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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target reporter의 개발 및 특

성 규명

 특정 유전자의 생리적인 기능을 연구하는 기초연구나 유전자치료 같은 

응용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발하기 위

하여, 기존의 GAL4 DNA binding domain (DBD)을 이용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량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target 

reporter를 개발하 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이 개발 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유전자의 발현을 특정 ligand로 

조절하기 위해 prokaryote나 eukaryote에서 유래된 ligand binding 

domain (LBD)을 사용하며, activation domain (AD)으로 herpes simplex 

virus의 VP16 AD를 주로 사용한다. 새로이 개발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 artificial nuclear receptor는 yeast의 GAL4 DBD와 human 

progesterone/estrogen receptor LBD, SREBP1a의 AD를 사용하 다. 

Estrogen receptor LBD의 경우에 estrogen과 anti-estrogen인 4-OHT 

(hydroxytamoxifen)이 모두 결합하지만, human progesterone receptor 

LBD의 경우 C-terminal 말단의 892-933 아미노산을 제거하여 

progesterone과는 결합하지 않고 progesterone antagonist인 RU486 

(mifepristone)에만 특이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한 LBD를 사용하 다. 

Reporter gene은 GAL4 response element (RE)를 5번 반복한 부위와 

ACL minimal promoter -60/+67, luciferase gene을 연결하 다. 

 새로 개발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은 두 가지 개선점이 있었다. 

첫째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에 SREBP1a AD을 사용함으로써 유전

자발현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었고 둘째로, reporter gene의 

promoter인 minimal TATA-box를 ACL minimal promoter -60/+67로 

대체시키고, 여기에 SV40 enhancer를 연결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개량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은 

exogenous gene의 기능을 연구하는 기초연구나 유전자치료 같은 응용

연구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 inducible expression system, artificial nuclear receptor,  

 GAL4 DNA binding domain (DBD),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a (SREBP1a), activation domain (AD), ATP citrate-lyase      

 (ACL) minimal promoter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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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target reporter의 개발 및 

특성 규명

<지도교수 김경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종 민

                            Ⅰ. 서 론

 유전자의 발현을 정확히 조절하는 system은 특정 유전자의 생리적인 

기능을 연구하는 기초연구나 유전자치료에서 치료유전자의 발현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이 되어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system이 개발되어 왔다. 유핵세포의 유전자전사 (transcription)는 

다양한 호르몬, 환경적인 자극 등에 반응하여 특정 유전자의 promoter와 

regulatory region에 general transcription factor와 transcription activator가 

결합하여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1 

대부분 transcription activator는 특정유전자의 조절부위에 결합할 수 있

는 DNA binding domain (DBD)과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activation domain (AD)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3 최근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

하여 서로 다른 transcription factor에서 유래된 DBD와 AD를 결합하고 

특정한 화학물질에 의해 활성화되어지는 특징을 지닌 인공 전사인자를 

만들어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의 인공 전사인자의 DBD로는 동물세포의 endogenous gene의 발

현에 향을 줄 가능성이 적은 yeast나 무핵세포의 전사인자에서 유래

되는 DBD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중 GAL4 DBD와 LexA DBD가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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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용되고 있으며1,4-5, 또한 GCN4, Zif268 DBD를 변형시킨 DBD와 

zinc finger DBD 등이 이용되고 있다.6 Zinc finger DBD의 경우, zinc 

finger transcription factor DBD 내의 DNA 결합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을 변화시킬 경우, DBD가 인식하여 결합하는 염기배열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DBD를 제조하고 이들을 적

당한 배열로 결합시킴으로서 새로운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DBD를 개발

하여 endogenous gene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의 개발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2,7-13

 
이러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는 인공 전사인자가 특정한 화

학물질에 의해 활성화되게 하기위해 nuclear hormone receptor의 ligand 

binding domain (LBD)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nuclear hormone 

receptor들은 호르몬이 없을 때는 hsp90 같은 종류의 많은 inactivating 

factor와 결합되어 있다가 호르몬이 결합하면 inactivating complex로부

터 분리되고 dimer가 형성되어 DNA에 결합해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14 
Nuclear hormone receptor family에 속하는 human 

progesterone receptor의 LBD의 경우 C-terminal의 892-933 아미노산을 

제거한 부분의 domain은 특징적으로 생체 호르몬인 progesterone과는 

결합하지 않고 progesterone antagonist인 RU486 (mifepristone)에만 특

이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며 murine estrogen receptor의 

LBD의 경우 525번째 glycine을 arginine으로 치환시킬 경우 estrogen 

antagonist인 4-OHT (hydroxytamoxifen)과만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의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steroid receptor LBD가 주로 이용이 되고 있다.
1,10,15-18 

또한 isopropyl β

-D-thiogalactopyranoside (IPTG)를 inducer로 사용한 lac repressor 

/operator system19-20, tetracycline에 의한 조절 system인 tet repressor 

system21-22, rapamycin을 inducer로 사용하는 rapamycin inducible 

system
23-24
, heavy metal을 inducer로 사용하는 system

25 
등이 널리 이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GAL4 DBD를 이용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량하여 좀더 높은 transcription 활성을 가진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gene을 개발, 그 특성을 규명하

