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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결단백에 의한  

상피세포 내강막 수송단백의 기능 조절  

 
CFTR(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은 

c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이온 수송단백으로서 상피 내강의 중탄산염 

분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FTR의 카르복실기 말단은 PDZ(PSD-

95/discs large/ZO-1)부위를 갖는 여러 연결단백과 결합한다. 이러한 

결합으로 CFTR은 커다란 단백복합체를 형성하게 되어 자신의 Cl- 통로 

활성 및 음이온 교환단백 등의 다른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도 조절한다.  

연결단백은 신경세포에서 이온 수송단백이 밀집된 신경접합 후 말단에 

많이 존재하여 결합단백의 위치를 고정할 뿐 아니라 관련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조절에도 관여한다. 상피세포는 뇌세포처럼 극성을 띄고 있으며 

내강으로의 분비 조절에는 이온 수송단백의 조화된 작용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연결단백의 기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yeast two-hybrid 결과를 통해 CFTR이 Shank2 

연결단백과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밝혔다. Shank2 단백은 한 

개의 PDZ 부위, 한 개의 프롤린 다량함유부위 및 SAM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면역조직화학법을 통하여 Shank2 연결단백은 뇌세포의 접합 후 밀집 

부위 외에 췌장 관 구조 중 특히 CFTR이 위치하는 내강막에 주로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CFTR과 Shank2의 상호작용은 동물 

세포에서도 재현되었으며 둘 간의 상호작용은 Shank2의 PDZ부위를 통한 

것임을 Shank2의 PDZ부위의 돌연변이 유도로 확인하였다. Patch clamp 

실험과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 활성실험을 통하여 Shank2는 

CFTR의 Cl- 통로활성을 감소시키고,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 또한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세포표면단백 biotin 표지실험을 통하여 

세포막에 발현하는 CFTR 단백 양을 비교한 결과 Shank2가 오히려 CFTR 

단백의 단백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CFTR의 

활성화기전인 인산화 정도는 Shank2가 함께 발현하는 경우에 적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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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볼 때 CFTR의 인산화 감소를 통해 CFTR 관련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이 저하된다고 생각되며 Shank2 단백은 CFTR의 과도한 

활성을 막거나 CFTR의 활성을 종식시키는 생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 CFTR, Shank2, 연결단백, 인산화, 상피세포 이온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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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상피세포 내강의 분비기전에는 여러 단백의 통합된 기능이 필요하다1,2,3. 

상피세포가 정상적인 분비액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온 수송단백은 CFTR 단백이다4,5,6,7,8,9. CFTR 단백의 중요성과 함께 이의 

조절기전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CFTR 

단백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연결단백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 이들 연결 

단백들에 의한 CFTR의 조절 기전은 매우 흥미롭다1, 10, 11. 

CFTR은 ABC(ATP Binding Cassette) 수송단백 중 하나로 cAMP에 의해 

활성화되는 Cl- 통로기능을 갖고 있다.12, 13 . CFTR 단백은 두 개의 세포막 

부위와 2개의 핵산 결합부위, 한 개의 조절 부위와 카르복실기 말단의 P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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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부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위는 CFTR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핵산 결합부위는 ATP의 가수분해를 통해 CFTR의 Cl- 통로로 

기능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준다12. 이 과정에서 조절부위의 인산화 된 정도에 

따라 CFTR의 Cl- 통로 활성이 결정된다14. 이에 관련된 kinase로는 cAMP에 

의해 활성화되는 PKA(Protein Kinase A)가 대표적이며, Ca2+에 의해 

활성화되는 PKC(Protein Kinase C)도 연관이 있다14. 

  CFTR의 카르복실기 말단 4개의 아미노산은 연결단백과 결합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서 4개의 소수성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 여러 연결단백과의 결합 

선택성이 결정된다15, 16. CFTR의 카르복실기 말단과 상호 작용하는 잘 알려진 

연결단백으로는 EBP50(Ezrin Binding Protein 50 Kd) 가 있는데 CFTR의 

인산화에 의한 활성화 기전과 연관되어있다1, 17. EBP50단백은 2개의 PDZ 

부위과 1개의 ezrin 결합부위를 가지고 있다17. 이 중 ezrin 결합부위는 PKA와 

결합하는 AKAP(cAMP dependent Kinase Anchoring Protein)단백인 ezrin과 

결합한다18. 이 단백이 작용하여 PKA와 CFTR의 세포 내 위치가 가깝게 되고 

cAMP 자극에 의해 CFTR이 활성화될 때 CFTR 분자의 인산화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1, 17, 18.  

  CFTR 단백이 세포막에 발현하는 과정에도 PDZ 부위를 갖는 단백이 

관여한다19, 20, 21, 22. 실험적으로 카르복실기 말단을 제거한 경우 CFTR의 

세포막 발현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으며21 반면, ER (Endoplasmic 

Reticulum)내에 존재하는 CAL(CFTR associated ligand) 단백의 경우에는 

PDZ 부위로 CFTR을 붙잡고 있어 ER 내에 CFTR을 남아 있도록 만들어 

CFTR단백이 세포막에서 통로기능을 못하게 한다19.  

