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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훗날 다시 뵐 수 있도록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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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1 

 

그림 6. In vitro와 in vivo에서 pGBKT7-lipin1β N8-

β의 단백질 발현 확인 ⋅⋅⋅⋅⋅⋅⋅⋅⋅⋅⋅⋅⋅⋅⋅⋅⋅⋅⋅⋅⋅⋅⋅⋅⋅⋅⋅⋅⋅⋅⋅⋅⋅⋅⋅⋅⋅⋅⋅⋅⋅⋅⋅⋅⋅⋅⋅⋅⋅⋅⋅⋅⋅⋅⋅⋅⋅⋅⋅⋅⋅⋅23 

 



그림 7. Lipin1β N-terminus를 bait로 yeast two- 

hybrid 선별로 얻어진 골격근의 cDNA clone들 ⋅⋅⋅⋅⋅⋅⋅⋅⋅⋅⋅⋅⋅⋅23 

 

 

 

표 차례 

 

표 1. Yeast two hybrid에서 lipin-1 N-terminus와 상

호작용하는 유전자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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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Lipin-1 아미노말단 부위의 성상규명 

 

전사 활성자로써의 lipin-1은, 현재까지  유전자의 구조 내에

DNA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 바 없지만 카르복시말단 

LXXIL부분이 다른 전사 인자들과 상호작용하여 전사 활성 기능

을 낸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LXXIL을 포함하는 lipin-1 카르

복시말단 부위(423-947)에서는 yeast와 동물세포 모두에서 전사 

활성화 기능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반대로 아미노말단 부위

(1-441)에서 강한 전사 활성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분화

된 lipin-1의 전사 활성 기능 부위는 217-399번 아미노산 부위

이며, 이 부위 내에 존재하는 βisoform의 242-277번 아미노산 

부위는 전사 활성 기능에 큰 영향이 없었다. Lipin-1의 전사 활

성화 기능 부위는 PGC-1α에 의해 그 활성이 증가되며, 다른 

CBP, P/CAF, SRC-1, SRC-2, SRC-3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

다. 전사 활성화 기능이 거의 제거된 lipin-1 아미노말단 부위

(1-327)와 단백질 상호작용을 가지는 유전자를 yeast 

two-hybrid 방법으로 골격근 cDNA library를 선별한 결과 16개

의 유전자 cDNA를 밝히었다. 이 중에는 actin α1을 포함하는 

cytoskeleton의 유전자가 7가지이었으며 PGM1, AGK, ECHS1,MAT2B

의 대사 효소들이 선별되었다. 그 외 5개 유전자들 중 흥미롭게

도 RNA polymerase Ⅱ의 소단위인 POLR2J와 단백질 합성에 관여

하는 EIF2A2, L30 및 ubiquitination에 관여하는 CUL1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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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는 lipin-1의 아미노말단 부위의 전사 활성화 기

능 부위를 규명하였으며, 단백질 상호 작용이 있는 유전자들을 

찾아내어 앞으로 진행해야 할 중요한 많은 연구과제들을 도출하

였다.  

----------------------------------------------------------

핵심되는 말 : Lipin-1, 전사 활성화, activation domain, 단백

질간의 상호작용, yeast two-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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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n-1 아미노말단 부위의 성상규명 

 

<지도교수 김경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민  지 

 

Ⅰ. 서론 

 

Lipin-1은 fatty liver dystrophy(fld)쥐의 원인유전자로 2001년에 

positional cloning통하여 규명되었다1. Fld쥐는, lipin-1 유전자의 

single mutation으로, 출생 후 2주 후에 나타나는 지방간 병변과2-3 백

색지방과 갈색지방을 모두 포함한 몸 전체의 지방세포 분화과정이 결

함되어 지방조직이 감소하는 lipodystrophy라는 대표적인 표현형질을 

가진다4. Lipodystrophy로 인하여 수반되는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과 고지혈증(hyperlipidemia)도 fld 쥐의 특징이다. 

정상 쥐의 조직에서 lipin-1은 백색과 갈색 지방조직, 골격근, 고

환에서 높은 발현 분포를 보이고, 또한 간과 말초신경, 뇌, 신장, 췌

장 베타세포에서도 발현된다1, 5-7. Lipin-1은 preadipocyte인 3T3-L1 

세포의 분화과정 동안에 유도된다는 보고도 있다1. Exon7이 첨가되어 

α형에 비해 33개의 아미노산을 더 가지고 있는 β형의 lipin-1은 

3T3-L1세포의 분화과정 초기(10hr)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48hr

이 지난 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α형은 분화 초기에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α형이 과발현되면 분화에 관

여하는 유전자들의 mRNA발현이 증가하고, β형이 과발현되면 지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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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mRNA발현이 증가한다8. 

포유동물에서 4가지 lipin 단백질 아형에 대한 lipin 유전자는 세 

종류이다. Lipin-1 α와 β의 두 단백질 아형은 lipin-1 유전자의 

alternative splicing으로 각각 98과 102 kDa 크기의 단백질로 만들어

지고5, 8, lipin-2와 lipin-3 단백질은 별개의 유전자로부터 만들지지

만 lipin-1의 아미노산 배열과 44-48% 상동성을 가진다1. Lipin-2는 

간과 뇌에서 현저한 발현을 보이는 반면에, lipin-3는 소장과 간에서 

발현되며9,  이들의 기능은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10. 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사람에게서 lipin-2 유전자가 변이되면 Majeed 

syndrome이 발생한다고 한다11. 세 종류의 포유동물 lipin 유전자는 

그들의 조직 발현 형식이 다르고, 각기 고유의 생리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10.  