다. Yeast의 galactose와 melibiose의 catabolism에 필요한 gen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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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을 활성화시키는 GAL4 transcription factor는 동물세포에서

는 발견되지 않으며, GAL4에 의해 동물세포의 endogenous gene의 발현

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발

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이 system에서 activation domain으로 주로 

herpes simplex virus에서 유래된 VP16 protein이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

에서는 cholesterol과 fatty acid metabolism에 관련된 transcription 

factor family 중 하나인 SREBP1a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a)와 SREBP2의 AD를 이용하 고26, LBD로는 human mutant 

progesterone receptor LBD와 human estrogen receptor LBD를 이용하

다. 또한 reporter gene에서는 기존에 주로 이용된 promoter인 

minimal TATA-box 대신 citrate를 oxaloacetate와 acetyl-CoA로 

cleavage하는 반응을 촉진하는 하는 효소인 ATP citrate-lyase (ACL)의 

minimal promoter -60/+6727,28로 대체한 construct를 만들고 또한 이 

reporter gene에 SV40 enhancer를 연결한 construct를 만들어 기존에 개

발된 GAL4 DBD에 기초한 system보다 높은 transcriptional 활성을 지

닌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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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재료 및 방법

1. Artificial nuclear receptor 및 reporter gene construct 제조

 가. Artificial nuclear receptor construct 제조

   pFA-PR-SREBP1a를 만들기 위한 cloning vector로서 pFA-ELK1   

  (Stratagene, La Jolla, California, USA)을 사용하 다. 이 vector를    

  BamHI과 SacI 제한효소로 처리하여 ELK1 부위를 제거한 후 그 자리  

  에 pET-SREBP1a
28
에서 BamHI과 SacI으로 잘라낸 SREBP1a AD    

  (1-80 아미노산)를 ligation시켜 pCMV-GAL4AD를 완성하 다. PR   

  LBD 부분은 human progesterone receptor를 template로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얻어 냈다. Primer는 5'-AGC CAG  

  GGA TCC ACT TTT TCA CCA GGT CAA-3'과 5'-CAT TCA   

  GAA TTC ATG AAA GAG AAG GGG TTT-3'을 사용하 고, 밑  

  줄 친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든 BamHI과 EcoRI 인식부위이다.        

  pCMV-GAL4AD를 BamHI과 EcoRI으로 잘라 PR LBD 부분을       

  ligation 시켜 pFA-PR-SREBP1a를 완성시켰다.

   pFA-PR891-SREBP1a를 만들기 위해 pFA-PR-SREBP1a 제조와 동  

  일한 방법을 사용하 으며 PR891 LBD 부분은 human progesterone   

  receptor를 PCR로 증폭하여 얻어냈다. primer는 5'-AGC CAG GGA  

  TCC ACT TTT TCA CCA GGT CAA-3'과 5'-CTG GAT GAA   

  TTC ATT CAA GCA GTA CAG ATG-3'을 사용하 고, 밑줄 친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든 BamHI과 EcoRI 인식부위이다. 

   pFA-PR891-SREBP2를 만들기 위해 pFA-PR891-SREBP1a 제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하 으며 SREBP2 AD를 가진 pET-SREBP228를  

  site-directed mutagenesis로 BglII site를 생성시켰다. Primer는           

  5'-AGC GGA GCT GTG GAC AGA TCT GTG CAA CGG TCA      

  TTC-3'과 5'-GAA TGA CCG TTG CAC AGA TCT GTC CAC AGC  

  TCC GCT-3'을 사용하 으며, 밑줄 친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든 BglII 인  

  식부위이다. pCMV-GAL4AD를 EcoRI과 BglII로 잘라 SREBP1a A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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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한 후 pET-SREBP2에서 EcoRI과 BglII로 잘라낸 SREBP2 AD    

 (1-85 아미노산)를 ligation 시켜 pFA-PR891-SREBP2를 완성하 다.

  pFA-ER-SREBP1a와 pFA-ER-SREBP2를 만들기 위해  pFA-PR891-SREBP1a,  

 pFA-PR891-SREBP2의 제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 으며 ER LBD  

 부분은 human estrogen receptor를 template로 PCR을 이용하여 얻어  

 냈다. Primer는 5'-CCA AGC GGA TCC ATG ATC AAA CGC      

 TCT AAG-3'와 5'-GGA TGC GAA TTC ACG GCT AGT GGG    

 CGC ATG-3'을 사용하 고, 밑줄 친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든 BamHI  

 과 EcoRI 인식부위이다.