 CFTR의 불활성화는 탈인산화가 주된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으며23, 24, 



 

5 

phsphatase 억제제는 CFTR의 활성증가를 나타낸다고 한다33. CFTR의 특이적 

항체을 사용한 면역 침강법으로 침전된 단백 내에서 존재하는 phosphatase의 

한 아형인 PP2C가 확인된 바 있다34.  

CFTR 단백은 Cl- 통로로 기능 할 뿐 아니라 다른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NHE3와 

음이온 교환 단백이다1, 4, 25. Lee등은 CFTR이 동시에 발현하는 경우에 

NHE3가 cAMP에 의해서 활성이 감소하는 폭이 증가하는 것과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1. 이에 관련된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연결단백과의 연관성으로 해석되고 있다3. 즉, CFTR과 NHE3이 

EBP50 연결단백과의 결합하여 세포 내 cAMP자극 시 PKA에 의해서 CFTR은 

활성이 증가되고 NHE3는 활성이 감소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3. 그러나 

CFTR에 의해 활성이 증가되는 음이온 교환단백은 활성화 기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분자적 존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4. 최근 

Muallem등은 CFTR에 의해 활성화되는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이 

DRA라고 보고한 바 있다9. 또한 Soleimani등은 음이온 교환 단백인 DRA의 

mRNA가 CFTR의 발현에 의해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6.  

연결단백은 많은 이온 수송단백이 밀집된 신경 접합 후 말단에 많이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27, 28, 여러 이온 수송단백을 한 곳에 

모으는 연결 기능 뿐 아니라 연결된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조절에도 관여함이 

보고되고 있다11. 상피세포 역시 뇌세포처럼 극성 구조를 띄고 있으며 특히 

내강의 분비액 형성을 조절하는데 있어 여러 이온 수송단백의 조화된 작용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연결단백의 작용이 필수적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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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단백인 Shank 단백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 Shank1, Shank2, 

Shank3의 아형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Shank1과 Shank2 아형은 여러 위치에서 

alternative splicing 되어 다양한 형태를 갖는 Shank 단백을 형성한다29, 30. 

 Shank family는 여러 기능 부위가 있는 단백으로 신경 접합 후 말단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결단백이다30. Shank단백은 200 Kd에 달하는 

비교적 큰 단백으로 아미노기 말단, ankyrin 반복부위, 한 개의 SH3 부위, 한 

개의 PDZ 부위와 SAM부위를 가지며 여러 세포질 단백  및 세포막 단백과 

결합한다29, 30 . Shank 단백은 어떤 단백과 결합하는가가 연결단백으로서의 

기능상 가장 중요하다. Ankyrin 반복부위는 actin 조절단백인 A-fodrin31과 

연결단백인 sharpin32과 결합한다. Shank 단백에서 가장 긴 부위인 프롤린 

다량함유 부위는 그룹 1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와 결합하는 Homer 

단백33, endocytosis를 조절하는 GTPase인 Dynamin234, 그리고 actin-

cytoskeleton 조절 단백인 cortactin35과 결합한다. 카르복실기 말단의  SAM 

부위는 자신의 다형체를 이루는데 사용된다30.  

 본 연구는 정상적인 분비액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온 수송단백 CFTR이 여러 기능부위를 가지는 Shank2 연결단백과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CFTR의 활성조절에 있어서 

Shank2의 연결단백으로써의 역할을 규명하여 CFTR의 활성 조절에 새로운 

기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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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가. 세포주  

CFTR이 안정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NIH-3T3 세포주와 CFTR및  

Shank2를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Shank2단백을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세포주는 CFTR이 안정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NIH-3T3 

세포주에 neomycin 저항성 벡터인 pcDNA3.1-Shank2의 plasmid를 

lipofectamine으로 유전자 도입하였다. 유전자 도입 2일 후 neomycin인 

G418(A. G scientific)을 400 mg/L로 처리하여 plasmid가 세포 안 염색체에 

삽입된 세포만을 선택 배양하였다. 이 후 immuno blot을 통해 Shank2 단백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나. 면역조직화학법 

Sprague-Dawley계통의 흰쥐의 췌장을 사용하여 cryotomb로 4 um의 

두께로 냉동절편을 만든 뒤 slide glass에 조직 절편을 부착하였다. 조직 

절편을 methanol(0.5 ml, 10분, -20 °C)로 처리하여 고정한 후  PBS로 두 번 

세척하고 비특이 결합 방지용액(5% goat 혈청, 1% bovine serum albumin, 

0.1% gelatin in PBS, 상온)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다시 조직절편을 

