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pin1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규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과 학 과 

진 원 지 

 

 - 1 -



 

 

Lipin1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규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과 학 과 

진 원 지 

 

 - 2 -



Lipin1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규명 

 

 

 

지도교수 김 경 섭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진 원 지  

 - 3 -



감사의 글 
  

  가장 먼저 공부할 이유를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마무리 하기까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경섭 지도 교수님께 감

사드리며 심사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이

현철 교수님과 김재우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위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안용호 교수님, 허만

욱 교수님, 김건홍 교수님, 박상욱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사정을 봐주신 

박두웅 선생님, 김혜경 선생님, 권석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마음 따뜻한 팀원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

한 정을 느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속 정이 깊고 다정다감함

으로 힘이 되어준 희은 언니, 예쁜 눈웃음으로 마음을 편안하

게 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민영 언니,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마음 씀씀이가 세심한 민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잘 해

내고 실험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 종석 오빠, 모두 고맙

습니다. 지금은 예쁜 아기를 낳아서 잠시 쉬고 있는 미정언니, 

고민과 투정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해주어서 힘

이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실험이라 어려웠었는데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 경철 오빠, 한천 오빠, 효경 언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을 믿어 주시고 언제나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공부하느라 힘들 텐

데도 잘 챙겨주고 속 정이 깊은 동생, 홍제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저 자 씀 

 

 

 - 4 -



차 례 

 

 

국문요약⋅⋅⋅⋅⋅⋅⋅⋅⋅⋅⋅⋅⋅⋅⋅⋅⋅⋅⋅⋅⋅⋅⋅⋅⋅⋅⋅⋅⋅⋅⋅⋅⋅⋅⋅⋅⋅⋅⋅⋅⋅⋅⋅⋅⋅⋅⋅⋅⋅⋅⋅⋅⋅⋅⋅⋅⋅⋅⋅⋅⋅⋅⋅⋅⋅⋅⋅⋅⋅⋅⋅⋅⋅⋅⋅⋅⋅⋅⋅⋅⋅⋅⋅⋅⋅⋅⋅⋅⋅⋅⋅⋅⋅⋅⋅⋅1 

 

I. 서 론⋅⋅⋅⋅⋅⋅⋅⋅⋅⋅⋅⋅⋅⋅⋅⋅⋅⋅⋅⋅⋅⋅⋅⋅⋅⋅⋅⋅⋅⋅⋅⋅⋅⋅⋅⋅⋅⋅⋅⋅⋅⋅⋅⋅⋅⋅⋅⋅⋅⋅⋅⋅⋅⋅⋅⋅⋅⋅⋅⋅⋅⋅⋅⋅⋅⋅⋅⋅⋅⋅⋅⋅⋅⋅⋅⋅⋅⋅⋅⋅⋅⋅⋅⋅⋅⋅⋅⋅⋅⋅⋅⋅⋅3 

II.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8 

2. 플라스미드 제작⋅⋅⋅⋅⋅⋅⋅⋅⋅⋅⋅⋅⋅⋅⋅⋅⋅⋅⋅⋅⋅⋅⋅⋅⋅⋅⋅⋅⋅⋅⋅⋅⋅⋅⋅⋅⋅⋅⋅⋅⋅⋅⋅⋅⋅⋅⋅⋅⋅⋅⋅⋅⋅⋅⋅⋅⋅⋅⋅⋅⋅⋅⋅⋅⋅⋅⋅⋅⋅⋅⋅⋅8 

3. Bait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 확인 

가.  In vitro에서 단백질 발현 확인⋅⋅⋅⋅⋅⋅⋅⋅⋅⋅⋅⋅⋅⋅⋅⋅⋅⋅⋅⋅⋅⋅⋅⋅⋅⋅⋅⋅⋅⋅⋅⋅⋅⋅⋅⋅9 

나.  In vivo에서 단백질 발현 확인 

(1) Yeast competent 세포⋅⋅⋅⋅⋅⋅⋅⋅⋅⋅⋅⋅⋅⋅⋅⋅⋅⋅⋅⋅⋅⋅⋅⋅⋅⋅⋅⋅⋅⋅⋅⋅⋅⋅⋅⋅⋅⋅⋅⋅⋅⋅⋅⋅⋅⋅⋅9 

(2) 형질전환⋅⋅⋅⋅⋅⋅⋅⋅⋅⋅⋅⋅⋅⋅⋅⋅⋅⋅⋅⋅⋅⋅⋅⋅⋅⋅⋅⋅⋅⋅⋅⋅⋅⋅⋅⋅⋅⋅⋅⋅⋅⋅⋅⋅⋅⋅⋅⋅⋅⋅⋅⋅⋅⋅⋅⋅⋅⋅⋅⋅⋅⋅⋅⋅⋅⋅⋅⋅⋅10 

(3) Yeast 세포에서 단백질 분리⋅⋅⋅⋅⋅⋅⋅⋅⋅⋅⋅⋅⋅⋅⋅⋅⋅⋅⋅⋅⋅⋅⋅⋅⋅⋅⋅⋅⋅⋅⋅⋅⋅11 

4. cDNA library 제작 

가.  지방세포에서 poly(A) RNA분리⋅⋅⋅⋅⋅⋅⋅⋅⋅⋅⋅⋅⋅⋅⋅⋅⋅⋅⋅⋅⋅⋅⋅⋅⋅⋅⋅⋅⋅⋅⋅⋅⋅⋅12 

나.  Double-stranded cDNA 합성⋅⋅⋅⋅⋅⋅⋅⋅⋅⋅⋅⋅⋅⋅⋅⋅⋅⋅⋅⋅⋅⋅⋅⋅⋅⋅⋅⋅⋅⋅⋅⋅⋅⋅⋅⋅⋅⋅⋅⋅12 

5. Library screening 

가.  Cotransformation⋅⋅⋅⋅⋅⋅⋅⋅⋅⋅⋅⋅⋅⋅⋅⋅⋅⋅⋅⋅⋅⋅⋅⋅⋅⋅⋅⋅⋅⋅⋅⋅⋅⋅⋅⋅⋅⋅⋅⋅⋅⋅⋅⋅⋅⋅⋅⋅⋅⋅⋅⋅⋅⋅⋅⋅⋅14 

 - 5 -



나.  Yeast mating⋅⋅⋅⋅⋅⋅⋅⋅⋅⋅⋅⋅⋅⋅⋅⋅⋅⋅⋅⋅⋅⋅⋅⋅⋅⋅⋅⋅⋅⋅⋅⋅⋅⋅⋅⋅⋅⋅⋅⋅⋅⋅⋅⋅⋅⋅⋅⋅⋅⋅⋅⋅⋅⋅⋅⋅⋅⋅⋅⋅⋅⋅⋅⋅⋅⋅14 

6. Positive interaction 분석  

가.  Yeast 세포에서 플라스미드 분리⋅⋅⋅⋅⋅⋅⋅⋅⋅⋅⋅⋅⋅⋅⋅⋅⋅⋅⋅⋅⋅⋅⋅⋅⋅⋅⋅⋅⋅⋅15 

나.  PCR screening⋅⋅⋅⋅⋅⋅⋅⋅⋅⋅⋅⋅⋅⋅⋅⋅⋅⋅⋅⋅⋅⋅⋅⋅⋅⋅⋅⋅⋅⋅⋅⋅⋅⋅⋅⋅⋅⋅⋅⋅⋅⋅⋅⋅⋅⋅⋅⋅⋅⋅⋅⋅⋅⋅⋅⋅⋅⋅⋅⋅⋅⋅⋅⋅15 

