상의 전사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서 세포 수준에서도 전사인자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인공 ZFP 전사인자들은 실제 세포내,핵내,염색체내에 존재하는 내재성
hTERT 유전자의 mRNA 양을 감소시켰다.

4.인공 ZFP전사인자들은 telomerase양성 암세포주의 telomerase효소 활성
도를 감소시켰다.

5.인공 ZFP전사인자들은 세포 배양 시 세포 증식률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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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ERT의 발현 정도는 telomerase의 활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hTERT의 발현 조절은 주로 전사 단계에서 이우어질 것이므로 전사 단계에서
hTERT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면,telomer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유용한 도구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의 결과로 토대로 볼 때 hTERT의 promoter를 목표
로 하는 인공 ZFP전사인자는 사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
료 도구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 36 -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Allsopp,R.C.,Vaziri,H.,Patterson,C.,Goldstein,S.,Younglai,E.V.,
Futcher,A.B.,Greider,C.W.andHarley,C.B.:Telomerelengthpredictsthe
replicative capacity ofhuman fibroblasts.Proc.Natl.Acad.Sci.USA.89:
10114-10118,1992.

Bae,K.H.,Kwon,Y.D.,Shin,H.C.,Hwang,M.S.,Ryu,E.H.,Park,K.
S.,Yang,H.Y.,Lee,D.K.,Lee,Y.,Park,J.,Kwon,H.S.,Kim,H.W.,Yeh,
B.I.,Lee,H.W.,Sohn,J.H.,Yoon,J.,Seol,W.andKim,J.S.:Humanzinc
fingersasbuildingblocksintheconstructionofartificialtranscriptionfactors.
Nat.Biotechnol.21:275-280,2003.

Beerli,R.R.,Dreier,B.andBarbas,C.F.:Positiveandnegativeregulation
ofendogenousgenesbydesignedtranscriptionfactors.Proc.Natl.Acad.Sci.
USA.97:1495-500,2000.

Blackburn,E.H.:Structureandfunctionoftelomeres.Nature350:569-573,
1991.

Counter,C.M.,Avilion,A.A.,LeFeuvre,C.E.,Stewart,N.G.,Greider,C.
W.,Harley,C.B.and Bacchetti,S.:Telomereshortening associated with
chromosomeinstabilityisarrestedinimmortalcellswhichexpresstelomerase
activity.EMBO J.11:1921-1929,1992.

Crowe,D.L.,Nguyen,D.C.,Tsang,K.J.andKyo,S.:E2F-1represses
transcriptionofthehumantelomerasereversetranscriptasegene.Nucl.Acids.



- 37 -

Res.29:2789-2794,2001.

Dahse,R.,Fiedler,W.andErnst,G.:Telomeresandtelomerase:biological
andclinicalimportance.Clinic.Chem.43:708-714,1997.

Dunham,M.A.,Neumann A.A.,Fasching C.L.and ReddelR.R.:
Telomere maintenance by recombination in human cells.Nat.Genet.26:
447-450,2000.

Feng,J.,Funk,W.D.,Wang,S.S.,Weinrich,S.L.,Avilion,A.A.,Chiu,C.
P.,Adams,R.R.,Chang,E.,Allsopp,R.C.,Yu,J.,Le,S.,West,M.D.,
Harley,C.B.,Andrews,W.H.,Greider,C.W.andVilleponteau,B.:TheRNA
componentofhumantelomerase.Science269:1236-1241,1995.

Fujimoto,K.,Kyo,S.,Takakura,M.,Kanaya,T.,Kitagawa,Y.,Itoh,H.,
Takahashi,M.andInoue,M.:Identificationandcharacterizationofnegative
regulatoryelementsofthehumantelomerasecatalyticsubunit(hTERT)gene
promoter:possibleroleofMZF-2intranscriptionalrepressionofhTERT.Nucl.
Acids.Res.28:2557-2562,2000.

Greider,C.W.andBlackburn,E.H.:Identificationofaspecifictelomere
terminaltransferaseactivityinTetrahymenaextracts.Cell43:405-413,1985.

Greider,C.W.andBlackburn,E.H.:A telomericsequenceintheRNA of
Tetrahymenatelomeraserequired fortelomererepeatsynthesis.Nature 337:
331-337,1989.

Greisman,H.A.and Pabo,C.O.:A generalstrategy for selecting



- 38 -

high-affinity zincfingerproteinsfordiverseDNA targetsites.Science275:
657-661,1997.