PBS로 두 번 세척하고 Shank2 특이적 일차항체를 1:100으로 비특이 결합 

방지용액용액에 희석하여 90분간 배양하였다. 일차항체를 PBS로 세 번 

세척하고 이차항체(anti-rabbit goat IgG tagged with Fluorescein: Jackson 

Laboratories, West Grove, PA)를 1:100으로 비특이 결합 방지용액으로 

희석한 용액에 1시간 배양한 뒤 PBS로 세 번 세척하여 mounting media로 

cover slip을 덮어 조직절편 슬라이드를 고정시켜 밤새 말린 후 공초점 

형광현미경(Zeiss LSM-510)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흰 쥐의 췌장과 뇌를 사용하여 총 RNA를 Trizol(Invitrogen)로 분리한 

후 random hexa-primer 와 Oligo-dT 를 primer로 사용하여 RNase H-

reverse transcriptase(Invitrogen)역전사효소II로 역전사를 수행하여 cDN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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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cDNA는 각각의 특이적인 primer와 Taq 중합효소를 사용하여 

증폭하였으며 각각의 유전자의 genebank 번호와 특이적인 primer는 다음과 

같다.  

rSAP102(NM_031639, sense : GTA CCC GGC AAG AAC ACC CCA AAA 

CTC AAC, anti-sense : CCG CAC CAC CAA CCG CAC CAC A),  

rSAP97(NM_012788, sense : GTC GTC CTG CCC TCC ACA CCA CA, anti-

sense : CCT TCC GCC TTT TCA CAT ATA ATC GCA CTA) 

rGKAP(NM_022946, sense : GAG GCC GTT CAA AGG TCC GTG TGC,  

anti-sense :  GGG GCC CTT CGC TCC TTC TTG TCA), 

rPSD93(U50717, sense : AAG ACT TCC CTG CCG CCC ATC C, anti-

sense : TGC CCC GCC CCC TTC AGT G), 

rPSD95(M96853, sense : CCC CAG CCT CCC TTC CCA CCC TTC TTA 

TTT, anti-sense : ATG GGG AGT TAT GAT GGG GCA GGG GTG AC),  

rShank1(NM_031751, sense : TCT TAT AGG GGG AGC TTT GGA CAC 

AGG A, anti-sense : GAC GGG GGA CAG CAG CAT CAC AGG ),  

rShank2(NM_133440, sense : CCC CGC AGC CGC TCT CCC TCA CT, anti-

sense : CCG CCC TCG CCG ATG CTC AGA ACT T),  

rS-scam (AF034863, sense : ACA GGC AGC CAC AGG ATT TTG ATT 

ATT T, anti-sense : CAG GCG TGG GGT TCG TCG TGT CTT TAG), 

 

라. 면역 침강법 

CFTR과 Shank2가 함께 발현하는 세포와 CFTR만 발현하는 세포를 

용해 용액에 넣어 1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세포를 부수고 용해시켰다. 

세포용해액을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거둔 후 

정량하여 같은 부피에 같은 양의 단백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CFTR 특이적 

항체 (M3A7, Upstate Biotechnology)를 1 mg 단백 당 1 μg의 항체를 넣고 

4℃에서 12시간 결합시켰다. 다음 날 10 % slurry상태인 A/G 단백-agarose 

를 100 ul 넣어주고 다시 2 시간 반응시켰다. 이 후 agarose bead를 3번 

용해용액으로 씻어내고 2배 sample buffer에 넣고 98 ℃ 5분간 끓인 후 SDS-

PAGE에 전기영동하여 Shank2 특이적 항체로 immuno blot을 수행하였다.  

 

마. 돌연변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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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k2의 PDZ 부위 중 상호작용에 중요 부위로 알려진 히스티딘 

아미노산을 글루타민(H109Q, sense : GAA AAT GTC GTC AAG GTG GGC 

CAA AGG CAG GTG GTG AAC ATG ATC, antisense : GAT CAT GTT CAC 

CAC CTG CCT TTG GCC CAC CTT GAC GAC ATT TTC)으로, 

아르기닌(H109R, sense : GAA AAT GTC GTC AAG GTG GGC CGC AGG 

CAG GTG GTG AAC ATG ATC, antisense : GAT CAT GTT CAC CAC CTG 

CCT GCG GCC CAC CTT GAC GAC ATT TTC) 및, 알라닌 (H109A, sense : 

CAA TGA AAA TGT CGT CAA GGT GGG CGC CAG GCA GGT GGT GAA C 

ATGATCCG, antisense : CGG ATC ATG TTC ACC ACC TGC CTG GCG 

CCC ACC TTG ACG ACA TTT TCA TTG)으로 치환하는 돌연변이 유도 

primer를 각각 제작하여 DNA중합반응을 수행하였다. 중합반응 생성물을 DpnI 

제한효소로 잘라 주형 DNA를 제거 한 후 XL-1 Blue 유전자도입세포에 

유전자 도입하여 돌연변이 유도된 유전자를 증폭하였다. 이 유전자를 염기서열 

분석으로 돌연변이가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돌연변이가 유도된 Shank2 

단백을 발현시켜 CFTR과 면역침강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바. Whole cell patch clamp   