다.  플라스미드 분석⋅⋅⋅⋅⋅⋅⋅⋅⋅⋅⋅⋅⋅⋅⋅⋅⋅⋅⋅⋅⋅⋅⋅⋅⋅⋅⋅⋅⋅⋅⋅⋅⋅⋅⋅⋅⋅⋅⋅⋅⋅⋅⋅⋅⋅⋅⋅⋅⋅⋅⋅⋅⋅⋅⋅⋅⋅⋅⋅⋅15 

7. 상호작용 재 확인  

가.  Cotransformation in yeast 세포⋅⋅⋅⋅⋅⋅⋅⋅⋅⋅⋅⋅⋅⋅⋅⋅⋅⋅⋅⋅⋅⋅⋅⋅⋅⋅⋅⋅⋅⋅15 

나.  Co-immunoprecipitation in 동물세포⋅⋅⋅⋅⋅⋅⋅⋅⋅⋅⋅⋅⋅⋅⋅⋅⋅⋅⋅⋅⋅⋅16 

8. Western blot analysis⋅⋅⋅⋅⋅⋅⋅⋅⋅⋅⋅⋅⋅⋅⋅⋅⋅⋅⋅⋅⋅⋅⋅⋅⋅⋅⋅⋅⋅⋅⋅⋅⋅⋅⋅⋅⋅⋅⋅⋅⋅⋅⋅⋅⋅⋅⋅⋅⋅⋅⋅⋅⋅⋅⋅⋅⋅17 

 

III. 결 과 

1. Library screening에 사용할 플라스미드와 bait 세포 

완성⋅⋅⋅⋅⋅⋅⋅⋅⋅⋅⋅⋅⋅⋅⋅⋅⋅⋅⋅⋅⋅⋅⋅⋅⋅⋅⋅⋅⋅⋅⋅⋅⋅⋅⋅⋅⋅⋅⋅⋅⋅⋅⋅⋅⋅⋅⋅⋅⋅⋅⋅⋅⋅⋅⋅⋅⋅⋅⋅⋅⋅⋅⋅⋅⋅⋅⋅⋅⋅⋅⋅⋅⋅⋅⋅⋅⋅⋅⋅⋅⋅⋅⋅⋅⋅⋅⋅⋅⋅⋅⋅⋅⋅⋅⋅18 

2. Library screening 결과 분명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colony 분석⋅⋅⋅⋅⋅⋅⋅⋅⋅⋅⋅⋅⋅⋅⋅⋅⋅⋅⋅⋅⋅⋅⋅⋅⋅⋅⋅⋅⋅⋅⋅⋅⋅⋅⋅⋅⋅⋅⋅⋅⋅⋅⋅⋅⋅⋅⋅⋅⋅⋅⋅⋅⋅⋅⋅⋅⋅⋅⋅⋅⋅⋅⋅⋅⋅⋅⋅⋅⋅⋅⋅⋅⋅⋅⋅⋅⋅⋅⋅20 

3. Yeast 세포에서 bait와 상호작용을 보이는 플라스미드의 

상호작용 재확인⋅⋅⋅⋅⋅⋅⋅⋅⋅⋅⋅⋅⋅⋅⋅⋅⋅⋅⋅⋅⋅⋅⋅⋅⋅⋅⋅⋅⋅⋅⋅⋅⋅⋅⋅⋅⋅⋅⋅⋅⋅⋅⋅⋅⋅⋅⋅⋅⋅⋅⋅⋅⋅⋅⋅⋅⋅⋅⋅⋅⋅⋅⋅⋅⋅⋅⋅⋅⋅⋅⋅23 

4. Sequencing 결과와 blast를 통한 분석 결과⋅⋅⋅⋅⋅⋅⋅⋅⋅⋅⋅⋅⋅⋅⋅⋅⋅⋅⋅25 

5. 동물세포에서 상호작용 재확인⋅⋅⋅⋅⋅⋅⋅⋅⋅⋅⋅⋅⋅⋅⋅⋅⋅⋅⋅⋅⋅⋅⋅⋅⋅⋅⋅⋅⋅⋅⋅⋅⋅⋅⋅⋅⋅⋅⋅⋅⋅⋅⋅25 

 - 6 -



IV. 고 찰 ⋅⋅⋅⋅⋅⋅⋅⋅⋅⋅⋅⋅⋅⋅⋅⋅⋅⋅⋅⋅⋅⋅⋅⋅⋅⋅⋅⋅⋅⋅⋅⋅⋅⋅⋅⋅⋅⋅⋅⋅⋅⋅⋅⋅⋅⋅⋅⋅⋅⋅⋅⋅⋅⋅⋅⋅⋅⋅⋅⋅⋅⋅⋅⋅⋅⋅⋅⋅⋅⋅⋅⋅⋅⋅⋅⋅⋅⋅⋅⋅⋅⋅⋅⋅⋅⋅⋅⋅⋅⋅⋅27 

 

V. 결 론 ⋅⋅⋅⋅⋅⋅⋅⋅⋅⋅⋅⋅⋅⋅⋅⋅⋅⋅⋅⋅⋅⋅⋅⋅⋅⋅⋅⋅⋅⋅⋅⋅⋅⋅⋅⋅⋅⋅⋅⋅⋅⋅⋅⋅⋅⋅⋅⋅⋅⋅⋅⋅⋅⋅⋅⋅⋅⋅⋅⋅⋅⋅⋅⋅⋅⋅⋅⋅⋅⋅⋅⋅⋅⋅⋅⋅⋅⋅⋅⋅⋅⋅⋅⋅⋅⋅⋅⋅⋅⋅⋅⋅31 

 

 

참고문헌⋅⋅⋅⋅⋅⋅⋅⋅⋅⋅⋅⋅⋅⋅⋅⋅⋅⋅⋅⋅⋅⋅⋅⋅⋅⋅⋅⋅⋅⋅⋅⋅⋅⋅⋅⋅⋅⋅⋅⋅⋅⋅⋅⋅⋅⋅⋅⋅⋅⋅⋅⋅⋅⋅⋅⋅⋅⋅⋅⋅⋅⋅⋅⋅⋅⋅⋅⋅⋅⋅⋅⋅⋅⋅⋅⋅⋅⋅⋅⋅⋅⋅⋅⋅⋅⋅⋅⋅⋅⋅⋅⋅⋅⋅33 

ABSTRACT ⋅⋅⋅⋅⋅⋅⋅⋅⋅⋅⋅⋅⋅⋅⋅⋅⋅⋅⋅⋅⋅⋅⋅⋅⋅⋅⋅⋅⋅⋅⋅⋅⋅⋅⋅⋅⋅⋅⋅⋅⋅⋅⋅⋅⋅⋅⋅⋅⋅⋅⋅⋅⋅⋅⋅⋅⋅⋅⋅⋅⋅⋅⋅⋅⋅⋅⋅⋅⋅⋅⋅⋅⋅⋅⋅⋅⋅⋅⋅⋅⋅⋅⋅⋅⋅⋅⋅⋅⋅⋅⋅⋅38 

 

 

 

 

 

 

 

 

 

 - 7 -



그림 차례 

 

 