 

 나. Reporter gene construct 제조

  pGA-luciferase를 만들기 위해 pFR-luciferase (Stratagene)를         

 template로 GAL4 RE (17mer, 5'-CGG AGT ACT GTC CTC         

 CG-3')를 5번 반복한 부위를 PCR로 증폭한 후 pBluescript            

 (Stratagene)에 ligation 하 다. Primer는 5'-AGT CGC GGC CGC    

 GGT CGG AGT ACT-3'과 5'-AGT CGT CGA CGG TAC CAA     

 CAG TAC-3'을 사용하 고, 밑줄 친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든 NotI과  

 SalI 인식부위이다. 그 후 이 ligation된 vector를 XbaI, XhoI으로 잘라  

 낸 후 그 자리에 pACL6028을 NheI, SalI으로 잘라낸 ACL minimal     

 promoter -60/+67, luciferase, SV40 poly A가 연결된 구조를 ligation   

 시켜 pGA-luciferase를 완성하 다. pGE-luciferae를 만들기 위해      

 ACL minimal promoter인 -60/+67 염기서열이 cloning된 pACL60-Enh
28
를  

 NheI, SalI으로 잘라 ACL minimal promoter -60/+67, luciferase, SV40  

 poly A, SV40 enhancer를 pGA-luciferase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GAL4 RE의 3' 쪽에 연결하여 pGE-luciferase를 완성하 다.  

2. 유핵세포 내에서의 활성 측정 (Transient transfection assay)

 가. 세포배양

  ATCC에서 구입한 NIH 3T3 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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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unit/ml penicillin G-sodium, 100 ㎕/ml streptomycin sulfate 와   

 0.25 ㎕/ml amphotericin B가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Life Technologies, Inc., USA)에서 배양하 다.

 나. Transient transfection assay 및 활성 측정

 

  (1) Transient transfection

  

   NIH 3T3 세포를 2 X 10
5 
cells/35-mm dish의 density로 plating 하  

  고, 그 다음 날 transfection을 실시하 다. 35-mm dish 1 well당      

  100 ㎕의 DMEM (free FBS, antibiotics)과 Plus reagent (Life        

  Technologies, Inc.) 4 ㎕를 섞어 놓은 plasmid와 섞었다. 이 혼합물   

  을 상온에서 15분간 방치 시킨 후 다시 100 ㎕의 DMEM (free       

  FBS, antibiotics)에 Lipofectamine reagent (Life Technologies,        

  Inc.) 2 ㎕를 넣어 희석시킨 후 위의 혼합물을 섞고 상온에서 15분    

  간 방치하 다. 이 때 전날 미리 plating해 놓은 세포는 DMEM 배    

  지를 제거한 후 PBS 완충용액 2 ㎖로 1회 세척하고 800 ㎕의        

  DMEM (free FBS, antibiotics) 배지를 넣어 놓았다. 이 세포에 위    

  에 섞어 놓은 혼합물 200 ㎕를 분주하고 37℃, CO2 incubator에서 3   

  시간 배양 시켰다. Transfection한 배지를 모두 제거한 다음, 다시     

  새 DMEM 배지로 갈아주고, 24시간 배양시켰다. 24시간 후에 2 ㎕    

  의 progesterone, RU486, estrogen, 4-OHT (1mM/㎕) 등을 처리해    

  주거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시 새 DMEM 배지로 갈아주고,   

  24시간 배양하 다. 

  (2) Luciferase 활성측정

 

   (가) 세포 추출 용액의 준비

    세포가 들어있는 plate에서 배양액을 제거하고 2 ㎖의 PBS로 2회   

   세척 하 다. 각 plate에 200 ㎕의 reporter lysis buffer (Promega)를  

   가한 후, 세포를 어 세포를 회수하 다. 1분간 vortex하여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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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를 lysis시킨 후에 4℃에서 13,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세포 추출 용액을 얻었다. 세포 추출 용액 20  

   ㎕는 β-galactosidase 활성을 측정하 고, 5 ㎕는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하 다.

   (나) β-galactosidase 활성 측정

    β-galactosidase 활성 측정은 세포 추출 용액 20 ㎕에 4 ㎎의       

   O-nitrophenyl-β-D-galatopytanoside (ONPG)와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8, 1 ㎖)를 섞은 용액 44 ㎕와 2 ㎕의 100x   

   Mg용액 (0.1 M MgCl2, 4.5 M β-mercaptoethanol),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8) 134 ㎕를 넣고 37℃,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다) Luciferase 활성 측정

    Luciferase 활성은 Luciferase Assay System (Promeg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세포 추출 용액 5 ㎕에 50 ㎕의 Luciferase Assay       

   Substrate를 넣고 luminometer에서 luciferase에 의한 substrate분해  

   정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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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 과

1. GAL4-PR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의 변형에 따른 transcription 활성 측정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GAL4 DBD를 이용한 inducible expression을 개