NIH3T3-CFTR 세포를 trypsin/EDTA(Gibco BRL)를 이용해서 

배양접시에서 때어낸 후 DMEM 배양액으로 세척한 후 patch-clamp 관류 

기구에 세포를 고정시킨 후 whole cell patch-clamp 방법을 사용해서 Cl- 

이동량을 측정하였다. 세포 외 용액으로는 140 mM NMDG, 10 mM Hepes(pH 

7.4 with Tris), 1 mM MgCl2, 10 mM glucose를 사용하였다. Pipett용액으로는 

140 mM NMDG-Cl, 10 mM Hepes(pH 7.2,with Tris)0.5 mM이나 5 mM의 

EGTA, 1mM의 Tris-ATP , 1 mM MgCl2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25°C에서 

실시하였으며 CFTR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5 μM의  forskolin 

(Calbiochem)과 100 μM의 3-isobutyl-1-methylxantine(IBMX)를 사용하였다. 

Holding potential은 –30 mV였으며 Patch-clamp output은 5 kHz로 

filter하였다. 이후 세포가 가지는 고유 축전값으로 보정하였다.  

 

사. 음이온교환 활성 측정  

pH 측정용 형광물질인 BCECF/AM이 4 μM 함유된 용액에서 10분간 

염색한 후 관류 기구에 장착한 다음 HCO3
-가 존재하는 관류액에서 흥분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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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nm 및 442nm 그리고 510 nm에서 나오는 BCECF의 형광을 측정하고, 

145 mM Cl-가 포함된 HCO3
- 관류액을 흘려주다가 Cl-가 gluconate로 치환된 

HCO3
- 포함 관류액(Cl- 배제용액)을 흘려 줄 때 증가되는 pHi를 측정하여  

음이온 교환단백 활성을 측정하였다.  

 

아. 세포표면단백 biotin표지 실험  

세포를 70~80% 밀도로 키운 다음 PBS로 두 번 NaI2가 든 

반응용액으로 한번 세척하였다. 세포표면단백을 hydrazide-LC-biotin (Pierce) 

1.5 mg 포함하는 용액으로 30분 동안 배양하여 biotin을 표지시킨 후 

여분의  biotin을 제거하기 위해 반응종결용액으로 세척하고, PBS로 두 번 

세척하였다. 세포를 긁어 세포용해용액(60 mM HEPES, pH7.4, 150 mM NaCl, 

3 mM KCl, 5 mM trisodium EDTA, 3 mM EGTA, and 1%triton X-100) 1ml로 

녹이고 20초 동안 초음파 분쇄하였다. 4℃에서 30분 동안 세포용해액을 

흔들어 준 뒤, 불 용해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14,000g로 1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이 후 상층액를 avidin-agarose(Pierce)로 배양하였다. 이후 

avidin-agarose beads는 세포용해용액로 5번 세척하였고, avidin-agarose를 

2X sample buffer로 녹인 다음 immuno blot을 수행하였다.  

 

자. 생체 내  인산화 분석 

충분히 자란 6 분 획 접시의 세포를 37°C에서 인산이 없는 DMEM 

배지에 0.5 mCu/ml [32P]orthophosphate (NEN bioscience)를 넣어 3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세포 내 단백을 5 μM forskolin, 1 mM NaVO4 로 5분간 

인산화 시킨 후 세포를 용해용액으로 용해 시킨 후 13000 rpm, 4°C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모으고 동일한 단백 양에 동일한 부피의 

상층액에 1 mg의 CFTR 특이 항체를 사용하여 면역침강 시킨 다음 6% SDS-

PAGE gel에 전기영동하였다. 단백이 분리된 gel을 말린 후 X-ray film에 

자가방사선을 감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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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흰쥐췌장조직과 관세포에 존재하는 연결단백의 발현 

여러 종류의 연결단백이 발현하고 있는 뇌세포와 비교하여 흰쥐 

췌장에서 발현하는 PDZ 연결단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전사 중합 효소반응을 

수행하였다. 흰쥐 뇌조직,  췌장 조직과 그 중에서도 췌장관조직 만을 분리하여 

총 RNA를 분리한 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수행하여 2% agarose 

gel상에 전기영동 하였다. 이때 SAP102(Genebank number : NM_031639, 

생성물 크기: 432 bp), SAP97 (NM_012788, 376 bp), GKAP(NM_022946, 395 

bp), PSD93(U50717, 530 bp), PSD95(M96853, 373 bp), Shank1(NM_031751, 

366 bp), Shank2(NM_133440, 278 bp), S-scam(AF034863, 402 bp)등의 

PDZ 연결단백에 대한 특이적 primer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1의 결과를 