Lipin 유전자의 ortholog가 포유동물(mouse, human)뿐만 아니라 

yeast(S.serevisiae, S.pombe)를 포함한 초파리(Drosophila), 식물

(A.thaliana), 말라리아 원충(P.falciparum)등의 넓은 종에서 보존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lipin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1. 거의 모든 종의 lipin protein은 핵 위치 

신호(nuclear localization signal)와 잘 보존된 serine 인산화

(phosphorylation) 부위를 가진다. 게다가 lipin 단백질의 아미노 말

단(N-LIP)과 카르복시 말단 부위(C-LIP)는 lipin의 아형들 간에, 그

리고 종간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 부위가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10(그림1).  

Mouse와 human 모델의 연구로 lipin-1이 주로 지질 대사에 관여하

는 조직(지방조직, 골격근, 간)에서 지방과 에너지의 항상성에 관련

된 중요한 생리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고되었다4, 8, 12-20. 지방조직에서 

lipin-1은 트리글리세라이드 (triglyceride) 생합성, 골격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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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산화(fatty acid metabolism), 간에서 지방대사 유전자 발현

(lipid metabolism gene expression) 역할을 한다. 

최근 확립된 물질대사의 항상성 측면에서, lipin-1의 대표적인 생

리적 기능 두 가지에는 phosphatidate phosphatase-1(PAP1)의 효소적 

작용과 transcriptional coactivator작용이 있다10, 21. 

 

 

그림 1. Lipin1 아미노말단의 전사 활성화 부분 위치 결정.  

N-LIP, C-LIP : lipin family간에 보존이 잘 된 부분,  NLS  :  핵 위

치 신호(nuclear localization signal), G84R : lipin-1 84번의 glycine 

잔기가 arginine으로 변이되면 lipodystrophy를 일으키는 부분, P ; 

insulin에 의해 인산화되는 106번째 serine잔기, DXDXT  :  PAP1 

효소 활성 부위,   LXXIL  :  전사인자 관련된 부분, S734L : lipin-2

에서의 변이로  Majeed syndrome을 일으키는 부분 

 

포유동물에서의 glycerol phosphate pathway는 지방 조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조직에서 triacylglycerol(TAG)및 인지질의 합성에 중요하

다. Glycerol phosphate로부터의 TAG 합성은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acyl기의 첨가가 단계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진행된다. 최근까지도 

phosphatidate를 diacylglycerol로 전환하는 PAP 효소의 분자적 정체

성은 확인되지 못하였지만,22 최근에 S.cerevisiae에서 phosphatidate 

phosphohydrolase(Pah1p)효소가 확인되었으며23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결과 yeast의 lipin 아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

고 PAP1 효소의 활성부위가 Pah1p의 C-LIP domain의 DXDXT motif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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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으며, 모든 종의 lipin family에서 이 motif가 보존되어 있음

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연구에 따르면 포유동물 lipin 단백질인, 

lipin-1이 PAP1 효소 활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9, 23. 

Lipin-1 단백질은 지방세포의 핵과 세포질에 존재하고, 자체내에 

nuclear localization signal 부분이 존재하며 lipin-1이 핵 내에서 

작용이 밝혀졌다8.  

또한 포유동물의 간 조직에서 lipin-1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α(PPARα), PPARγ coactivator 1

α(PGC-1α)들과 상호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18. Lipin-1은 비록 DNA binding domain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C-LIP domain에 위치한 LXXIL motif를 통해 PPARα와 상호작용한다고18 

하였으며, 이 motif는 lipin-2와 lipin-3에서도 역시 잘 보존되어 있

다.  

지방세포에서 lipin-1은 PPARγ2와 결합하여 그 전사 활성을 강화

하여 지방세포 분화를 촉진한다고 보고되었다24. 그러나 PPARγ2의 결

합 부위는 LXXIL motif가 아닌 다른 부위로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

이 lipin-1의 coactivation 기능들이 보고되었지만 보다 자세한 전사 

활성화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lipin-1의 아미노말단 부위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GAL4 DNA-binding domain과 fusion 단백질로 

발현하는 vector를 제작하여 lipin-1의 아미노말단이 실제로 전사 활

성화 기능(activation function)이 있는지의 여부를 yeast와 동물세

포에서 밝히었다. 또한, 전자 활성화 기능 부위를 제거한 lipin-1의 

아미노말단 부위와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yeast two-hybrid 선별 과

정을 통해 규명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lipin-1의 아미노말단

(1-441 아미노산)부위의 성상을 규명하였다. 



7 

 

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HEK 293(Human Embryonic Kidney 293 cells)

세포이다. 이 세포는 the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

하였고, 10% fetal bovine serum(FBS)와 100μg/ml streptomycin, 

100units/ml penicillin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Invitrogen, USA)배지를 공급하여 37℃, 5% CO2  항온 배

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 Quick Change site-directed mutagenesis 

원하는 위치에 제한효소 절단 부위를 생성하기 위해, mutation을 

가진 두 개의 서로 상보적인 염기서열의 30mer oligonucleotide  

primer를 GC contents 50%이하, TM값 60℃정도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PfuTurbo DNA polymerase(Stratagene, USA)를 사용하여 plasmid 상태

의 DNA를 새로운 mutation을 가진 plasmid로 시험관에서 증폭, 합성

하고, 원래의 wild type은 DpnⅠ제한효소로 절단, 제거하여  mutant 

construct를 제조하였다. 