량, 발전시키기 위해 artificial nuclear receptor에 cholesterol과 fatty 

acid metabolism에 관련된 transcription factor family 중 하나인 

SREBP1a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a)의 AD를 사용

하 다. Artificial nuclear receptor pFA-PR-SREBP1a의 경우 그림 1A

와 같이 GAL4의 DBD와 human progesterone receptor LBD,  

SREBP1a의 AD (1-80 아미노산)를 연결시켰다. pFA-PR891-SREBP1a

의 경우 human progesterone receptor LBD의 C-terminal 말단의 

892-933 아미노산을 제거하여 progesterone과는 결합하지 않고 

progesterone antagonist인 RU486 (mifepristone)에만 특이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한 LBD (645-891 아미노산)를 연결시켰다. Reporter gene으로 

luciferase를 가지고 있는 pFR-luc는 GAL4 RE가 5번 반복된 부위와 

promoter로 minimal TATA-box를 가지고 있다 (그림1A). 먼저, 

C-terminal 말단을 제거한 mutant PR891 LBD를 가진 nuclear receptor

가 실제로 progesterone과는 반응하지 않고 RU486에만 특이적으로 반응

하여 특정 유전자발현을 조절 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NIH 

3T3 세포에 pFA-PR891-SREBP1a와 reporter gene construct인 

pFR-luc를 cotransfection하 다. 또한, C-terminal 말단을 제거하지 않

은 PR LBD를 가진 artificial nuclear receptor인 pFA-PR-SREBP1a와 

pFR-luc를 cotransfection하여 그 반응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림1B와 그림1C에서 보듯이 pFA-PR891-SREBP1a의 양을 0

에서 200ng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시켰을 때 progesterone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예상대로 luciferase gene의 발현은 거의 없었다. 하

지만 RU486을 처리한 경우, luciferase gene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PR LBD를 가진 pFA-PR-SREBP1a의 

경우 mutant progesterone LBD를 가진 pFA-PR891-SREBP1a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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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esterone에 반응성을 나타내므로 progesterone을 처리 했을 때 

luciferase gene의 발현증가를 보 다. 또한 RU486에도 반응성을 나타내

었다. 그림2A에서 보듯이 SREBP2 AD를 사용한 pFA-PR891-SREBP2 

artificial nuclear receptor를 이용하여 SREBP1a AD를 사용한 

pFA-PR891-SREBP1a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그 반응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2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U486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luciferase gene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그 발현정도는 SREBP1a 

AD를 이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SREBP1a AD가 SREBP2 AD보단 좀더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상의 결과로 SREBP1a AD를 이용하여 새롭게 개발되어진 

artificial nuclear receptor는 RU486에 반응하여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강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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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ogesterone        receptor        LBD를       이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의        transcription         활성      측정.          A,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construct

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pFA-PR-SREBP1a의 경우 GAL4의 DBD와 human 

progesterone receptor LBD, SREBP1a AD를 연결시켰다. pFA-PR891-SREBP1a의 

경우 human progesterone receptor LBD의 C-terminal의 892-933 아미노산을 제거

하여 progesterone과는 결합하지 않고 progesterone antagonist인 RU486 

(mifepristone)에만 특이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한 PR891 LBD를 연결시켰다. 

pFR-luc는 GAL4 response element (RE)를 5번 반복시키고, 3'쪽으로 TATA-box, 

luciferase gene, SV40 poly(A) 신호서열을 연결시켰다. B와 C, NIH 3T3 세포에 

pFR-luc을 0.6 ㎍, pCMV-β-gal을 0.2 ㎍ 넣고 pFA-PR-SREBP1a와 

pFA-PR891-SREBP1a의 양을 각각 0에서 200 ng까지 증가시키며 transfection 시켰

다. 24시간 후에 1µM의 progesterone (B) 혹은 RU486 (C)을 처리 또는 처리하지 
않고, 다시 24시간 후에 luciferase 활성과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Triplet 실험을 하 으며, 모든 그래프의 bar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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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Progesterone       receptor        LBD를       이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의 AD 변화에  따른 transcription  활성 측정. A,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construct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pFA-PR891-SREBP1a의 경우 GAL4의 

DBD와 mutant human progesterone receptor LBD (PR891 LBD), SREBP1a AD를 연

결시켰다. pFA-PR891-SREBP2의 경우 SREBP2 AD를 사용하 다. pFR-luc는 GAL4 

RE를 5번 반복시키고, 3'쪽으로 TATA-box , luciferase gene, SV40 poly(A) 신호서

열을 연결시켰다. B, NIH 3T3 세포에 pFR-luc을 0.6 ㎍, pCMV-β-gal을 0.2 ㎍ 넣고 

pFA-PR891-SREBP1a와 pFA-PR891-SREBP2의 양을 각각  0에서 200  ng까지 증가

시키며 transfection 시켰다. 24시간 후에 1 µM의 RU486을  처리, 또는 처리하지 않
고, 다시 24시간 후에 luciferase 활성과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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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L4-ER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의 변형에 따른 transcription 활성 측정

 Ligand binding domain으로 human estrogen receptor LBD를 이용한 

GAL4-ER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의 

AD 변화에 따른 transcription 활성을 측정하고자 그림3A와 같이 GAL4

의 DBD와 human estrogen receptor LBD (279-554 아미노산), 

SREBP1a의 AD (1-80 아미노산)를 연결시켰다. NIH 3T3 세포에 

pFA-ER-SREBP1a와 reporter gene construct인 pFR-luc를 cotransfection

하여 그 반응성을 측정했다. 그림3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FA-ER-SREBP1a의 양을 0에서 200 ng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estrogen을 처리해 주었을 경우 예상대로 luciferase gene의 발현이 현저