그림 1. Yeast two-hybrid system의 원리⋅⋅⋅⋅⋅⋅⋅⋅⋅⋅⋅⋅⋅⋅⋅⋅⋅⋅⋅⋅7 

그림 2. pGBKT7 expression vector에서 in vivo와 in 

vitro 시작 부분⋅⋅⋅⋅⋅⋅⋅⋅⋅⋅⋅⋅⋅⋅⋅⋅⋅⋅⋅⋅⋅⋅⋅⋅⋅⋅⋅⋅⋅⋅⋅⋅⋅⋅⋅⋅⋅⋅⋅⋅⋅⋅⋅⋅⋅⋅⋅⋅⋅⋅⋅⋅19 

그림 3. In vitro와 in vivo에서 pGBKT7-lipin1β N- 

terminus와 pGBKT7-lipin1β C-terminus의 단 

백질 발현 확인⋅⋅⋅⋅⋅⋅⋅⋅⋅⋅⋅⋅⋅⋅⋅⋅⋅⋅⋅⋅⋅⋅⋅⋅⋅⋅⋅⋅⋅⋅⋅⋅⋅⋅⋅⋅⋅⋅⋅⋅⋅⋅⋅⋅⋅⋅⋅⋅⋅⋅⋅⋅⋅⋅19 

그림 4. Lipin1β N-terminus의 activation 기능⋅⋅⋅⋅20 

그림 5. 지방세포 cDNA 전기영동 사진⋅⋅⋅⋅⋅⋅⋅⋅⋅⋅⋅⋅⋅⋅⋅⋅⋅⋅⋅⋅⋅⋅⋅⋅21 

그림 6. 선별된 yeast 세포에서 분리된 플라스미드 

내 cDNA의 크기 결정⋅⋅⋅⋅⋅⋅⋅⋅⋅⋅⋅⋅⋅⋅⋅⋅⋅⋅⋅⋅⋅⋅⋅⋅⋅⋅⋅⋅⋅⋅⋅⋅⋅⋅⋅⋅⋅⋅⋅⋅⋅⋅⋅⋅22 

그림 7. Bacteria 세포에서 분리된 플라스미드 내 

cDNA 크기⋅⋅⋅⋅⋅⋅⋅⋅⋅⋅⋅⋅⋅⋅⋅⋅⋅⋅⋅⋅⋅⋅⋅⋅⋅⋅⋅⋅⋅⋅⋅⋅⋅⋅⋅⋅⋅⋅⋅⋅⋅⋅⋅⋅⋅⋅⋅⋅⋅⋅⋅⋅⋅⋅⋅⋅⋅⋅⋅⋅⋅⋅⋅23 

 - 8 -



그림 8. Yeast 세포에서 상호작용 재확인⋅⋅⋅⋅⋅⋅⋅⋅⋅⋅⋅⋅⋅⋅⋅⋅⋅⋅24 

그림 9. 동물세포에서 lipin1β C-terminus와의 

분명한 상호작용을 재확인⋅⋅⋅⋅⋅⋅⋅⋅⋅⋅⋅⋅⋅⋅⋅⋅⋅⋅⋅⋅⋅⋅⋅⋅⋅⋅⋅⋅⋅⋅26 

 

 

 

 

 

 

 

 

 

 

 

 

 

 

 

 

 - 9 -



국문요약 

 

Lipin1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규명 

 

 Lipin1은 fatty liver dystrophy를 가지고 있는 쥐에서 

positional cloning을 통하여 그 원인 유전자로 발견되었다. 

Lipin1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하나는 glycerolipid 생합성 과정에서 phosphatidate phosphatase 

효소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전사인자들과 상호작용하여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co-activator로서의 기능이

다. Lipin1 유전자는 지방 조직에서 매우 높게 발현되어 있으며 

3T3-L1 preadipocytes 분화과정 동안에 발현이 증가한다. 생체 내

에서의 lipin1 mRNA는 지방조직, 골격근과 고환에서 높게 발현되나 

각 조직에서의 기능은 정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lipin1과 상

호작용하는 단백질의 규명을 통하여 lipin1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yeast two-hybrid를 시행하였다. cDNA library로는 3T3-L1 

지방세포와 인간 골격근에서 유래된 것을 이용하였고 bait로는 

lipin1β의 C-terminus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poly(C)-binding 

protein 1(PCBP1), homeo-domain interacting protein kinase 2 

(HIPK2), ubiquitin-conjugating enzyme 9(UBC9), enolase 3 

(enolase beta 또는 muscle specific 이라고도 부름)의 cDNA를 선

별하였다. 이들 각각의 단백질과 lipin1β C-terminus간의 상호작

용을 yeast 세포에서 two-hybrid 방법으로 재확인하였으며, 동물 

세포에서 immunoprecipitation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Lipin1이 이들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어떤 생리학적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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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며 이것은 lipin1의 기능을 밝

히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핵심단어 : Lipin1,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yeast two-hybrid, cDNA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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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n1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규명 

 

 

<지도교수 김 경 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진 원 지 

 

 

I. 서 론 

 

Lipin1은 fatty liver dystrophy(fld) 쥐에서 positional   

cloning을 통하여 원인 유전자로 발견되었다1. 이 fld 쥐는 유전자 

하나의 변형(single mutation)으로 인하여 지방 조직의 무게가 감

소하고 지방세포 분화과정에 결함에 의한 lipodystrophy에서 나타

나는 증상들, 즉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과 고지혈증

(hyperlipidemia)이 나타난다2-4. 쥐의 정상 조직에서 lipin1의 

mRNA 발현 정도를 보았을 때 지방조직, 골격근, 고환에서 발현양이 

높게 나타나고, 3T3-L1 preadipocyte의 분화과정 동안에 lipin1이 

유도됨이 2001년에 보고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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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n1과 상동성을 보이는 유전자로서 lipin2와 lipin3가 존재하

는데 이들의 기능은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않다5. Lipin1은 주로 

골격근과 지방조직에서 발현하며 alternative mRNA splicing에 의

해 α와 β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Lipin2는 주로 간과 뇌에 

존재하며 Majeed syndrome(congenital dyserythropoietic anemia,   

recurrent fever, chronic recurrent osteomyelitis, cutaneous 

inflammation의 특징을 가짐)6 에서 lipin2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음

을 통하여 발견되었다. 그러나 lipin2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대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Lipin3은 주로 소장에 분포하며 이것 

역시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5. Lipin 유전자는 N-

terminus(NLIP)과 C-terminus(CLIP) 부분이 종간에 잘 보존되어 있

다. Lipin1의 N-terminus에는 nuclear localization signal(NSL)과 

insulin에 의해 인산화(phosphorylation)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

한 lipin1의 84번째 glycine이 arginine으로 변형되면 lipodys- 

trophy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한편, lipin1의 C-terminus에는 

PAP1 효소 활성 부위(DXDXT)와 전사인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부위

(LXXIL)가 존재한다.  

Lipin1의 α와 β는 크기와 기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α에 비해 

β는 exon 7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음으로 33개의 아미노산을 더 가

지고 있다7. 이렇게 alternative mRNA splicing에 의해 생성된 두 

형태는 각각 98 KDa, 102 KDa의 단백질을 만들며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β형은 3T3-L1 세포의 분화과정에서 초기(10hr)에 

정점을 이루고 감소하였다가 분화 이틀째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α형은 분화 초기에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인다. 또한 α와 β를 과발현시켰을 때 mRNA 발현에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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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들이 다르다. α를 과발현시켰을 때에는 분화에 관여한 유전

자들의 mRNA 발현이 증가하고, β를 과발현시켰을 때에는 지방합성

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mRNA 발현이 증가한다7.  