Lip1β-N-EcoRl-muta-1(S)  5’-GCTTCGAGAATGGAATTCCAGCTGAAAAGG-3’ 

Lip1β-N-EcoRI-muta-1(AS) 5’-CCTTTTCAGCTGGAATTCCATTCTCGAAGC-3’ 

Lip1β-N-EcoRI-muta-2(S)  5’-GATATTCCTGAGGAATTCCTCTCCCTGGCT-3’ 

Lip1β-N-EcoRI-muta-2(AS) 5’-AGCCAGGGAGAGGAATTCCTCAGGAATATC-3’ 

Lip1β-N-EcoRl-muta-3(S)  5’-CACAAGATGAAAGAATTCAGCCCATTGAGC-3’ 

Lip1β-N-EcoRl-muta-3(AS) 5’-GCTCAATGGGCTGAATTCTTTCATCTTGTG-3’ 

Lip1β-N-EcoRl-muta-4(S)  5’-GGAAAGTCCTTCGAATTCCCGACCTTCAAC-3’ 

Lip1β-N-EcoRl-muta-4(AS) 5’-GTTGAAGGTCGGGAATTCGAAGGACTTT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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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CR 

10× reaction buffer 5㎕, lipin-1을 expression시키는 plasmid DNA 

(template) 1㎕(100ng/㎕), sense와 antisense primer 각 1㎕(10 

pmole/㎕), dNTP mixture를 4µl(2.5 mM)를 넣고 ddH2O로 채운 49㎕의 

반응액을 PCR tube에 준비하여 마지막으로 PfuTurbo DNA polymerase

를 1㎕(2.5 U/㎕)첨가하여 섞은 후 PCR을 시행한다. 

PCR은 95℃에서 1분간 변성시킨 후, 95℃에서 30초, 55℃에서 30초, 

68℃에서 10분간 15 cycles 증폭하였다. PCR products 50㎕에 DpnⅠ 1

㎕(20 U/㎕) 첨가하여 37℃에서 1시간 방치시켜 Dam methylase에 의해 

methylation된 plasmid를 제거한다.  

나. Bacteria transformation 

DpnⅠ처리한 PCR product 중, 5㎕를 취하여 DH5α competent cell 

100㎕에 섞고, ice에서 10분 incubation하고 heat shock 42℃ 1분, 얼

음에서 5분을 방치하였다. LB free media 1ml을 넣어 37℃에서 40분간 

기르고 13000rpm에서 1 분간 원심분리 후, 1ml 상층액을 제거 하고 

남은 침전물과 상층액을 섞어 kanamycine이 20㎍/ml 첨가된 LB plate

에 도말하여, 37℃ incubator에서 15시간 기른다. 

 

3. 플라스미드 제작 

가. Yeast용 (pGBKT7-) Lipin-1 deletion construct plasmid 제작 

GAL4 DNA-binding domain이 결합되어 있고, TRP1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선별 과정에서 tryptophan(TRP)을 영양 표지로 사용할 수 있

는 pGBKT7 vector(Clontech, USA)에 Lipin1b-N-(1-441)을 cloning하여 

사용하였다.  

pGBKT7-lipin1β-N(1-441)의 deletion construct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Ⅱ. 재료 및 방법 2. Quick Change site-di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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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genesis에서 서술한 primer들로 site directed mutagenesis를 

하고 EcoRl enzyme site를 이용하여 deletion construct plasmid를 

제작하였다. 

나. Mammalian용 lipin-1 조각들의 과발현 plasmid 제작 

GAL4 DNA-binding domain이 결합되어 있고, CMV promotor를 가지고 

있는 pFA-CMV vector(Stratagene,USA)와 pSG5-hLipin-1β-N-terminus

의  BamHⅠ, BglⅡ enzyme site를 이용하여 pFA-CMV-hLipin-1β

-N-terminus  plasmid를 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pFA-CMV vector와 

pSG5-hLipin-1β-C-terminus의 BamHl, PstⅠ, BglⅡ enzyme site를 이

용하여 pFA-CMV-hLipin-1β-C-terminus  plasmid를 제작하였다. 

pFA-CMV-lipin1β-N(1-441)의 deletion construct들을 제작하기 위하

여 Ⅱ. 재료 및 방법 2. Quick Change site-directed mutagenesis에서 

서술한 primer들로 site directed mutagenesis를 하여 EcoRl enzyme 

site를 이용하여 deletion construct plasmid를 제작하였다. 