얻었다. 흰쥐의 뇌조직에는 검색한 모든 종류의 연결단백의 발현이 확인 

되었고 흰쥐의 췌장조직에는 SAP97, GKAP, PSD95, Shank2등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상피세포인 관세포에서는 Shank2만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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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흰쥐췌장조직과 관세포에 존재하는 연결단백 

흰쥐 뇌조직의 연결단백 발현과 비교하여 흰쥐 췌장조직과 특히 관조직을 분리하여  

역전사 중합효소반응을 실시하였다. 췌장조직에는 SAP97(406 bp), PSD95(373 bp), 

Shank2(278 bp)등이 존재하였다. 상피세포인 관조직에는 Shank2만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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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모에서의 연결단백과 상피세포 수송단백들과의 상호작용  

상피세포에서 발현하는 PDZ 결합부위를 갖는 수송단백과 호르몬 

수용체의 카르복실기 말단 30개의 아미노산을 각 유전자를 주형으로 한 

중합반응(hCFTR, hNHE, mDRA, hNBC1, rNBCn1, hVIP receptor, rSecretin 

receptor)으로 부분 적출하여 bait 백터인 pBHA 백터에 BamHI과 HindIIII 

제한효소로 삽입하였다. 이후 yeast two-hybrid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연결단백의 PDZ 부위를 표현하는 pGAD10(prey 벡터)와 상호작용시켜 다음 

표 1의 결과를 얻었다. 

 

   pGAD10 SAP97  PSD95  Shank2 

   alone  PDZ1-2 PDZ1-3     PDZ 

Membrane Protein    Positive Clone (%) 

hCFTR          0 0            0             33 

rNHE3 0 0 0 44 

rNBCn1 0 1 2 44 

mDRA 0 0 0 0 

hVIP Receptor 0 1 11 0 

rSecretin Receptor 0 0 0 0 

 

표 1. 세포막단백과 PDZ연결단백의 결합에 대한 yeast two-hybrid 실험  

CFTR은 SAP97이나 PSD95등과는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나 Shank2 연결단백의 

PDZ 결합부위와는 33%의 상호작용을 보였다. 이외에도 Shank2는 NHE3와 NBCn1 

등의 이온 수송단백과 44%의 상호작용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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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흰쥐 췌장조직에서의 Shank2 단백의 발현  

흰쥐의 췌장조직에서 Shank2 단백의 발현 위치를 확인하고자 Shank2 

특이적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Shank2는 흰 

쥐의 췌장조직 중 췌장관 조직에 많이 분포하였다(그림 2). 관 조직 중에서도 

내강막 쪽에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발현 양상이 불특정 단백과의 

비특이적 결합일 수도 있기에 항체형성 시 사용한 항원 단백를 사용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Shank2 의 특이적 항체 제조 시 사용한 Shank2 의 

SAM 부위의 단백을 발현하는 pRSET-Shank2_SAM을 E.coli에서 발현 시킨 

후 Ni2+ column을 사용하여 히스티딘이 표지된 Shank2의 SAM 부위단백을 

분리해 낸 다음 면역형광염색 전에 먼저 처리 한 후 Shank2 항원을 

처리하였다. 그림2의 c에서와 같이 발색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림 a, 

b에서의 결과가 Shank2 단백과 Shank2 항체와의 특이적 결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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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흰쥐 췌장 조직에서의 Shank2 단백의 발현 

흰쥐의 췌장을 적출하여 냉동 절편화하여 면역조직화학법으로 Shank2의 항체를 

반응시킨 후 공초점 형광현미경을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한 결과이다. 그림 2의a는 큰 

췌장 관조직(배율 400배)을 살펴본 모양으로 주로 내강막 쪽에 많이 분포하였고, 그림 

2의 b는 작은 췌장관 조직(배율 400배)의 절편으로 Shank2는 내강막쪽에 발현하였다. 

c는 Shank2의 항체 제조 시 사용한 항원단백을 처리 후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한 

결과이며 특정위치의 발색을 확인 할 수 없었다. 

b. Small Ducta. Large Duct b. Small Ducta. Large Duct b. Small Ducta. Large Duct c. Blocking
fusion protein

b. Small Ductb. Small Ducta. Large Duct b. Small Ducta. Large Duct b. Small Ducta. Large Duct c. Blocking
fusion protein

b. Small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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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유류 세포에서의 CFTR 단백과 Shank2 단백의 상호작용  

효모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포유류 세포에서도 CFTR과 Shank2가 

결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FTR을 발현하는 NIH3T3-CFTR 세포주에 

Shank2를 유전자도입 후 면역침강 실험을 시행하였다. CFTR의 항체로 

침강시킨 침전물에서 Shank2가 관찰됨으로써 동물세포에서도 두 단백이 상호 

결합함을 확인하였다(그림3).  