물질대사의 항상성 측면에서 lipin1의 생리적 기능은 크게 두 가

지로 보고되고 있다. 첫 번째는 phospholipid와 triacylglycerol 

합성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phosphatidate를 diacylglycerol로 전

환시키는데 관여하는 phosphatidate phosphatase 효소로서의 기능

이고8, 9, 두 번째는 lipin1이 구조상에 DNA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

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사인자들과 상호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transcriptional co-activator로서 기능이다.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 γ(PPARγ) coactivator-1α 

(PGC-1α)는 세포 에너지 대사조절에 관여하는 다양한 전사 인자들

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단백질이고10, peroxisome proliferators-

activated receptorα(PPARα)는 hepatic β-oxidation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다11. 이 두 단백질은 금식과 

당뇨 상태에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gluconeogenesis, fatty acid 

oxidation, fasting-induced hepatic steatosis에 영향을 주는데, 

lipin1은 PPARα및 PGC-1α와 상호작용하여 이러한 조절작용을 더 

강화시킨다. 또한 lipin1은 PGC-1α의 파트너로 알려진 PPARβ, 

HNF4α, glucocorticoid receptor(GR), p300과도 상호작용하며 이

러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은 lipin1의 C-terminus에서 일어난다

12.  

Adipogenesis는 preadipocyte가 세포 외부로부터 분화를 유도하

는 자극이 오면 다양한 전사인자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

방세포의 독특한 기능을 흭득하는 과정이다13. 3T3-L1 preadipocyte

 - 14 -



는 외부로부터 분화에 대한 자극이 오면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 β와 δ(C/EBPβ와 C/EBPδ)의 발현이 유도되어 이틀간 

유지되다가 발현이 줄어들면서 adipogenesis에 중요한 인자인 

C/EBPα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2 

(PPARγ2)의 발현이 유도된다14, 15. 분화 초기에 유도되는 C/EBPβ 

와 C/EBPδ는 C/EBPα와 PPARγ2 를 유도하고 분화 후기에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분화 후기 동안에 C/EBPα와 PPARγ2 는 서로의 발현

을 유도하여 분화가 완전히 끝난 지방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되도록 하며 지방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시켜 

지방세포로서의 독특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3, 16. 이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lipin1은 PPARγ2 의 전사활성을 강화

하여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PEPCK), aP2, glucose 

transporter 4(GLUT4)와 같은 지방세포 특이적 유전자들의 발현을 

더 증가시킨다. 또한 lipin1은 C/EBPα에 의해 그 발현이 증가되므

로서 지방세포에서 전사인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되었다. Lipin1은 지방세포 분화, 간과 

골격근에서 에너지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이상과 같이 여러 

단백질과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하여 담당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lipin1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단백질들을 밝히고자 하였

다.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규명하는 최선의 방법중의 하나가 

yeast two-hybrid system으로써 이는 Gal4 DNA-binding domain 

(DBD)17이 결합된 단백질(bait)과 activation domain(AD)18이 결합된 

단백질(library)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 특정 표지 유전자가 

발현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방법이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lipin1β의 C-terminus 부위를 Gal4 DBD에 결합하여 

 - 15 -



bait로 사용하였으며, cDNA library로는 3T3-L1 지방세포와 인간 

골격근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림 1. Yeast two-hybrid system의 원리. Bait와 library 융합 단백질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GAL4 DBD와 AD가 yeast의 upstream 

activating sequence(UAS) 부위에 결합하게 되고 ADE2, HIS3, lacZ, 
MEL1과 같은 표지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

하여 단백질들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알아낼 수 있고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을 찾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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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3T3-L1과 NIH 3T3 세포이다. 3T3-L1 

세포는 preadipocyte를 완전히 분화시킨 것을 사용하였으며 생화학 

교실의 김재우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NIH 3T3 세포는 the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하였고, 10% fetal 

bovine serum (FBS), 100μg/ml streptomycin, 100units/ml 

penicillin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Invitrogen, USA) 배지를 공급하여 37℃, 5% CO2  항온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2. 플라스미드 제작 

Bait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 DNA-binding domain이 결합되어 있는 

pGBKT7 vector(Clontech, USA)를 사용하였다. 이 vector는 TRP1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screening시 선별 과정에서 tryptophan(TRP)

을 영양 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 pGBKT7-lipin1β-(1-441)는 pSG5-

lipin1β full length19에서 프라이머 5’-GAATTACGTGGGGCAGTTAG-3’와 

5’-AGACATGGATCCTGAAGTGG-3’를 사용하여 cDNA 조각을 얻어 pGBKT7 

vector에 삽입한 후 BamHI으로 처리하여 self-ligation 하였다. 

pGBKT7-lipin1β-(425-926)은 pSG5-lipin1β full length에서 프라

이머 5’-ACGAAGCCGACATCTTGGTGCT-3’와 5’-CGCTGAGGCAGAATGAATGTCCT 

G-3’를 사용하여 cDNA 조각을 얻어 pGBKT7 vector에 삽입하였다. 

Lipin1β C-terminus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PCBP1, UB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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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pSG5-KHA2M1 vector에 삽입하였다. PCBP1은 PC3 세포의 cDNA에

서 프라이머 5’-GGACGCCGGTGTGACTGAAAGC-3’와 5’-CTAGCTGCACCCCATC 

CCCTTCTC-3’를 사용하여 cDNA 조각을 얻었다. UBC9은 MCF7 세포의 

cDNA에서 5’-GTCGGGGATCGCCCTCAGCAG-3’와 5’-TTATGAGGGCGCAAACTTCT 

TGGCT-3’를 사용하여 cDNA 조각을 얻었다.  

 

3. Bait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 확인 

  가. In vitro에서 단백질 발현 확인 

TNT T7 Quick Master Mix(Promega,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플라스미드 1μg, TNT T7 Quick Master Mix 

3μl, methionine 0.1μl를 섞고 증류수로 최종 부피가 5μl가 

되도록 한 후 30℃를 일정하게 90분간 유지하였다. Mixture 1μl에 

증류수 19μl와 electrophoresis sample buffer 5μl를 넣어 90℃ 

에서 끓인 후 8% SDS gel에 전기영동 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플라스미드는 pGBKT7-lipin1β N-terminus와 pGBKT7-

lipin1β C-terminus를 사용하였고 negative control로는 pSG5-

FLAG-tagged vector와 positive control로는 pSG5-FLAG-lipin1β 

N-terminus, pSG5-FLAG-lipin1β C-terminus을 사용하였다.  

나. In vivo에서 단백질 발현 확인 

(1) Yeast competent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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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30℃ 항온 배양기에서 3일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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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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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3ml 중 25μ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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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 배양하였다(30℃, 200rpm, 

3~5시간 정도). 배양액을 원심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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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l이 되도록 하였다.  