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Murine estrogen receptor의 ligand binding 

domain의 경우 estrogen과 estrogen antagonist인 4-OHT 

(hydroxytamoxifen)가 모두 결합하여 반응성을 나타내지만 estrogen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또한 murine estrogen 

receptor의 ligand binding domain의  525번째 glycine을 arginine으로 

치환시킬 경우 estrogen antagonist인 4-OHT (hydroxytamoxifen)와만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는 human estrogen receptor LBD를 사용하 고, 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estrogen뿐 아니라 antagonist인 4-OHT에도 반응

성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을 하 다. 그러한 예상을 확인하고자 마찬가지

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pFA-ER-SREBP1a와 reporter gene 

construct인 pFR-luc를 cotransfection 하 다. 그림3C에서 보듯이 

pFA-ER-SREBP1a의 양을 0에서 200 ng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4-OHT

를 처리해 주었을 때 estrogen 만큼의 활성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luciferase gene의 발현이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3A에서 보듯이 SREBP2 AD를 사용한 pFA-ER-SREBP2 artificial 

nuclear receptor를 이용하여 SREBP1a AD를 사용한 pFA-ER-SREBP1a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그 반응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3B와 그림

3C에서 보듯이 SREBP2 AD를 사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또한 

luciferase gene의 발현을 증가시켰는데, estrogen을 처리해 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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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현정도는 pFA-PR891-SREBP1a와 pFA-PR891-SREBP2의 반응성

을 비교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SREBP1a AD를 이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보다는 낮았는데, 이로서 SREBP1a AD가 SREBP2 AD보단 좀

더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4-OHT를 처리해 주었을 때는 pFA-ER-SREBP1a와 pFA-ER-SREBP2 

모두 거의 동일한 반응성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 GAL4-PR system과 

마찬가지로 GAL4-ER system에서 또한 SREBP1a AD를 이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는 estrogen, 4-OHT에 반응하여 특정 유전자

의 발현을 강하게 조절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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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strogen        receptor        LBD를       이용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의      

AD          변화에      따른     transcription        활성     측정.        A,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construct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pFA-ER-SREBP1a의 경우 GAL4의 DBD

와 human estrogen receptor LBD (ER LBD), SREBP1a AD를 연결시켰다. 

pFA-ER-SREBP2의 경우 SREBP2 AD를 사용하 다. B와C, NIH 3T3 세포에 

pFR-luc을 0.6 ㎍, pCMV-β-gal을 0.2 ㎍ 넣고 pFA-ER-SREBP1a와 pFA-ER-SREBP2

의 양을 각각 0에서 200 ng까지 증가시키며 transfection 시켰다. 24시간 후에 1 µM의 
estrogen (B) 혹은 4-OHT (hydroxytamoxifen) (C)을 처리, 또는 처리하지 않고, 다시 

24시간 후에 luciferase 활성과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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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486          또는         estrogen의             농도변화에           따른         transcription            활성 

                    측정

 pFA-PR891-SREBP1a artificial nuclear receptor를 이용하여 RU486의 

농도에 따른 luciferase gene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pFA-PR891-SREBP1a 

와 pFR-luc를 NIH 3T3 세포에 cotransfection하고, RU486의 양을 증가

시켜 luciferase gene의 발현양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luciferase gene

의 발현이 50nM에서 거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

며 그 이상의 양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다 (그림4A). 

pFA-ER-SREBP1a artificial nuclear receptor를 이용하여 estrogen의 농

도에 따른 luciferase gene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pFA-ER-SREBP1a 

와 pFR-luc를 NIH 3T3 세포에 cotransfection하고, estrogen의 양을 증

가시켜 luciferase gene의 발현양상을 측정하 다. 그 결과 luciferase 

gene의 발현이 50nM에서 거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그림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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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U486     또는    estrogen    농도변화에       따른     inducible         expression     system

의     transcription        활성     측정. A, NIH 3T3 세포에 pFR-luc을 0.6 ㎍, pCMV-β-gal

을 0.2 ㎍ 넣고 pFA-PR891-SREBP1a (A) 혹은 pFA-ER-SREBP1a (B)을 0.1㎍ 

transfection 시켰다. 24시간 후에 RU486 (A) 혹은 estrogen (B)의 양을 0-1 µM까지 
증가시키며 처리하고, 다시 24시간 후에 luciferase 활성과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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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porter gene construct의 변형에 따른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의 활성측정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의 변형뿐만

이 아니라 reporter gene construct에 변형을 주었을 때 transcription 활

성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그림5A에서 보듯이 reporter gene의 promoter

를 ACL 유전자의 promoter -60/+67로 대체한 pGA-luc, 여기에 SV40 

enhancer를 연결한 pGE-luc를 만들었다. ACL의 활성은 주로 fatty acid 

synthase와 acetyl-CoA carboxylase와 같은 lipogenic 효소들처럼 

insulin등에 의해 transcription level이 조절되어 지는데 SREBP1a나 

SREBP2를 과발현 시켰을 때 또한 활성이 증가된다. 하지만 ACL 유전

자의 -60/+67 부위는 대부분의 반응부위를 제거한 기초전사율이 낮은 

minimal promoter이다.
28 
먼저, 그림5B에서 보듯이 artificial nuclear 

receptor pFA-PR891-SREBP1a를 이용하여 RU486을 처리하거나 처리

하지 않았을 때 pFR-luc, pGA-luc, pGE-luc에 대한 luciferase 발현정도

를 비교해 보았다. pFA-PR891-SREBP1a의 양을 0에서 200 ng으로 증

가시키고 RU486을 처리해 주었을 때 reporter gene으로 pFR-luc를 사

용한 경우 기초전사율에 대한 활성증가도가 158배, 183배로 증가하 다. 