 

4. Yeast transformation 

가. Yeast competent 세포 

AH109 yeast 세포(Clontech, USA)를 YPD(MP biomedicals, France)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30℃ 항온 배양기에서 3일 동안 배양하

였다. AH109 yeast 세포는 상호작용을 선별할 수 있는 표지로 HIS3, 

ADE2, lacZ, MEL1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Colony 하나를 YPD 

배지 3ml에 접종하여 배양하였다(30℃, 200rpm, 8시간). 3ml 중 25μl

를 YPD 50ml에 접종하여 OD600 가 0.15~0.3이 되도록 배양하였다(30℃, 

200rpm, 15~16시간 정도). 배양액을 원심 분리(700g, 25℃, 5분)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YPD 배지 100ml로 부유시켜 OD600 가 0.4~0.5가 되

도록 배양하였다(30℃, 200rpm, 3~5시간 정도). 배양액을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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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g, 25℃, 5분)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나서 증류수 50ml로 세포를 

부유시켜 다시 원심분리(700g, 25℃, 5분) 함으로 세포만 모았다. 

1.1×TE(Clontech, USA)/ LiAc(Clontech, USA) 용액 3ml로 부유시켜 

1.5ml씩 분주하였다. 세포를 침강시켜 상층액은 제거하고 1.1× 

TE/LiAc 용액 600μl로 부유시켰다. 1.1×TE/LiAc 용액은 10×TE 

1.1ml과 1M LiAc(10×) 1.1ml를 섞은 다음 증류수로 총 부피가 10ml

이 되도록 하였다.  

나. 형질전환  

플라스미드 1㎕(0.5㎍/㎕), Herring Testes Carrier DNA(Clontech, 

USA) 5㎕(500ng/㎕), AH109 competent yeast 세포 50μl, PEG(Clontech, 

USA)/ LiAc 500μl를 순차적으로 섞어 주었다. 30분 동안 배양한 후

(30℃, 200rpm) dimethyl sulfoxide(DMSO)(Sigma, USA)를 20μl 첨가

하여 다시 15분 동안 배양하였다(30℃, 200rpm). 세포를 침강시켜 상

층액은 제거하고 YPD 배지 1ml로 부유시킨 다음 90분 동안 배양 하였

다(30℃, 200rpm). 세포를 침강시켜 상층액은 제거하고 0.9% sodium 

chloride(NaCl)(Clontech, USA) 1ml로 부유시켜 100μl를 각기 적당한 

표지 영양분이 빠진 synthetic defined dropout (SD)(MP biomedicals, 

France) agar plate에 도말하였다. Colony가 자랄 때까지 30℃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3일~5일). PEG/LiAc 용액은 50% PEG 3350 8ml, 

10×TE 1ml, 1M LiAc(10×) 1ml을 섞어 만들었다. 

 

5. Promoter assay  

가. Transient transfection assay 

세포에 적정한 배지를 사용하여 monolayer 배양을 유지하였다. 

Cell을 6 well tissue culture dish에 배지 2×105/ml의 밀도로 

plating하였다. 24시간 동안 세포를 dish에 고착시키고 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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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TMReagent (Invitrogen, U.S.A)와 LipofectamineTMReagent 

(Invitrogen, U.S.A)을 사용하여 transfection하였다.  

1) 혈청이 없는 free-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GIBCO, 

U.S.A) 배지 200µl안에 pFA-CMV-Lipin 600ng×3, pRL-SV40 1ng×3, 

PlusTMReagent 8µl을 넣고 섞는다. 

2) free-DMEM 200µl안에 LipofectamineTMReagent 4µl를 넣고 섞는다. 

3) free-DMEM 100µl안에 reporter(pFR-Luc) 100ng×3, PlusTMReagent 

4µl을 넣고 섞는다. 

4) free-DMEM 100µl안에 LipofectamineTMReagent 2µl를 넣고 섞는다. 

15분 후, 1)번과 2)번을 섞고, 3)번과 4)번을 섞는다. 다시 15분 후, 

모두 합하여 200㎕씩 세 개의 실험군 세포에 첨가하였다. 3시간 후 

혈청과 항생제가 들어있는 complete DMEM배지로 갈아 주었다.  

나. Luciferase assay 

Transfection 48시간 후에 cell을 reporter lysis buffer를 사용하

여 거두었다. Lysis된 세포를 voltexing후에 원심 분리하여 세포 부

스러기를 제거하고 상층액만 모았다. 상층액 중 7µl를 취하여 Dual 

Luciferase assay(Promega)를 사용하여 firefly luciferase와 renilla 

luciferase를 측정하였다. Firefly luciferase 값은 renilla 

luciferase 값으로 보정하였고, 실험군은 3개 이상으로 하여 세 번 

이상 독립적인 실험을 시행하였다. 

 

6. Library screening 

가. Cotransformation  

지방세포 ds cDNA 20㎕, linearzied pGADT7-Rec(Clontech, USA) 6

μg(0.5㎍/㎕), pGBKT7-lipin1β N-terminus 5μg(0.5㎍/㎕), Herring 

Testes Carrier DNA 20μl(500ng/㎕), AH109 yeast competent 세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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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섞고 PEG/LiAc 용액 2.5ml를 첨가하였다. 30℃에서 45분 동안 

배양한 뒤 DMSO 160μl를 넣어 주었다. 42℃에서 20분 동안 배양한 후 

원심분리 (700g, 5분) 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1×YPD(MP biomedicals, 

France) 3ml로 부유시켜 다시 배양하였다(30℃, 200rpm, 90분). 배양

액을 원심분리(700g, 5분)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0.9% NaCl 용액 3ml

로 부유시켰다. 영양분 adenine(Ade), histidine(His), leucine(Leu), 

tryptophan(Trp)이 모두 빠진 SD agar plate(15cm) 15개에 200μl씩 

도말하였다. 30℃ 항온 배양기에서 2주 동안 배양하였다.  