(2) 형질전환  

플라스미드 1μg, Herring Testes Carrier DNA(Clontech, USA) 

5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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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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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층액은 제거하고 YPD 배지 1ml로 부유시킨 다음 90분 동안 배양 

하였다(30℃, 200rpm). 세포를 침강시켜 상층액은 제거하고 나서 

0.9% sodium chloride(NaCl)(Clontech, USA) 1ml로 부유시켜 

100μl를 영양분 tryptoph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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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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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ast 세포에서 단백질 분리  

SD/-TRP agar plate에서 자란 colony 중 하나를 SD/-TRP 배지 

5ml에 접종하여 하루 동안 배양하였다(30℃, 200rpm). 배양액 5ml 

을 SD/-TRP 배지 45ml에 접종하여 OD600 가 0.4~0.6이 되도록 배양 

하였다(30℃, 200rpm, 4~8시간 정도). 미리 차갑게 해둔 50ml 

튜브에 담아 원심분리(1000g, 4℃, 5분)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미리 차갑게 해둔 증류수 50ml로 부유시켜 다시 원심분리(1000g, 

4℃, 5분)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단백질을 분리하기 전에 총 

OD600 units(1ml의 OD600값×배양액의 총 부피) 7.5 대비 필요한 

cracking buffer(complete)와 glass bead(425~600μm)(Sigma, USA) 

를 준비하였다. 실험할 당시 1ml의 OD600 값은 0.55 였고, 배양액의 

총 부피는 52ml 이었으므로 총 OD600 unit는 28.6(0.55×52ml) 

이었다. Cracking buffer(complete)는 총 OD600 units 7.5 대비 

100μl가 필요하고 glass bead는 80μl가 필요하므로 381μl의 

cracking buffer(complete)와 305μl의 glass bead를 준비하였다. 

Cracking buffer로 세포를 부유시켜 glass bead가 담겨 있는 

튜브로 옮겨서 섞어 준 후 70℃에서 10분 동안 끓여 주었다. 1분 

동안 잘 섞어 준 후 원심분리(14000rpm, 4℃, 5분)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고, 이 중 일부는 8% SDS gel에 전기영동 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Cracking buffer(complete)는 cracking buffer 

stock 용액 1ml, β-mercaptoethanol(Sigma, USA) 10μl, 25× 

Protease inhibitor cactail(Roche, USA) 44μl, 100×Phenyl 

methyl-sulfonyl fluoride(PMSF)(Sigma, USA) 50μl을 섞어 만들었 

다. Cracking buffer stock 용액은 urea 24g(Sigma, USA), sodium 

dodecyl sulfate(SDS)(USB Cleveland, OH, USA) 2.5g, Tris-HCl(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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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6.8) 2ml, EDTA 10μl를 섞고 나서 증류수로 총 부피가 50ml 

되도록 하였다. 

 

4. cDNA library 제작 

가. 지방세포에서 poly A+ RNA분리 

완전히 분화된 3T3-L1 preadipocytes에서 Trizol(Invitrogen, 

USA)을 이용하여 total RNA을 얻어 poly A+ RNA를 분리하였다. Poly 

A+ RNA의 분리는“MicroPoly(A) PuristTM Kit(Ambion, USA)”를 

이용하였고 이 kit에서 제공한 방법대로 하였다. Total RNA 400 

μg을 RNA storage solution 250μl에 녹이고 나서 2×binding 

solution 250μl를 섞어 주었다. Oligo(dT) cellulose 1 vial을 

넣고 5분 동안 70℃에 두어 RNA의 2차 구조를 풀어주었다. 상온을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회전시켜 oligo(dT)와 poly A+ RNA 간에 

결합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원심분리(4000g, 상온, 3분) 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wash solution 1(500μl)로 1회 씻어준 후 두 

번째 씻어줄 때에는 부유시켜 컬럼에 통과하였다. 컬럼을 wash 

solution 2(500μl)로 2회 씻어주고 나서 RNA storage solution 

200μl로 elution 하였다. 5M ammonium acetate 20μl, glycogen 

1μl, 100% ethanol 550μl를 섞어 -70℃에서 하루 동안 침전 

시켰다. 원심분리(12000g, 4℃, 30분) 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ice-cold 70% ethanol 1ml로 씻어준 후 RNA storage solution 6μl 

로 녹였다. 모든 시약은 MicroPoly(A) PuristTM Kit 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나. Double-stranded cDNA 합성  

지방세포로부터 분리한 poly A+ RNA 1μg을 MatchmakerTM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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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 screening kits(Clontech, USA) 이용하여 double-

stranded(ds) cDNA를 합성하였다. Poly A+ RNA 1μg, oligo(dT)-CDS 

III 프라이머 5’-ATTCTAGAGGCCGAGGCGGCCGACATG-d(T)30VN-3’ 1μl 

(10μM), 증류수 1.3μl를 섞어 2분 동안 72℃에 두었다가 ice에서 

2분간 유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5×First-strand buffer 2.0μl, 

DTT(20mM) 1.0μl, dNTP Mix(10mM) 1.0μl, MMLV Reverse 

transcriptase 1.0μl를 넣어 섞은 뒤 42℃에서 10분 동안 

유지하였다. SMATR III oligonucleotide 5’-AAGCAGTGGTATCAACGCAG 

AGTGGCCATTATG GCCGGG-3’ 1.0μl(10μM)을 넣고 42℃에서 1시간을 

유지한 뒤, 75℃에 10분 동안 두어 첫 번째 strand 합성이 끝나 

도록 하였다. 상온으로 식힌 후 RNase H 1.0μl를 첨가하였고 

37℃에서 20분을 유지함으로 첫 번째 strand cDNA를 완성하였다. 

이것을 주형으로 하여 PCR 함으로써 두 번째 strand를 합성하여 

cDNA를 완성하였다. 첫 번째 strand 2.0μl, 5’ PCR 프라이머 5’-

TTCCACCCAAGCAGTGGTATCAACGCAGAGTGG-3’ 2.0μl, 3’ PCR 프라이머 5’-

GTATCGATGCCCACCCTCTAGAGGCCGAGGCGGCCGACA-3’ 2.0μl, 10×GC-Melt 

solution 10μl, 10×Advantage 2 PCR buffer 10μl, 50×dNTP Mix 

2.0μl, 50× Advantage 2 polymerase mix 2.0μl, 증류수 70μl를 

섞은 뒤 PCR (95℃-30sec/ 95℃-10sec, 68℃-6min <30cycles>/ 

68℃-5min) 하여 ds cDNA를 합성하였다. PCR product를 CHROMA 

SPINTM TE-400(Clontech, USA) 컬럼으로 정제하여 20μl의 ds 

cDNA을 얻었다. 이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MatchmakerTM 

library construction & screening kits)와 Advantage® 2 PCR 

Kit(Clontech, USA)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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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brary screening 

가.  Co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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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μg, pGBKT7-lipin1β C-terminus 5μg, Herring Testes Carrier 

DNA 20μl, AH109 yeast competent 세포 600μ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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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액을 원심분리(700g, 5분)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0.9% NaCl 

용액 3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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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t 세포[AH09]는 SD/-TRP agar plate에서 자란 colony 중 

하나를 SD/-TRP 배지 5ml에 접종한 후 하루 동안 배양하였다(30℃, 

200rpm). 배양액을 SD/-TRP 배지 45ml에 접종하여 OD600 가 0.8 

(∼1×109 cells)이 되도록 배양하였다(30℃, 200rpm). 원심분 

리(600g, 5분) 하여 상층액은 제거하고 SD/-TRP 배지 5ml로 

부유시켰다. 골격근 library 세포[Y187](Clontech, USA) 1ml(≥ 

2×107 cells)을 상온에서 녹여 2L 플라스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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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μg/ml) 5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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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시켜 SD/-Ade/-His/-Leu/-Trp agar plate (15cm) 16개에 

300μl씩 도말하였다. 30℃ 항온 배양기에서 2주 동안 배양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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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였다. 