이는 기존의 GAL4-PR system의 induction ratio가 10배에서 50배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transcription 

활성을 갖춘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반면

에 pGA-luc와 pGE-luc를 사용한 경우 기초전사율의 증가로 발현 증가 

비율은 pFR-luc보다 적었지만, 절대적인 발현수치는 크게 증가하 다. 

다음으로, 그림 6A에서 보듯이 artificial nuclear receptor pFA-ER-SREBP1a

를 이용하여 estrogen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았을 때 pFR-luc, 

pGA-luc, pGE-luc에 대한 luciferase 발현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pFA-ER-SREBP1a의 양을 0에서 200 ng으로 증가시키고 estrogen을 처

리해 주었을때 reporter gene으로 pFR-luc를 사용한 경우 기초전사율에 

대한 활성증가도가 732배, 1009배로 증가하 다. 이 또한 기존의 

GAL4-ER system의 induction ratio가 100배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볼때 매우 높은 활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준다. 반면에, 

pFA-PR891-SREBP1a artificial nuclear receptor system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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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luc와 pGE-luc를 사용한 경우 기초전사율의 증가로 발현 증가 비

율은 pFR-luc보다 적었지만, 절대적인 발현수치는 크게 증가하 다. 이

상의 결과로 ACL minimal promoter -60/+67를 사용하고 또한 SV40 

enhancer를 결합시켜 reporter gene construct에 변형을 가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은 절대적인 transcription 활성을 매우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0

그림  5.    Reporter     gene     construct의    변형에     따른       RU486-inducible   

expression    system의     transcription     활성    측정. A,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gene construct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pFR-luc는 GAL4 RE를 5번 반복시

키고, 3'쪽으로 TATA-box , luciferase gene, SV40 poly(A) 신호서열을 연결시켰다. 

pGA-luc의 경우 GAL4 RE를 5번 반복시키고, 3'쪽으로 ACL minimal promoter 

-60/+67, luciferase gene, SV40 poly(A) 신호서열을 연결시켰다. pGE-luc의 경우 

pGA-luc와 동일하며 SV40 enhancer를 추가하 다. B, NIH 3T3 세포에 pFR-luc 혹

은 pGA-luc 혹은 pGE-luc 0.6 ㎍, pCMV-β-gal을 0.2 ㎍ 넣고 pFA-PR891-SREBP1a

의 양을 0에서 200 ng까지 증가시키며 transfection 시켰다. 24시간 후에 1µM의 
RU486을 처리, 또는 처리하지 않고, 다시 24시간 후에 luciferase 활성과 β

-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그래프 위의 숫자는 fold를 의미한다. 



21

그림 6.     Reporter      gene    construct의        변형에         따른         estrogen-inducible       

expression           system의         transcription         활성      측정.         A,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gene construct의 구조. B, NIH 3T3 세포에 pFR-luc 혹은 pGA-luc 혹은 

pGE-luc 0.6 ㎍, pCMV-β-gal을 0.2 ㎍ 넣고 pFA-ER-SREBP1a의 양을 0에서 200 

ng까지 증가시키며 transfection 시켰다. 24시간 후에 1 µM의 estrogen을 처리, 또는 
처리하지 않고, 다시 24시간 후에 luciferase 활성과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그래프 위의 숫자는 fold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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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고 찰

 유전자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은 exogenous gene의 기능을 분석하거나 gene 

disruption 연구 같은 기초연구뿐 아니라 유전자치료와 같은 응용연구의 

유용한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progesterone/estrogen 

antagonist inducible system, lac repressor/operator system, tet 

repressor system, rapamycin-inducible system, heavy metal을 inducer

로 사용하는 system등 많은 종류의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이 개발

되어 왔다.
1,10,15-25

 Progesterone/estrogen antagonist inducible system의 

경우 GAL4-PR, GAL4-ER system으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 yeast 

GAL4 DBD에 변형된 progesterone/estrogen receptor LBD, 그리고 AD

로 herpes simplex virus의 VP16 AD를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Yeast GAL4는 galactose나 melibiose의 catabolism에 관여하는 유전자

들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activator로서 특이적으로 GAL upstream 

activating sequence (UASG)에 결합하여 인접한 GAL1과 GAL10 gene

의 전사를 활성화 시킨다. GAL4의 구성은 DBD, linker region, 

dimerization domain (DD), AD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BD는 1-65 