나. Yeast mating  

pGBKT7-lipin-1β-N-terminus로 변형되어 SD/-TRP agar plate에서 자

란 AH109 bait세포 colony 중 하나를 SD/-TRP 배지 5ml에 접종한 후 

하루 동안 배양하였다(30℃, 200rpm). Bait 배양액을 SD/-TRP 배지 

45ml에 접종하여 OD600 가 0.8 (∼1×109 cells)이 되도록 배양하였다

(30℃, 200rpm). 원심분리(600g, 5분) 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SD/-TRP 배지 5ml로 부유시켰다. 골격근 library 세포

[Y187](Clontech, USA) 1ml(≥ 2×107 cells)을 상온에서 녹여 2L 플

라스크에 bait 세포와 함께 넣고 2×YPD/Kan(50μg/ml)(Sigma, USA) 

45ml을 첨가하여 섞어 준 후 24시간 교배시켰다(30℃, 40rpm). 1,000g 

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0.5×YPD/Kan(50μ

g/ml) 5ml로 부유시켜 SD/-Ade/-His/-Leu/-Trp agar plate (15cm) 16

개에 300μl씩 도말하였다. 30℃ 항온 배양기에서 2주 동안 배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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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sitive interaction 분석 

가. Yeast 세포에서 플라스미드 분리  

SD/-Ade/-His/-Leu/-Trp/X-α-Gal agar plate에서 자란 colony 들을 

각각 SD/-Ade/-His/-Leu/-Trp 배지 15ml 에 접종하여 배양 하였다

(30℃, 200rpm, 3일). 배양액을 원심분리(700g, 5분) 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yeast plasmid prep kit(Zymo research, USA)로 플라스미드

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plasmid는 5’-TACCACTACAATGGATGATG-3’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나. Yeast clone들로부터 PCR을 이용한 cDNA 분리 

Yeast와 bacteria에서 분리한 플라스미드를 프라이머 5’-ACCACTA 

CAATGGATGATGT-3’와 5’-ATGCACAGTTGAAGTGAACT-3’를 이용하여 PCR 

(95℃-5min/ 95℃-30sec, 55℃-30sec, 72℃-2min <30 cycles>/ 72℃

-7min) 하여 그 크기를 확인하였으며, 5’-TACCACTACAATGGATGATG-3’

를 primer로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다. 염기 서열 분석  

각 clone들의 염기서열은 blast search (http://blast.ncbi.nlm. 

nih. gov/ Blast.cgi)를 이용하여, 어떤 유전자의 cDNA인지를 검색하

였다. 

 

8. 상호작용 재확인  

상호작용을 보였던 플라스미드 0.25μg, pGBKT7-lipin1β 

N-terminus 0.25μg, Herring Testes Carrier DNA 5μl, AH109 yeast 

competent 세포 50μl, PEG/LiAc용액 500μl을 섞어 형질전환시킨 후 

SD/-Ade/-His/-Leu/-Trp/X-α-Gal agar plate에 도말하여 30℃ 항온 

배양기에서 1주일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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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estern blot analysis 

In vitro와 in vivo 상에서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각 단백질 

40μl(TNT sampe의 경우, 단백질 20 μg)을 8%, 12% 

SDS-polyacrylamide gel로 전기영동하고 나서 nitro- cellulose(NC) 

membranes(Shleicher & Schuell)으로 옮겼다. NC membrane은 non fat 

dried milk가 5%(w/v)가 되도록 녹인 용액(10mM Tris-HCl, 150mM NaCl, 

0.05% tween 20)으로 blocking 하였다. 일차 항체로는 anti-Myc mouse 

monoclonal antibody(SantaCruz Biotechnology, sc-40, USA) 또는 

Gal4- rabbit monoclonal antibody(SantaCruz Biotechnology, sc-577,  

USA)를 사용하였고, 이차 항체로는 anti-mouse IgG horseradish 

peroxidase(Pierce, 31430), anti-rabbit IgG horseradish 

peroxidase(Pierce, 31430)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발현량과 

상호작용은 The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system(Pierc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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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Lipin-1의 아미노말단 부위(1-441)의 전사 활성화 기능 확인. 

pGBKT7에 lipin-1β의 아미노말단(1-441)과 카르복시말단

(423-926)에 해당하는 cDNA를 삽입한 pGBKT7-lipin1β 

N-terminus와 pGBKT7-lipin-1β C-terminus 플라스미드들을 

AH109 competent yeas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bait 세포를 만들었다. 