 

 

그림 3. NIH3T3 세포주에서 CFTR 단백과 Shank2 단백의 상호작용        

CFTR을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세포주(이 후 NIH3T3-CFTR)를 이용하여 

면역침강법을 사용하여 동물세포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Shank2 단백의 

유전자 pcDNA-Shank2를 NIH3T3-CFTR 세포에 lipofectamine plus 

reagent(Invitrogen)를 사용하여 유전자 도입 하였다. 유전자 도입한 2일 후 세포를 

용해용액으로 용해하여 CFTR 특이적 항체(조절부위 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CFTR을 분리하고 이후 항체와 결합하는 A/G-agarose를 이용하여 CFTR에 붙은 

항체와 CFTR과 결합하는 단백을 함께 침강시켰다. 이후 침전물을 SDS-PAGE 

전기영동을 하여 Shank2 특이적 항체로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왼쪽 lane은 

Shank2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은 NIH3T3-CFTR 발현세포의 경우이고 오른쪽 lane은 

Shank2 유전자를 도입한 NIH3T3-CFTR 발현세포의 경우이다. 오른쪽 lane에서 

Shank2 가 발현하는 때에만 CFTR 항체로 침강시킨 침전물에서 Shank2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NIH3T3-CTFR 
NIH3T3-CTFR+ shank2 

IP  : CFTR  
WB : Shank2

NIH3T3-CTFR 
NIH3T3-CTFR+ shank2 

IP  : CFTR  
WB : Shank2



 

17 

5. Shank2의 PDZ 부위의 돌연변이유도에 의한 CFTR 단백과의 상호작용 변동  

CFTR과 Shank2와의 상호작용이 포유류세포에서도 일어남을 확인한 

후 이 결합이 PDZ 결합부위를 통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된 yeast 

two-hybrid의 결과에서 보이듯 카르복실기 말단과 PDZ 결합부위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 연구된 결과를 통해 

CFTR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연결단백의 PDZ부위를 살펴보았을 때 히스티딘 

아미노산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4, a). 109 번째 

히스티딘은 Shank2의 PDZ부위에서도 보존되어 있었다(그림 4, a). PDZ 

결합부위의 히스티딘은 이미다졸 링에 수소를 가지고 있어  CFTR의 PDZ 

결합부위의 카르복실기 말단 2번째 아미노산인 세린의 수소와 수소결합을 

이루어 결합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쇄가 없는 

아미노산인 알라닌과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nitrogen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측쇄의 길이가 긴 아르기닌과 비교적 측쇄의 길이가 짧은 글루타민으로 

치환하는 돌연변이유도과정을 중합반응으로 수행하였다. 이 후 돌연변이가 

유도된 유전자를 CFTR 발현세포에서 유전자 도입하여 CFTR과의 상호 

작용정도를 면역침강법으로 알아보았다(그림 4, b). 그 결과 측쇄를 갖지 않는 

알라닌으로 치환한 경우와 측쇄의 길이가 긴 아르기닌으로 치환한 경우 결합 

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측쇄 중 nirtogen을 갖고 측쇄의 길이가 

히스타민의 길이와 유사한 글루타민로 치환한 경우에는 그 결합 정도가 

정상단백의 결합정도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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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hank2 PDZ부위 돌연변이로 인한 CFTR과의 상호작용의 변동 

CFTR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연결단백의 PDZ 부위를 배열하여 이 상호작용에 

중요한 부위로 알려진 Shank2의 PDZ 부위에 존재하는 109번째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이 Shank2 단백에도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a) 이 히스티딘을 

중합효소반응로 돌연변이 유도하여, 알라닌, 아르기닌, 글루타민으로 치환하였다. 이후 

NIH-3T3 CFTR 발현세포에 각 돌연변이 유전자를 도입하여 면역침강법으로 단백간의 

상호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b). 글루타민으로 치환한 경우 결합정도가 정상단백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아르기닌과 알라닌으로 치환된 Shank2 단백의 경우 그 결합 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H109H H109QH109R H109A

Shank2 
180 KD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a.

b. H109H H109QH109R H109A

Shank2 
180 KD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a.

b. H109H H109QH109R H109A

Shank2 
180 KD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a.

b. H109H H109QH109R H109A

Shank2 
180 KD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a.

b.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hNHERF1 PDZ1    LCCLKQGPNGYGFHLHGEKGKL-------------GQYIRLVEPGSPAEKAGLLAGDRLVEVNGENVEKETHQQVVVVSRIRAALNAVRLLVVDPE 
hNHERF2 PDZ1  LCRLVRGEQGYGFHLHGEKGRR-------------GQFIRRVEPGSPAEAAALRAGDRLVEVNGVNVEG-THHQVVQRIKAVEGQTRLLVVDQE 
hNHERF1 PDZ2  LCTMKKGPSGYGFNLHSDKSKP-------------GQFIRSVDPDSPAEASGLRAQDRIVEVNGVCMEGKQHGDVVSAIRAGGDETKLLVVDRE 
hNHERF2 PDZ2  LCHLRKGPQGYGFNLHSDKSRP-------------GQYIRSVDPGSPAARSGLRAQDRLIEVNGQNVEGLRHAEVVASIKAREDEARLLVVDPE 
rShank2 PDZ  VVLQKKDNEGFGFVLRGAKADTPIEEFTPTPAFPALQQYLESVDEGGVAWQAGLRTGDFLIEVNNENVVKVGHRQVVNMIRQGGNHLVLKVVTVT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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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hank2 발현에 의한 CFTR 단백의 Cl- 통로 활성변동  