Hastie,N.D.,Denpster,M.,Dunlop,M.G.,Thompson,A.M.,Green,D.K.
andAllshire,R.C.:Telomerereductioninhumancolorectalcarcinomaand
withageing.Nature346:866-868,1990.

Harley,C.B.,Futcher,A.B.andGreider,C.W.:Telomeresshortenduring
ageingofhumanfibroblasts.Nature345:458-460,1990.

Harley,C.B.:Telomereloss:mototicclockorgenetictimebomb?Mutat.
Res.256:271-282,1991.

Harley,C.B.:Telomeresandaging.In:Telomeres.1995,pp.247-263,Cold
SpringHarborLaboratoryPress,New York.

Hayflick,L.andMoorhead,P.S.:Theserialcultivationofhumandiploid
cellstrains.Exp.Cell.Res.25:585-621,1961.

Hiyama,E.andHiyama,K.:Telomeraseastumormarker.CancerLett.
194:221-223,2003.

Horikawa,I.,Cable,P.L.,Afshari,C.and Barrett,J.C.: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the promoter region of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gene.CancerRes.59:826-830,1999.

Kang,J.S.andKim,J.S.:ZincFingerProteinsasDesignerTranscription
Factors.J.Biol.Chem.275:8742-8748,2000.



- 39 -

Kim,N.W.,Piatyszek,M.A.,Prowse,K.R.,Harley,C.B.,West,M.D.,
Ho,P.L.,Coviello,G.M.,Wright,W.E.,Weinrich,S.L.andShay,J.W.:
Specific association ofhuman telomerase activity with immortalcells and
cancer.Science266:2011-2015,1994.

Kim,J.S.and Pabo,C.O.:Getting a handhold on DNA:design of
poly-zinc-fingerproteinswith femtomolardissociation constants.Proc.Natl.
Acad.Sci.USA.95:2812-2817,1998.

Kwon,H.S.,Shin,H.C.and Kim,J.S.:Suppression o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expression at the transcriptional and
post-transcriptionallevels.Nucl.Acids.Res.33:e74,2005.

Kyo,S.,Takakura,M.,Taira,T.,Kanaya,T.,Itoh,H.,Yutsudo,M.,Ariga
H.andInoue,M.:Sp1cooperateswithc-Myctoactivatetranscriptionofthe
humantelomerasereversetranscriptasegene(hTERT).Nucl.Acids.Res.28:
669-6772000.

Li,Y.andHorwitz,M.S.:Nonradioactive,agaroseminigelprocedurefor
telomericrepeatamplificationprotocol.Biotechniques23:1029-1032,1997.

Lingner,J.,Hughes,T.R.,Shevchenko,A.,Mann,M.,Lundblad,V.and
Cech T.R.: Reverse transcriptase motifs in the catalytic subunit of
telomerase.Science276:561-567,1997.

Livak,K.J.andSchmittgen,T.D.:Analysisofrelativegeneexpression
data using real-timequantitativePCR and the2-ΔΔCt method.Methods25:



- 40 -

402-408,2001.

Mergny,J.L.,Riou,J.F.,Mailliet,P.,Teulade-Fichou,M.andGilson,E.:
Naturaland pharmacologicalregulation oftelomerase.Nucl.Acids.Res.30:
839-865,2002.

Misiti,S.,Nanni,S.,Fontemaggi,G.,Cong,Y.S.,Wen,J.,Hirte,H.W.,
Piaggio,G.,Sacchi,A.,Pontecorvi,A.,Bacchetti,S.andFarsetti,A.:Induction
ofhTERT expressionandtelomeraseactivity by estrogensinhumanovary
epithelium cells.Mol.Cell.Biol.20:3764-3771,2000.

Morin,G.B.:The human telomere terminaltransferase enzyme is a
ribonucleoproteinthatsynthesizesTTAGGGrepeats.Cell59:521-529,1989.

Oh,S.,Song,Y.,Yim,J.and Kim,T.K.TheWilms'tumor1tumor
suppressor gene represses transcription of the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gene.J.Biol.Chem.274:37473-37478,1999.

Olaussen,K.A.,Dubrana,K.,Domonta,J.,Spano,J.P.,Sabatier,L.and
Soria,J.C.: Telomeres and telomerase as targets foranticancerdrug
development.Crit.Rev.Oncol.Hemat.57:191-214,2006.

Pabo,C.O.andSauer,R.T.:Transcriptionfactors:structuralfamiliesand
principlesofDNA recognition.Annu.Rev.Biochem.61:1053-1095,1992.