Bait 세포를 histidine과 tryptophan이 빠진 배지에서 배양한 결과, 

lipin-1β의 N-terminus 부위를 발현하는 bait 세포는 histidine이 없

는 배지에서도 잘 자라서 colony를 형성하였다(그림 2). 이러한 결과

는 lipin-1의 N-terminus 부위에 표지 유전자들(marker genes)을 활

성 시킬 수 있는 전사 활성화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

라서 lipin-1β의 N-terminus 부위에 전사 활성화 기능 부위의 위치

를 규명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Lipin-1β 아미노말단의 전사 활성화 기능.  

pGBKT7-lipin-1β C-terminus와 pGBKT7-lipin-1β N-terminus를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SD/-His/-Trp agar 

plate에 도말하여 30℃ 항온 배양기에서 4일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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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st에서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 부위 위치 결정. 

pGBKT7-lipin-1β-N-terminus(1-441)와 이에 상응하는 lipin-1α 

N-terminus를 제조하였다. 또한 그림3(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lipin-1 cDNA 조각들을 제조하였다. 이들 플라스미드들을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nutrition marker의 강도를 다

르게 한 SD agar plate에 도말하고 30℃ 항온 배양기에서 4일 동안 

배양하였다. 먼저, tryptophan만이 빠진 plate에서는 yeast가 모두 잘 

자라서 transformation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tryptophan과 histidine의 두 가지 nutrition marker가 빠진 plate에

서 colony를 관찰한 결과, lipin-1의 C-terminus와 N3(1-214)는 전

사 활성화 기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N4-β(1-327)도 colony 

형성 능력이 매우 약하였다. 이에 반해 lipin-1β(330-441) 부위를 포

함하는 모든 construct들은 모두 colony 형성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

다. 한 편, nutrition marker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하여 tryptophan

과 histidine, adenine까지 세 개의 marker를 모두 뺀 plate에서는 아

미노말단쪽의 1~329번 아미노산까지 모두 제거된 N7 construct가 

여전히 강한 전사 활성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D/-His/-Trp 에서 전사 활성화 기능을 약하게 가지고 있던 N4-β 

construct에서는 colony형성 능력이 모두 사라진 점도 확인할 수가 

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yeast에서 전사 활성화 기능이 lipin-1의 

330~441 아미노산 안에 거의 들어 있음을 시사한다.   

 

 

 

 



17 

 

 

 

그림 3. Yeast에서 전사 활성화 부분 위치 결정.  

(가) pGBKT7에 삽입된lipin-1의 조각들에 대한 모식도. (나) 그림(가)

에 표시된 construct들로 변형된 yeast들의 -Trp, -Trp /-His, -Trp 

/-His/-ADE 각 agar plate에서의 colony형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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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유동물 세포에서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 부위의 위치 결정. 

Yeast 세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이 

포유동물 세포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고, 그 범위를 좀 

더 좁히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한 repoter system은 5개의 

upstream activating sequence(UAS)를 가진 luciferase construct와, 

GAL4 DBD fusion형태로 발현하는 lipin-1 조각들이다. pFA CMV 

vector(Invitrogen, USA)에 coloning한 lipin-1 조각들에 의해 

luciferase 발현조절을 측정해 보았다. pFA-CMV vector의 값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해 본 결과, 217~441번의 아미노산을 가진 

N6-β가 높은 값을 보였고, yeast에서 전사 활성화 기능을 보이는 최

소 부위인  330~441번 N7는 N6보다는 작지만 N1-β만큼의 전사 활

성을 가지고 있었다(그림4.다). 또한 β isoform의 exon7에 해당하는 

35개의 아미노산이 제거된  N6-α의 활성은  N6-β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아, exon7에 해당하는 부위는 전사 활성화 기능과 관련이 없다

고 사료된다. 범위를 좁히기 위해, N6-β(217~441)의 카르복시말단쪽

으로 42개 아미노산을 더 삭제한 N8-β와 N8-α를 만들어 조사 해 

보았을 때, 그 활성이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그림4.라). N8보다 

아미노말단쪽이 더 제거된N9(277~399)에서 더 확인해 본 결과 N8-

β(217-399)보다 그 활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여전히 전사 활성화 기

능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그림4.마). 이러한 결과는 전사 활성화의 거

의 대부분의 활성은 217-399 아미노산 배열 부분에 있으며, 이 부분 

중 β isoform을 결정하는 242-277 아미노산 부위는 전사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시사하였다.  

 



19 

 

 



20 

 

 

 

그림 4. 포유동물 세포에서의 lipin-1 아미노말단의 activation 기능.  

(가) Luciferase 유전자 앞에 GAL4 DBD가 결합할 수 있는 UAS가 5

번 반복된 염기서열과 최소 promoter가 놓여진 pFR-Luc와 lipin-1 

조각들을 GAL4 DBD fusion형태로 발현하는 pFA-CMV construct들

의 모식도. (나) GAL4 DBD fusion형태로 발현하는 lipin-1 조각들의 

명칭. (다),(라),(마) pFA-CMV vector에 coloning한 lipin-1 조각들에 

의한 luciferase 발현 차이를 dual luciferase assay로 측정하여 

pFA-CMV 값의 상대적인 값을 좌측 그래프로 표시하였으며, 우측은 

GAL4 DBD fusion형태로 발현한 lipin-1 단백질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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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activator들에 의한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의 영향.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에 어떤 coactivator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여러 coactivator들을 과발현하여 lipin-1 N8-

β의 전사 활성화 기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5.가). Lipin-1 N8-β

(217-399)는 pFR-Luc의 luciferase발현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이러

한 증가에 CREB-binding protein(CBP), p300/CREB-binding 

protein-associated  factor(P/CAF), p160계열의 SRC-1, SRC-2, 

SRC-3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PGC1α는 과발

현시 약 3배까지 lipin-1-N8-β의 활성을 증가시키었다(그림5.나). 

 

 

그림 5. Lipin1 N-terminus와 coactivator들의 상호작용. 