나. PCR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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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였다.  

다. 플라스미드 분석  

플라스미드와 PCR product를 프라이머 5’-TACCACTACAATGGATGATG-

3’로 sequencing 하여 blast search (http://blast.ncbi.nlm. nih. 

gov/ Blast.cgi)를 하였다. 

 

7. 상호작용 재확인 

가.  Cotransformation in yeast 세포  

상호작용을 보였던 플라스미드 0.25μg, pGBKT7-lipin1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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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ent 세포 50μl, PEG/LiAc용액 500μl을 섞어 형질전환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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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SD/-Ade/-His/-Leu/-Trp/X-α-Gal agar plate에 streaking 하 

였다. 30℃ 항온 배양기에서 1주일 동안 배양하였다. 

나. Co-immunoprecipitation in 동물세포 

NIH 3T3 세포에 pSG5-Flag-lipin1β C-terminus와 pSG5-HA-PCBP1, 

UBC9를 과발현시켰다. 과발현시킨 세포는 이틀 동안 37℃ 항온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Phosphate-buffered saline(PBS)(Invitr- 

ogen, USA) 5ml로 2번 씻어주고 나서 lysis buffer(50mM Tris(pH 

7.4), 150mM NaCl, 0.3% Nonidet P-40, 0.2% Triton X-100, 1mM 

sodium orthovanadate, 1mM phenyl methylsulfonyl fluoride, 1mM 

DTT, protease inhibitors)로 용해시킨 후 원심분리(13,000 rpm, 

4℃, 10분)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세포 용해물 중에 20μg은 

input으로 사용하였고, 800μg은 co-immunoprecipitation을 시행 

하였다. 세포 용해물 800μg에 50 % slurry of G plus/protein A-

agarose(SantaCruz Biotechnology, USA) 20μl를 넣어 4℃를 

유지하면서 2시간 동안 회전시켰다. 원심분리(1200g, 4℃, 1분)를 

통해 얻은 상층액을 새 튜브에 옮겨준 뒤 HA항체는 20μl, lipinβ 

C-terminus의 antisera(실험실 제작)는 2μl를 첨가하여 4℃를 

유지하면서 24시간 동안 회전시켰다. G plus/protein A-agarose 

bead 40μl를 첨가하여 4℃를 유지하면서 2시간 동안 회전시킨 후 

원심분리(1200g, 4℃, 1분)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PBS 1ml로 

3번 씻어준 후 electrophoresis sample buffer를 넣고 3분 동안 

끓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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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stern blot analysis 

Immunoprecipitation을 시행한 단백질 20μl와 input 단백질 20 

μg을 12% SDS-polyacrylamide gel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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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mouse monoclonal antibody 

(Sigma, USA) 또는 anti-HA mouse monoclonal antibody (Santa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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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seradish peroxidase(Pierce, 31430)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발현량과 상호작용은 The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system(Pierc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In vitro와 in 

vivo 상에서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일차 항체로는 anti-

Myc mouse monoclonal antibody (SantaCruz Biotechnology, sc-

40)을 사용하였고, 이차 항체로는 anti-mouse IgG horseradish 

peroxidase (Pierce, 31430)를 사용하였다.  

 

 

 

 

 

 

 

 - 26 -



III. 결 과 

 

1. Library screening에 사용할 플라스미드와 bait 세포 완성. 

 Bait로 사용하기 위하여 lipin1β의 N-terminus(1-441)와 C-

terminus(425-926)에 해당하는 cDNA를 pGBKT7(그림 2)에 삽입 

하여 pGBKT7-lipin1β N-terminus와 pGBKT7-lipin1β C-

terminus를 제작하였다. 이 플라스미드들을 AH109 competent 

yeas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bait 세포를 만들고자 하였다. Yeast 

bait 세포에서 Gal4 융합 단백질이 ADH1 promoter에 의해 잘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yeast colony들을 배양하였고 

배양된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여 Gal4 DBD 융합 단백질을 

검출 하였다(그림 3). Gal4 DBD와 lipin1β 조각 부위 사이에 T7 

promoter가 존재하는데(그림 2), 이를 이용하여 TNT T7 Quick 

Master로 단백질을 합성한 결과 그림 3-가와 나의 1번 lane과 

같이 예상된 lipin1β의 N-terminus 부위(60KDa)와 C-terminus 

부위(55KDa)가 합성되었다. Yeast에서 발현시킨 결과 모든 colony 

들에서 Gal4 DBD(20KDa)가 결합되어 크기가 증가된 단백질대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실험으로서 플라스미드가 yeast 세포 내에서 

Gal4 융합 단백질을 잘 발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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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GBKT7 expression vector에서 in vivo와 in vitro 시작 

부분. In vitro에서 단백질 발현은 T7 promoter를 이용하고 in 
vivo에서 단백질 발현은 앞쪽으로 441개의 염기가 떨어져있는 

부분에서 시작된다. 

 

 

그림 3. In vitro와 in vivo에서 pGBKT7-lipin1β N-terminus(가)와 

pGBKT7-lipin1β C-terminus(나)의 단백질 발현 확인. In vitro에서 

단백질은 TNT T7 Quick Master Mix로 발현시켜 western blot을 

시행하였고 c-Myc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하였다. In vivo에서는 N-

terminus와 C-terminus을 각각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SD/-Trp agar plate에 도말하였다. 자란 colony들 중 

5개를 선택하여 단백질을 추출한 후 western blot을 시행하였고 c-

Myc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하였다. 

 

 - 28 -



Bait 세포를 histidine이 빠진 배지에서 배양한 결과, lipin1β의 

N-terminus 부위를 발현하는 bait 세포는 histidine이 없는 배지에 

서도 잘 자라서 colony를 형성하였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N-

terminus에 표지 유전자들(marker genes)을 활성 시킬 수 있는 

activation domain(AD)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lipin1β의 N-terminus 부위는 bait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C-terminus만을 가지고 yeast two-hybrid 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림 4. Lipin1β N-terminus의 activation 기능. pGBKT7-lipin1β C-

terminus와 pGBKT7-lipin1β N-terminus를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SD/-His/-Trp agar plate에 도말하였고 30℃ 

항온 배양기에서 4일 동안 배양하였다. 
 

2. Library screening 결과 분명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colony 분석. 

 지방세포 cDNA library는 현재 시판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지방세포에서 얻은 

total RNA에서 oligo(dT) cellulose를 이용하여 poly A+ RNA를 분리 

하였고 SMART(Switching Mechanism at 5’ end of RNA Transcript)20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double-stranded cDNA를 제작하였다(그림 5). 

이 cDNA를 activation domain(AD) 융합 vector인 pGADT7-Re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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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는 SmaI 처리되어 선형화 되어있음)와 bait 플라스미드를 

함께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SD/-Ade/-His/-

Leu/-Trp agar plate에 도말하였고 colony가 보일 때까지 30℃에서 

배양하였다. 

 

그림 5. 지방세포 cDNA 전기영동 사진. 지방세포로부터 분리한 

poly A+ RNA를 이용하여 합성한 ds cDNA를 1.2%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였다. 첫 번째 lane은 ds cDNA 합성 시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인간 태반의 cDNA 전기영동 결과이고 두 번째 

lane은 지방세포의 cDNA 전기영동 결과이다. 