아미노산으로 아미노 말단에 존재하며, 두개의 Zn2+와 여섯 개의 

cysteine residue로 구성된 bimetal-thiolate cluster형태로 존재한다. 또

한 50-64번째의 14개 아미노산은 DD부위로 α−helix형태로 dimer를 이
뤄 평행의 coiled-coil 상태로 존재한다. DBD와 DD를 연결하는 부위인 

41-49 아미노산의 linker가 존재한다. 65-100사이의 아미노산부위 역시 

dimer 결합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4 
GAL4 DBD는 동물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GAL4에 의해 동물세포의 endogenous gene의 발현을 

활성화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핵세포의 전사를 조절하는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GAL4-PR system에 사용되는 LBD인 progesterone receptor LBD의 

경우 C-terminal의 892-933 아미노산을 제거한 mutant receptor LBD는 

특징적으로 생체 호르몬인 progesterone과는 결합하지 않고 progesterone 

antagonist인 RU486 (mifepristone)에만 특이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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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mutant PR LBD인 PR891 LBD를 주로 사용한다. GAL4 

DBD와 PR891 LBD, VP16 AD를 연결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를 

이용한 system은 transient transfection assay를 통한 실험에서 RU486

에 반응하여 GAL4 RE를 가진 target gene을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Transient transfection assay에서 약 50배 정도의 

induction, stably transfected rat fibroblast cell line에서는 10-20배정도

의 induction을 관찰할 수 있었다. Reporter gene 발현은 RU486 처리 후 

2시간 내에 detect할 수 있었으며 약 10시간정도에 최대치에 달했다. 

GAL4-PR을 이용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가진 stable cell 

line을 rats의 근육내로 이식한 후 RU486을 구강투여 했을 경우 10배 이

상의 target gene induction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 system을 

in vivo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RU486의 투여량은 

progesterone action을 방해하는 level 보다 낮기 때문에 동물실험에서 

유독한 작용을 나타내지는 않았다.1 이 system은 원하는 유전자를 빠른 

시간 내에 발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induction 

ratio를 가지기 때문에 응용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GAL4-ER system에 사용되는 murine estrogen receptor의 LBD는 525

번째 glycine을 arginine으로 치환시킬 경우 estrogen antagonist인 

4-OHT (hydroxytamoxifen)과만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 초기

의 연구에서 GAL4 DBD와 변형을 가하지 않은 ER LBD, VP16 AD를 

연결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를 이용한 system은 낮은 기초전사율과 

1-2시간 내에 약 100배에 달하는 높은 induction ratio 등을 보 지만
5
, 

consensus estrogen response element와 유사한 sequence element를 가

진 endogenous gene 또한 estrogen 처리에 반응하여 조절 된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다. 변형을 가한 estrogen receptor LBD를 이용한 system

은 유전자의 발현이 3-4일 정도로 오래 걸리고, 유전자 발현을 위한 처

리에 사용되는 4-OHT가 높은 농도일 때 세포에 유독하기 때문에 이 또

한 응용연구에 이용하기에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30
 또한, GAL4-PR/ER 

system에 사용되는 인공전사인자의 AD는 주로 herpes simplex virus 

VP16 protein을 사용하는데 이 VP16 protein은 human에 immune 

response를 일으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진다. 게다가, 높은 수준의 

VP16 AD의 발현은 세포에 유독하다는 보고가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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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GAL4 DBD를 이용한 GAL4-PR/ER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량하여 새로운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gene을 개발, 그 특성을 규명하 다. Artificial 

nuclear receptor의 AD로 세포에 부작용을 줄이고 그 활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SREBP1a AD를 사용하 는데, SREBP들은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 farnesyl-pyrophosphate synthase, squalene 

synthase, fatty acid synthase, acetyl-CoA carboxylase 등과 같은 

cholesterol과 fatty acid 합성에 관여된 많은 유전자들의 전사를 활성화 

시키며, basic/helix-loop-helix class에 속하는 transcription factor이다. 

SREBP들은 세 종류의 isoform이 존재하는데, SREBP1a와 SREBP1c는 

다른 transcription start site를 이용하여 같은 유전자에서 전사되며, 

SREBP2는 다른 독립된 유전자에서 전사된다.
32 
SREBP1a의 아미노말단

의 acidic domain은 CBP (CREB-binding potein), p300 (CBP-related 

protein)과 같은 coactivator와 특이하게 결합하며, 또한 16개 이상의 

cofactor들의 complex로 이루어진 activator-recruited coactivator 

complex (ARC)와도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매우 강하게 전사를 활성화시

키는 activation domain으로 알려져 있다.
33,34

 GAL4-PR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의 activation domain에 SREBP1a AD와 SREBP2 AD를 각각 사용하여 

transcription 활성을 측정하 는데, pFA-PR891-SREBP1a, pFA-PR891-SREBP2 

모두 RU486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 시켰으며, 

SREBP1a AD를 사용하 을 경우가 SREBP2 AD를 사용한 경우보다 좀 

더 높은 활성을 보 다. RU486을 처리 하 을 때, 기초전사율에 대한 

활성증가도는 158-183배로 증가 하 는데, 이는 기존의 GAL4-PR 

system의 induction ratio가 10배에서 50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것과 비교해 볼 때 AD의 변화로 인해 매우 높은 transcription 활성