(가) PGC-1α와 CBP, pCAF, p160계열의 SRC-1,2,3 과발현이 lipin-1 

N8-β조각의 전사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나) PGC-1α 과

발현 vector의 농도 변화에 따른 N8-β활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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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pin-1의 아미노말단 부위(1-327 아미노산)와 상호작용 있는 단백

질의 cDNA를 yeast two hybrid로 선별. 

전사 활성화 기능 부위를 거의 제거한 lipin-1의 1~327 아미노산

에 해당하는 부위를 가진 construct인 N4-β로 yeast two hybrid 실

험을 진행하여 단백질 상호 작용이 있는 단백질이 어떠한 것이 있는

지 검사하였다. AH109 yeast 세포를 pGBKT7-N4β로 변형시킨 뒤 Gal4 

DBD fusion 단백질이 잘 발현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그림6), 이를 

yeast two hybrid 선별과정의 bait로 사용하였다. 사람 골격근의 

yeast Y187 library(Clontech, USA)를 mating하고 

SD/-His/-Trp/-ADE/-Leu agar plate에서 7~10일간 배양하여 colony들

을 얻었다. 이들 colony들을 X-α-Gal test를 통해 α-galactosidase

를 발현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Colony들로부터 155가지의 plasmid를 

얻었으며, cDNA의 크기를 확인하고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각 

plasmid에 삽입되어 있는 cDNA의 염기 서열을 확인하고 이를 

http://blast.ncbi.nlm.nih.gov/Blast.cgi에서 검사하여 어떤 유전자

의 cDNA인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사 과정을 거친 결과 frame이 맞

는 37개의 clone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들을 다시 yeast 에서  X-α

-Gal test를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blue colony를 나타내는 35개의 

clone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16가지 종류의 유전자 cDNA임을 확

인하였다. 16가지 유전자 중에 actin α1을 포함한 cytoskeleton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7가지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metabolic 

enzyme들의 cDNA가 4가지 있었다. 특히 phosphoglucomutase-1(PGM1)

은 8개의 독립된 clone들이 해당되었으며, 이들 모두 카르복시말단 

부위에 해당하는 cDNA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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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 vitro와 in vivo에서 pGBKT7-lipin1β N8-β의 단백질 발현 

확인. In vitro에서 단백질은 TNT T7 Quick Master Mix로 발현시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고 c-Myc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하였다. In 

vivo에서는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SD/-Trp agar 

plate에 도말하여 자란 colony들 중 5개를 선택하여 단백질을 추출한 

후 western blot을 시행하였고 c-Myc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하였다. 

 

 

그림 7. Lipin1β N-terminus를 bait로 yeast two-hybrid 선별로 얻어

진 골격근의 cDNA clone들. (가) Yeast에서 분리한 DNA로부터 골격근 

cDNA를 증폭시킨 결과이다. (나) Yeast clone에서 유래된 plasmid를 

박테리아에서 얻은 후 이를 template로 하여 골격근 cDNA 부분을 증

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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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Yeast two hybrid에서 lipin-1 N-terminus와 상호작용하는 유전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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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Lipin-1은 DNA binding domain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C-terminus

의 LXXIL부위가 PPARα와 상호작용하여 PGC-1α와  함께 복합체를 형

성하고 지방산 산화(분해)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transcription cofactor로써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16, 18. 이러한 

lipin-1의 LXXIL부위는 lipin-2와 -3에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18.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 등을 근거로 lipin-1의 전사 활성 기능은 

카르복시 말단의 LXXIL부위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는 반대로 lipin-1의 카르복시 말단(423-947번 아미노산)에는 yeast 

및 동물세포에서 전혀 전사 활성화 기능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반면

에 아미노 말단부위(1-441번 아미노산)에서 강한 전사 활성 기능이 

관찰되었다.  본 실험에서 이러한 전사 활성 기능을 보이는 부위를 

더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217-399번 아미노산 부위에 전사 활성 기능

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부위이며, 다

른 lipin 아종들과 상동성이 낮은 부위로서 아마도 lipin-1의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부위라고 추측된다. 이 부위 내에는 β isoform에만 

존재하는 242-277 아미노산 부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부위를 제거

하여도 전사 활성화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상의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 부위는 PGC-1α에 의해 그 활성이 증가되며, 다른 

CBP, P/CAF, SRC-1, SRC-2, SRC-3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Transcription activator들의 경우 ARC, CRSP, 혹은 DRIP으로 불리어

지는 multiprotein complex들을 recruitment시키는데 관여한다고 보

고 되었는데25-35,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 역시 이러한 complex

들의 recruitment와 관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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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이 검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Lipin-1의 전사 활성화 기능이 전사 인자와 RNA polymeraseⅡ를 

연결해 주는 역할에서 기인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yeast two-hybrid 결과에서 yeast의 RPB11에 해당하는 동물 세포의 

RNA polymerase Ⅱ의 소단위인 polymerase (RNA) Ⅱ (DNA directed) 

polypeptide J(POLR2J)36-37가 선별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에 대

한 연구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전사 활성화 기능이 거의 제거된 lipin-1 N-terminus 부위를 사용하