 

자란 콜로니 49개를 SD/-Ade/-His/-Leu/-Trp 배지에서 배양하여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였고 cDNA 부위를 PCR하여 그 크기를 확인 

하였다(그림 6-가). 골격근 library는 Clontech사의 yeast library 

세포를 구입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bait 세포와 

mating 시켜 SD/-Ade/-His/-Leu/-Trp agar plate에 도말하여 

colony가 보일 때까지 30℃에서 배양하였다. 자라난 colony 62개를 

SD/-Ade/-His/-Leu/-Trp 배지에서 배양하여 플라스미드를 분리 

하였고 cDNA 부위를 PCR하여 그 크기를 결정하였다(그림 6-나). 

전기 영동 결과 insert의 크기가 0.4kb~3.0kb 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었고 PCR이 되지 않는 플라스미드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 

세포 cDNA library의 경우는 한 colony에 2종류 이상의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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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골격근 library의 경우는 한 

colony에 한 종류의 플라스미드만 들어가 있었다. 이것은 library 

screening시 사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선별된 yeast 세포에서 분리된 플라스미드 내 cDNA의 크기 

결정. Yeast 세포에서 분리한 플라스미드에서 cDNA 부분을 PCR하여 

0.8%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였다. (가) 지방세포 (나) 골격근. 

 

Yeast에서 분리한 플라스미드를 bacteria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다시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플라스미드에서 PCR을 해본 

결과 PCR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그림 7-가의 Y1 플라스미드) 

PCR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종류 이상의 플라스미드가 

들어있었던 경우에는 각 종류의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여 얻을 수 

있었다(그림 7-가의 Y3과Y4 플리스미드). 골격근은 library의 

yeast 세포에서 분리한 플라스미드와 같은 결과였다(그림 7-나). 

이렇게 분리한 플라스미드는 지방세포가 72개였고 골격근은 56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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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acteria 세포에서 분리된 플라스미드 내 cDNA 크기. 

Bacteria 세포에서 분리한 플라스미드에서 cDNA 부분을 PCR하여 

0.8%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하였다. Y1~Y9는 yeast 세포에서 

이고 숫자는 bacteria 세포에서 이다. (가) 지방세포 (나) 골격근 

 

3. Yeast 세포에서 bait와 분명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플라스미드의 

상호작용을 재확인. 

 Bacteria 세포에서 분리하여 얻은 지방세포의 플라스미드 72개와 

골격근의 플라스미드 56개를 pGBKT7-lipin1β C-terminus와 함께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SD/-Ade/-His/-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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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X-α-Gal agar plate에 streaking 하였고 파란색 colony가 

자랄 때까지 관찰하였다. 지방세포는 72개 중 16개가 분명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16개 중 3개의 플라스미드에서 colony가 빨리 

자랐고 진한 파란색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pGBKT7-

lipin1β C-terminus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강함을 예측하게 하였다. 

골격근은 56개 중 1개만이 분명한 상호작용을 보였다(그림 8). 

 

 

 

 

그림 8. Yeast 세포에서 상호작용 재확인. Bacteria 세포에서 

분리한 플라스미드와 pGBKT7-lipin1β C-terminus 를 함께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 형질전환하여 X-α-Gal 이 포함된 SD/-Ade/ 

-His/-Leu/-Trp agar plate 에 streaking 하였다. X-α-Gal 은 표지 

유전자 중 MEL1 유전자의 발현으로 만들어지는 α-galactosidas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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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면 colony 가 파란색을 나타낸다. (가) 지방세포 (나) 골격근. 

상호작용을 보이는 플라스미드 중 대표적인 것만 제시하였다. 

 

4. Sequencing 결과와 blast를 통한 분석 결과. 

Yeast에서 상호작용을 보이는 플라스미드는 sequencing을 하였고 

blast search를 통하여 어떤 유전자인지 확인하였다. 지방세포 

에서 8개는 Homeo-domain interacting protein kinase 2(HIPK2), 

3개는 Poly(C)-binding protein 1(PCBP1), 3개는 Ubiquitin-

conjugating enzyme E2I(UBC9 homolog, yeast)였으며 2개는 

sequencing이 되지 않았다. 그림 8-가 에서 제시한 결과는 ①은 

UBC9 ②는 HIPK2 ③은 PCBP1 였다. 골격근에서는 단 하나만이 

상호작용을 보였고 sequencing결과 enolase 3(그림 8-나의 ④)임을 

알 수 있었다. 

 

5. 동물세포에서 상호작용 재확인. 

Yeast에서 확인한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을 동물세포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NIH 3T3 세포에  FLAG-lipin1β C-terminus, HA-PCBP1, 

HA-UBC9을 각각 또는 같이 과발현시켜 48시간이 지나 lysate를 

만들었고 lipin1β C-terminus의 antisera와 anti-HA 항체로 immu- 

noprecipitation을 시행하여 western blot을 하였다. 그 결과 각 

각의 유전자가 lipin1β C-terminus와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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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물세포에서 lipin1β C-terminus와의 상호작용을 재확인. 

NIH3T3 세포에 플라스미드를 과발현시켜서 lipin1β C-terminus의 

antisera와 anti-HA로 immunoprecipitation을 하여 각각 anti-HA와 

anti-FLAG로 immunoblot을 하였다. Control로는 pSG5-KHA2M1과 

pSG5-KF2M1를 사용하였고 각 그림의 왼쪽은 input이며 오른쪽은 

immunoprecipitation를 시행한 것이다. (가) Lipin1β C-terminus 

와 PCBP1 (나) Lipin1β C-terminus와 UB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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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lipin1β C-terminus 와 상호작용 하는 단백질을 

알아 보고자 yeast two-hybrid 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PCBP1, UBC9, 

HIPK2, enolase 3 가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8). 또한 

동물세포에서 co-immunoprecipitation 을 통하여 PCBP1, UBC9 이 

lipin1β C-terminus 와 상호작용함을 확인 하였다(그림 9).  

The SUMO E2 ubiquitin-conjugating enzyme 9(UBC9)은 small 

ubiquitin-related modifier(SUMO) 단백질들이 기질 단백질을 

sumoylation 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이다21. Sumoylation은 

인산화, 아세틸화, 메틸화 등과 함께 번역 후 단계에서 단백질에 

변형을 일으켜 세포 내 여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Sumoylation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구체 상태로 있던 SUMO단백질이 E1-activating 

enzyme에 의해서 가수분해 되어 활성화 된다. 이것은 SUMO C-

terminus의 glycine 부분에서 일어나며 ATP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활성된 SUMO 단백질은 E2-conjugating enzyme인 

UBC9 에 이전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활성된 SUMO-UBC9 결합체로 

부터 기질 단백질의 ψ-K-X-D/E(ψ는 소수성 잔기, K는 lysine 

잔기, X는 모든 잔기, D/E는 glutamic acid또는 aspartic 

acid잔기)부위의 lysine 잔기로 SUMO가 옮겨지며 22, 여기에는 SUMO 

E3-ligating 효소가 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sumoylation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23, nuclear localization24, 

단백질과 DNA의 상호작용25, 26을 조절하며 ubiquitination의 

antagonist등의 역할을 한다27. 또한 Sp3, c-Jun, c-Myb, A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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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ng enhancer-binding protein-2)와 같은 전사인자들의 