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AL4-ER inducible 

expression system에서 또한 SREBP1a AD와 SREBP2 AD를 각각 사용

하여 transcription 활성을 측정하 다. 이 system에서는 LBD로 human 

estrogen receptor LBD를 사용하 고 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estrogen의 antagonist인 4-OHT에도 반응성을 나타냈지만, estrogen을 

처리하 을 경우가 좀 더 높은 활성을 보 다. 또한 그 발현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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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PR891-SREBP1a와 pFA-PR891-SREBP2의 반응성을 비교한 결과

와 마찬가지로 SREBP1a AD를 이용한 경우가 SREBP2 AD를 사용했을 

때보다 좀더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strogen을 처리 하 을 때, 기초전사율에 대한 활성증가도가 732배, 

1009배로 증가하 는데, 이 또한 기존의 GAL4-ER system의 induction 

ratio가 100배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AD의 변화

로 인해 매우 높은 transcription 활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porter gene construct에 변형을 주었을 때 transcription 활성의 변

화를 비교해보기 위해 minimal TATA-box promoter대신, 기초전사율과 

SREBP1a와 SREBP2에 대한 반응부위가 제거된 minimal promoter인 

ACL minimal promoter -60/+67로 대체한 construct를 만들었고, 또한 

여기에 SV40 enhancer를 결합한 construct를 만들었다. GAL4-PR 

system, GAL4-ER system 각각을 RU486, estrogen을 처리 했을 때 기

초전사율의 증가로 인해 발현 증가비율은 minimal TATA-box를 사용 

했을 때 보다 적었지만 절대적인 발현수치는 매우 높게 증가 하 다. 

SV40 enhancer를 결합시킨 reporter gene construct의 경우 SV40 

enhancer를 추가하지 않은 construct보다 절대적 발현수치가 더 높았으

며, SV40 enhancer를 추가 혹은 추가하지 않은 construct 모두 

GAL4-PR system보단 GAL4-ER system에서 좀 더 높은 활성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 artificial nuclear receptor와 reporter gene construct의 

개량으로 기존에 개발된 inducible expression system보다 더 높은 활성

을 가진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발하 으며, 이 system은 유

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초연구와 유전자치료와 같은 응용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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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기존의 inducible expression system을 개량하여 좀더 높은 

transcription 활성을 가진 system을 개발하기 위하여 RU486에 의해 

reporter gene의 발현을 조절하는 yeast GAL4 DBD와 human mutant 

progesterone receptor LBD, SREBP1a AD를 연결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pFA-PR891-SREBP1a를 만들었으며 estrogen, 4-OHT에 의해 

조절하는 GAL4 DBD와 human estrogen receptor LBD, SREBP1a AD

를 연결한 artificial nuclear receptor pFA-ER-SREBP1a를 만들었다. 또

한 기존의 minimal TATA-box promoter 대신 ACL minimal promoter 

-60/+67을 이용한 pGA-luc reporter gene과 여기에 SV40 enhancer를 

추가한 pGE-luc reporter gene을 만들었다. 개량된 이러한 inducible 

expression system 각각은 기존의 system보다 reporter gene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유전자발현의 조절을 필요로 하는 기

초연구나 유전자치료와 같은 응용연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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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artificial nuclear receptor 
and target reporter 

Jong-Min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Sup Kim)

 To develop an inducible expression system for use in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we generated the artificial nuclear receptor and target 
reporter. A number of ligand-regulated artificial nuclear receptor have been 
generated by various means, using ligand binding domain (LBD) derived from 
either prokaryotes or eukaryotes, and activation domain (AD) derived from 
herpes simplex virus. In our inducible expression system, the artificial nuclear 
receptor contains the yeast GAL4 DNA binding domain, LBD of human 
progesterone/estrogen receptor and SREBP1a AD. The estrogen receptor LBD 
bind to estrogen and anti-estrogen (4-OHT). But progesterone receptor LBD 
specifically bind to anti-progesterone (mifepristone, RU486) instead of 
endogenous hormone. The target reporter construct contains the five copies of 
GAL4 responsive element, ACL minimal promoter -60/+67 and luciferase 
gene. In the presence of ligand, artificial nuclear receptor specifically activates 
the expression of luciferase gene. 
 Two major improvements of this system were made. First, artificial nuclear 
receptor GAL4-PR/ER was rendered more potent by fusing th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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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domain, SREBP1a AD. Second, target reporter gene expression was 
more increase by replaced minimal TATA box promoter with ACL minimal 
promoter -60/+67, and fusing the SV40 enhancer. This enhanced inducible 
expression system can restrict its specificity to the target gene, and enable to 
provide powerful tools that may be applied to the study of exogenous gene 
function and gene therap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inducible expression system, artificial nuclear receptor, GAL4 
DNA binding domain (DBD),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a 
(SREBP1a), activation domain (AD), ATP citrate-lyase (ACL) minimal 
promoter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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