Papworth,M.,Kolasinska,P.and Minczuk,M.:Designer zinc-finger
proteinsandtheirapplications.Gene366:27-38,2006.



- 41 -

Prowse,K.R.,Avilion,A.A.and Greider,C.W.:Identification ofa
nonprocessive telomerase activity from mouse cells.Proc.Natl.Acad.Sci.
USA.90:1493-1497,1993.

Renaud,S.,Bosman,F.T.and Benhattar,J.:Implication oftheexon
regionintheregulationofthehumantelomerasereversetranscriptasegene
promoter.Biochem.Bioph.Res.Co.;300:47-54,2003.

Roddel,R.R.:Alternativelengtheningoftelomeres,telomerase,andcancer.
CancerLett.194:155-162,2003.

Saretzki,G.:Telomeraseinhibition ascancertherapy.CancerLett.194:
209-219,2003.

Shippen-Lentz,D.andBlackburn,E.H.:FunctionalevidenceforanRNA
templateintelomerase.Science247:546-552,1990.

Takakura,M.,Kyo.S.,Kanaya.T.,Hirano,H.,Takeda,J.,Yutsudo,M.and
Inoue,M.:Cloning ofhuman telomerase catalytic subunit(hTERT)gene
promoterandidentificationofproximalcorepromotersequencesessentialfor
transcriptionalactivation in immortalized and cancercells.CancerRes.59:
551-557,1999.

Tan,S.,Guschin,D.,Davalos,A.,Lee,Y.L.,Snowden,A.W.,Jouvenot,Y.,
Zhang,H.S.,Howes,K.,McNamara,A.R.,Lai,A.,Ullman,C.,Reynolds,L.,
Moore,M.,Isalan,M.,Berg,L.,Campos,B.,Qi,H.,Spratt,K.,Case,C.C.,
Pabo,C.O.,Campisi,J.andGregory,P.D.:Zinc-fingerprotein-targetedgene
regulation:genomewidesingle-gene specificity.Proc.Natl.Acad.Sci.USA



- 42 -

100:11997-12002,2003.

Vaziri,H.,Schaechter,F.,Uchida,I.,Wei,L.,Xiaoming,Z.,Dffros,R.,
Choen,D.andHarley,C.B.:LossoftelomericDNA duringagingofnormal
andtrisomy21humanlymphocytes.Am.J.Hum.Genet.52:661-667,1993.

Wick,M.,Zubov,D.andHagen,G.:Genomicorganizationandpromoter
characterization of the gene encoding the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hTERT).Gene232:97-106,1999.

Wright,W.E.,Shay,J.W.and Piatyszea,M.A.:Modificationsofa
telomericrepeatamplificationsprotocol(TRAP)resultinincreasedreliability,
linearityandsensitivity.Nucleic.Acid.Res.23:3794-37951995.

Yu,G.L.,Bradley,J.D.,Attardi,L.D.andBlackburn,E.H.:Invivo
alteration of telomere sequences and senescence caused by mutated
TetrahymenatelomeraseRNAs.Nature344:126-132,1990.



- 43 -

AAABBBSSSTTTRRRAAACC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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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oooooonnnHHHyyyuuunnngggSSSooohhhnnn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elomeraseactivationisakeystepinthedevelopmentofhumancancers.
Expression ofthecatalyticsubunit,human telomerasereversetranscriptase
(hTERT),representsthelimitingfactorfortelomeraseactivity.Inthisstudy,I
have used artificialzinc fingerprotein (ZFP)transcription factors (TF)to
repressexpressionofhTERT inhumancancercelllinesatthetranscriptional
level.Ihaveconstructed4-fingerZFPsderivedfrom human genomewhich
bind12bprecognitionsequenceswithinthepromoterofthehTERT geneand
fusedwithKRAB repressordomaintocreatepotenttranscriptionalrepressor.
Allofthe transcriptionalrepressors gave >5-fold reduction in luciferase
reporterassay.TheyalsopromotedthereductionofhTERT mRNA leveland
decreased telomeraseactivity when transfected totelomerase-positivecancer
celllines.TherepressionoftelomeraseexpressionbyartificialZFPstargeting
the promoterregion ofthehTERT presents a new promising strategy to
inhibitthegrowthofhumancancercells.

Key words :telomerase,telomere,hTERT,cancer,zinc fingerprotein,
artificialtranscriptionfactor,KRABrepression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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