활성을 억제한다28-31. 최근에는 UBC9 이 이전의 보고와는 다르게 

전사 활성자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UBC9 이 전사 억제 

자로 작용할 때는 sumoylation과정을 거치지만 활성자로 작용할 

때는 sumoylation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전사 활성을 증대시킨다. 그 예로UBC9 은 androgen 수용체, 

mineralocorticoid 수용체와 같은 핵 수용체의 coactivator들과 

상호작용하여 핵 수용체의 전사 활성을 더 증대 시킨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21. Lipin1β의 C-terminus(425-926)에는 sumoylation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아미노산 601 번(IKEE), 631 번 

(VKHE), 860 번(PKGE)에 있다. 이것은 UBC9 과 lipin1β C-

terminus의 상호작용에 의해 sumolyation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며, 더 나아가 이것이 adipogenesi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UBC9 에 

생식계열(germline) 상에서 변형을 일으켰을 때 배아 초기 단계 

에서 세포의 핵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보고32와 lipin의 

yeast homologue인 Smp2 가 분화와 세포 분열 주기 동안 인지질 

생합성을 조절함으로 핵막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33를 

근거로 유핵세포의 핵 구조 형성에 공통적으로 관여할 것이라 

의심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oly(C)-binding proteins(PCBPs)은 polycytosine(poly(C))을 가 

지고 있는 RNA와 결합하는 단백질로서 생체 내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존재하는데, 즉 heterogeneous 

ribonucleoprotein(hnRNP) K/J와 alpha-complex 단백질들(α-CP) 

이다34. 이 중 Lipin1β C-terminus와 강한 단백질-단백질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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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나타내는 단백질로서 α-CP의 하나인 PCBP1을 발견하였다 

(그림 10). PCBP1 은 RNA와 결합할 수 있는 KH 부분과 nuclear 

localization signal을 가지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intron을 가지지 

않는다. 이 단백질은 주로 전사 활성자로 알려져 있다35, 36. PCBP1은 

전사, 번역, 유전자 접합(splicing) 과정에 영향을 주는데 p21-

activated kinase 1(PAK1)이 상위단계로 관여한다. PAK1은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로서, 활성화된 Rac1과 Cdc42에 

의해 활성된다37. 인산화 되지 않은 형태의 PCBP1은 세포질에서 

mRNA와 결합하여 단백질 번역을 억제한다. 그러나 PAK1에 의해 

인산화 되면 RNA-binding 능력을 잃게 되며, 아울러 핵으로의 

이동이 일어난다. 인산화 된 PCBP1은 핵 내에서 eIF4E 유전자의 

promoter에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RNA 

splicing에 관여하고 있는 단백질인 Caper α와 결합하여 splicing 

을 조절 한다38. 본 연구에서 lipin1의 C-terminus 부위가 PCBP1과 

강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이 있음을 밝히었으며, 앞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생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Homeodomain-interacting protein kinase(HIPK) 2는 proline-

directed serine/threonins kinases의 하나인 HIPK의 구성원이다39. 

이 단백질은 주로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하나는 세포의 분열과 

사멸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자로 작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사과정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을 인산화시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HIPK2는 DNA-damaging agent나 morphogenic 

자극에 의해서 활성되어, 발생과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및 세포 

사멸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한다40. DNA damage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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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K2를 활성시켜 p53를 인산화시키며, 이는 p53과 MDM2와의 

결합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p53을 증가시켜 활성화함 으로서 

apoptosis를 일으킨다41. HIPK2은 HIF1α의 promoter에서 histone 

deacetylase(HDAC) 1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HIF1α 발현을 억제 

한다고 보고되었고 42,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HIPK2는 hypoxia 

상태에서 ubiquitin E3 ligase인 Siah243와 상호작용하여 poly- 

ubiquitylation 되어 proteasomal degradation을 일으키게 됨으로 

서 HIF1α 발현 억제가 풀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외부 신호에 반응하는 HIPK2와 lipin1과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생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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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Lipin1은 결함이 생겼을 때에 lipodystrophy를 일으키는 유전자 

이며 효소로써의 기능과 전사 활성자로써의 기능이 알려져 있다. 

Lipin1 구조 자체에는 DNA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다른 전사 인자들과 상호작용하여 간과 지방세포의 

항상성과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lipin1 

유전자는 분자적인 기능과 조절이 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로 미루어 보다 많은 종류의 단백질과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lipin1과 상호작용 하는 

단백질을 규명하고자 yeast two-hybrid를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lipin1β의 전체 길이를 N-terminus(1-441)와 C-terminus (425-

926)로 나누어서 시작하였으나 N-terminus에서는 다른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없이도 표지 유전자가 발현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C-

terminus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세포의 cDNA library 

를 얻고자 완전히 분화된 3T3-L1 세포에서 total RNA를 분리하였고 

oligo(dT) cellulose를 이용하여 poly(A)-rich RNA를 얻었다. 

SMART 방법을 이용하여 poly(A)-rich RNA로부터 double-stranded 

cDNA를 합성 하여, 지방세포 cDNA library로 사용하였다. AH109 

yeast competent 세포에서 단백질 간에 상호작용을 보이는 clone을 

49개 얻었으며, 이로부터 72개의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여 얻었다. 

X-α-Gal이 포함된 SD/-Ade/-His/-Leu/-Trp에서의 재선별 과정을 

거쳤을 때에는 분명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16개의 플라스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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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었고 sequencing 분석을 통하여 PCBP1, UBC9, HIPK2 세 

가지 유전자임을 알 수 있었다. 골격근은 library가 들어있는 

yeast 세포와 bait 세포을 mating시켜 screening 하였다. 그 결과 

56개의 플라스미드를 얻었으며 X-α-Gal이 포함된 SD/-Ade/-His/-

Leu/-Trp에서 분명한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은 1개였고 sequencing 

분석을 통하여 enolase 3임을 알 수 있었다. Yeast에서 보였던 

상호작용을 재확인 하고자 PCBP1, UBC9유전자를 과발현시 사용되는 

vector에 삽입하여 NIH 3T3 세포에서 확인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전사인자들 이외에 lipin1β C- 

terminus와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단백질을 밝히었으며, 앞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이 세포 내에서 어떠한 생리적인 작용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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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pin1 is identified as a causing gene in fld mice, having the fatty liver 

dystrophy gene through positional cloning. The lipin1 is reported to function 

as a phosphatidate phosphatase involved in glycerolipid biosynthesis and as a 

transcriptional co-activator regulating the expressions of the genes for lipid 

metabolic enzymes. Lipin1 gene is expressed at high levels in adipose tissue 

and induced during differentiation of 3T3-L1 preadipocytes. The expression 

of lipin1 mRNA in vivo is high in adipose, muscle and testis, but its specific 

role in these tissues is not well defined at present.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proteins interacting with lipin1, we screened the cDNA libraries of 3T3-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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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cytes and human skeletal muscle in yeast two hybrid systems, using C-

terminus of lipin1 gene as a bait. Finally, poly binding protein 1 (PCBP1), 

homeo-domain interacting protein kinase 2 (HIPK2), ubiquitin-conjugating 

enzyme 9 (UBC9), and enolase 3 were identified to interact with the C-

terminus of lipin1. We confirmed interaction between each protein and 

lipin1β C-terminus in yeast cells and mammalian cells by performing 

cotransformation and co-immunoprecipitation. The physiological meaning of 

their interactions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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