Shank2와 CFTR의 결합을 통해서 CFTR의 Cl- 통로활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지 알아보기 위해 patch clamp 실험을 수행하였다. 5 μM의 

forskolin자극으로 CFTR을 활성화 시킨 경우 그림 5,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ank2가 CFTR과 함께 발현할 때 CFTR의 Cl- 이동량이 작은 양상을 보였다. 

CFTR의 Cl- 통로활성이 가장 큰 시점에서 ramp pulse를 주어 I-V 기울기를 

나타내었을 때 정류작용이 없는 전형적인 CFTR 통로활성을 보였으며 Shank2 

와 함께 CFTR이 발현하는 경우(그림 5, b)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즉 CFTR의 

Cl- 통로활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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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hank2 발현에 의한  CFTR 단백의 Cl-통로활성변동 

NIH3T3 세포에 CFTR만을 단독 발현(a)한 경우와 CFTR과 Shank2를 함께 

발현시킨 경우(b)의  CFTR의 Cl- 통로 활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Holding potential은 

–30 mV였으며 patch-clamp output은 5 kHz로 제한하였다. 5 μM의 forskolin으로 

CFTR을 활성화 시킨 후 통로가 최대로 활성화 되었을 때의 ramp pulse를 –50 

mV에서 50 mV까지 160 ms동안 주어 I-V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CFTR 단독 발현의 

경우보다 CFTR과 Shank2를 함께 발현시킨 경우 더 낮은 Cl- 통로 활성을 보였다. 

기울기를 비교하여 세포가 가지는 축전 값, pF으로 나누어 세포 크기에 따른 전하의 

이동량 차이를 보편화 하여 도표화(c) 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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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hank2 발현에 의한 CFTR 단백 의존성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변동 

CFTR은 중탄산염 이동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으로 주요 

중탄산염 이동 단백인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이온 교환단백에 의한 중탄산염의 이동은 CFTR 존재 시 증가하며 또한 

CFTR을 활성화시키는 cAMP자극 시 더욱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CFTR 의존성 음이온 교환단백기능에 의한 중탄산염 이동 증가에 

CFTR과 Shank2의 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CFTR 만 

발현하는 경우와 Shank2가 함께 발현하는 경우에서의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 활성을 비교하였다. 세포에 중탄산염이 든 Cl- 함유용액을 

관류시키다가 Cl-가 gluconate로 치환된 용액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세포 내 

Cl-가 빠져나가면서 유입되는 중탄산염에 의한 pH증가 기울기로 활성을 측정 

할 수 있다. 자극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을 측정 한 후 CFTR의 활성증가 

자극인 cAMP자극을 주어 한번 더 측정 해 봄으로 CFTR의 활성증가 

기전과의 연관성도 알아 볼 수 있다.   

Shank2의 발현은 자극을 주지 않은 경우의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을 

약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그림 6, a) cAMP로 CFTR을 자극한 경우 

차이가 더욱 뚜렷하였다. 즉, 대조군 세포에서는 forskolin에 의한 cAMP 

신호가 음이온 교환단백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반해 Shank2를 과발현한 

세포주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훨씬 적게 증가시키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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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hnak2 발현에 의한 CFTR 의존성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변동  

NIH3T3 세포의 음이온 교환 단백의 활성을 측정하고 CFTR을 발현시킨 후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을 측정하여 cAMP에 의한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증가는 CFTR 

단백이 존재할 때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a. 상단 및 중단).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CFTR만을 발현시킨 경우와 CFTR과 Shank2를 발현시켰을 때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 활성에 미치는 Shank2의 발현효과를 측정하였다. Cl- 

함유용액을 관류시키다가 Cl-를 글루코네이트로 치환한 용액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세포 내 Cl-가 빠져나가면서 유입되는 중탄산염에 의해 증가되는  pH기울기로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을 측정 하였다(a). Shank2가 함께 발현 한 경우 CFTR 의존성 음이온 

교환 기능이 감소하였다(a. 하단). 이를 cAMP로 자극 경우와 자극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도표화(b)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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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hank2 발현에 의한 CFTR 단백의 발현 양의 변동. 