여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도 알아 본 결과 16가지의 유전자를 찾아내었

다. Enoyl coenzyme A hydratase, short chain, 1, mitochondrial 

(ECHS1)은 미토콘드리아 지방산 β산화과정(mitochondrial fatty acid 

beta-oxidation pathway)의 두 번째 과정에 작용하여 

2-trans-enoyl-coenzyme A(CoA)를 촉매하여 L-3-hydroxyacyl-CoA로 

수화(hydration)시키는 미토콘드리아 효소이다38. 골격근에서 lipin-1

을 과발현시키면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과 비만을 

초래하며, 이는 지방산 산화과정이 저하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된 

바 있다13. 따라서 lipin-1과 ECHS1의 상호작용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

이며, 골격근에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지방산 산화 조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가 앞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이 검출된 clone은 PGM1이었다. PGM1은 진화적으로 잘 보

존되어 원핵세포와 유핵세포의 함수탄소 대사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효소이며, glucose-1-phosphate(G-1-P)와 glucose-6-phosphate 

(G-6-P)의 양방향성 상호전환 촉매작용을 한다. PGM1에 lipin-1 결

합이 효소 활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actin-α1 등 많은 cytoskeleton과 lipin-1의 결합을 통하여 PGM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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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내 위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PGM1과 lipin-1의 상

호작용이 골격근에서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lipin-1의 아미노 말단 부위의 전사 활성화 기능을 규명

하였으며, 단백질 상호 작용이 있는 유전자들을 찾아내어 앞으로 진

행해야 할 중요한 많은 연구과제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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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Lipin-1은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보고되었는데 PAP의 효소로써의 

기능과 전자 활성자로써의 기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pin-1의 아

미노말단쪽의 부위의 성상을 규명하고자 실험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

었다. 전사 활성자로써의 lipin-1은, 간과 지방세포의 항상성과 기능

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카르복시말단의 LXXIL부분이 다른 전사 인자

들과 상호작용하여 전사 활성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전의 보고로 예상되는 결과와는 달리, 

yeast와 동물세포 모두에서 lipin-1 카르복시 말단의 전사 활성화 기

능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반대로 아미노말단 부위에서 강한 전사 활

성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분화된 lipin-1의 전사 활성 기능 부

위는 217-399번 아미노산 부위이며, β isoform에 존재하는 7번 exon 

부위인 242-277번 아미노산 부위는 전사 활성 기능에 큰 영향이 없었

다. 이 부위는 PGC-1α에 의해 그 활성이 증가되며, 다른 CBP, P/CAF, 

SRC-1, SRC-2, SRC-3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Lipin-1의 아미노말단의 1-327번 아미노산 부위와 단백질 상호작용을 

가지는 유전자를 yeast two-hybrid 방법으로 골격근 cDNA library를 

선별한 결과 16개의 유전자 cDNA를 밝히었다. 이 중에는 actin α1을 

포함하는 cytoskeleton의 유전자가 7가지이었으며 PGM1, AGK, ECHS1, 

MAT2B의 대사 효소들이 주로 선별되었다. 그 외 5개 유전자들 중 흥

미롭게도 RNA polymerase Ⅱ의 소단위인 POLR2J와 단백질 합성에 관

여하는 EIF2A2, L30 및 ubiquitination에 관여하는 CUL1이 존재하였

다. 본 연구는 lipin-1의 아미노말단 부위의 전사 활성화 기능 부위

를 규명하였으며, 단백질 상호 작용이 있는 유전자들을 찾아내어 앞

으로 진행해야 할 중요한 많은 연구과제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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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n-1 has been reported to interact with transcription factors and 

coactivator through its carboxy-terminal region containing LXXIL motif 

and to carry out transcriptional activation function. However, 

carboxy-terminal region (423-947), including DXDXT (active site for 

PAP1 activity) and LXXIL motives, did not show any transcriptional 

activation function in yeast and mammalian cells. In contrast, 

amino-terminal region (1-441) has strong transcription activation 

function in form of fusion protein with GAL4 DNA-binding domain. The 

activation domain could be delimitated from residue 217 to 399. The 

removal of residue 242 to 277, which is present in β isoform, did not 

affect the activities of its transcriptional activation function. The 

transcriptional activation function of lipin-1 was enhanced by PGC-1α, 

but not by CBP, P/CAF, SRC-1, SRC-2 and SRC-3. In addition to 

transcription activation function, lipin-1 has several physiological rol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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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al muscle, which might be linked to protein-protein interactions. 

For these reasons, skeletal cDNA library was screened to find out the 

genes showing the protein-protein interaction with lipin-1 amino-terminal 

region (1-327) by yeast two-hybrid system. Finally, 16 genes were 

revealed from 35 isolated clones. Among these genes, there are 7 

cytoskeletal genes and 4 metabolic enzyme genes. The functional role of 

interactions with cytoskeletal proteins of lipin-1 should be addressed in 

future. In metabolic enzymes, eight clones were isolated, containing the 

cDNA for carboxy-terminal region of PGM1. The strong binding of 

lipin-1 in skeletal muscle might affect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PGM1, resulting in changes of glucose and glycogen metabolisms. 

Lipin-1 can bind to ECHS1, which is one of the enzymes involved in 

mitochondrial fatty oxidation. The interaction with subunit J of RNA 

polymerase II, the ortholog of RPB11 of yeast, needs the further study in 

the view of the role of lipin-1 as a linker between transcriptional factors 

and RNA polymerase II.  

The present study characterized and delimitate the activation function 

domain of lipin-1. I also identified the interactions of several proteins 

with lipin-1 amino-terminal regions and provide the important themes 

about their functional roles, which should b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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