Shank2에 의한 기능 감소가 세포막 단백 발현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표면단백 biotin 표지실험을 수행하였다. NIH3T3-CFTR 

세포에 Shank2가 함께 발현하는 경우와 함께 발현하지 않는 경우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을 biotin으로 표지하였다. 이 후 2, 8, 18, 24시간 동안 세포배양 

후 세포를 용해용액으로 용해시킨 후 biotin이 붙은 단백만을 neutravidine 

bead로 분리하였다. Biotin이 표지된 단백 중 CFTR 단백 양을 비교하기 

위하여 CFTR 특이적 항체로 immuno blot을 수행하여 CFTR 단백의 

붕괴정도를 확인하였다. Shank2가 CFTR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 CFTR 단백이 

비교적 오래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그림 7). 

그림 7. Shank2 발현에 의한 CFTR 단백의 세포막 발현 양 변동 

NIH3T3-CFTR에 Shank2가 발현하는 경우와 발현하지 않는 경우의 단백안정성을 

세포표면단백 biotin 표지실험으로 확인하였다. hydrazide-LC-biotin 1.5 mg을 

사용하여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biotin표지 후 세포배양을 각각2, 8, 18, 24시간한 후 

세포용해액 중 biotin이 붙은 단백을 neutravidine bead로 분리하여 SDS-PAGE상에서 

단백을 전기영동하였다. 이후 CFTR 특이항체로 단백 양을 비교하였다. Shank2 단백이 

존재하는 경우 CFTR의 세포막에서의 단백발현이 안정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NIH3T3/CFTR NIH3T3/CFTR
+Shank2

Biotinylated
CFTR

2     8   18     24 2      8    18      24 (Hr)

NIH3T3/CFTR NIH3T3/CF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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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inylated
CFTR

2     8   18     24 2      8    18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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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hank2 발현에 의한 CFTR 단백 인산화 변동 

Shank2 존재에 의한 CFTR의 활성감소와 관련된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잘 알려진 인산화에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체 내 

인산화실험를 수행하였는데 배양액에 32P ortho-phosphate를 첨가하여 세포를 

배양한 뒤 cAMP 자극을 주어 세포내의 CFTR이 PKA에 의해 인산화 되도록 

유도한 후 CFTR 특이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침강하여 그 자가방사선으로 

CFTR의 인산화 정도를 판별하였다. 

NIH3T3-CFTR 세포의 경우 5 μM, 10 μM의 forskolin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인산화된 CFTR의 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Shank2가 함께 

발현하는 세포의 경우 forskolin으로 자극하였을 경우 인산화 증가정도가 

미약하였다. 또한 cAMP로 자극하지 않은 경우, 즉 평상시의 두 세포에서의 

인산화 정도를 비교하여볼 때에 Shank2가 발현하는 쪽이 인산화 된 CFTR 

단백이 적게 나타났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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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hank2 발현에 의한 CFTR 단백의 인산화 변동 

 배양액에 32P ortho-phosphate를 첨가하여 세포를 배양한 뒤 cAMP자극을 주어 

세포내의 CFTR이 PKA에 의해 인산화 되도록 유도 후 CFTR 특이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침강 하여 자가 방사선으로 CFTR의 인산화 정도를 판별하였다. 인산화 된 

CFTR은 180 KD에 위치하였으며 5 μM, 10 μM의 forskolin으로 증가된 cAMP에 의해 

CFTR 단백의 인산화가 증가되었으며 Shank2가 CFTR과 함께 발현하는 경우 

CFTR의 인산화가 감소되었다. 

P32 -CFTR

NIH3T3/CFTR NIH3T3/CFTR
+Shank2

Forskolin (µM)0       5     10 0      5      10

P32 -CFTR

NIH3T3/CFTR NIH3T3/CFTR
+Shank2

Forskolin (µM)0       5     10 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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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중탄산염은 췌장 상피 내강의 분비액 성분 중 pH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36. 이 중탄산염의 분비는 CFTR에 의해 조절되는데 CFTR은 

Cl- 통로이자 여러가지 이온 수송단백들의 활성조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4, 

36. CFTR은 연결단백에 의해 자신의 Cl- 통로활성이 조절될 뿐 아니라 일부의 

다른 CFTR 의존적인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져 

있다1, 4, 10. 연결단백에 의한 CFTR의 활성기전에 있어서 CFTR의 활성화 

기전과 연관된 연구는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해 불활성화 기전과 연관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실험을 통해서 CFTR이 Shank2 연결단백과 결합한다는 사실과 

이 결합을 통해 CFTR의 Cl-통로활성 및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 활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분자적 기전은 CFTR 단백의 인산화 감소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 Shank2 연결단백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CFTR의 불활성화에 관련된 연결단백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Shank2 연결단백이 췌장 내강막에 발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그림 1, 그림 3). 이들은 주로 뇌조직의 신경말단에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27, 30. 단순 위치 고정 단백과 다르게 연결단백이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은 Shank2 단백 뿐 아니라 많은 수의 

연결단백에서 보고된 바 있다30. 연결단백들은 신경전달물질 등의 세포 외부의 

신호를 세포 내 신호로 전환한 후  빠른 속도로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을 

변화시킬 때에 신호 복합체를 형성하여 외부신호로부터 세포반응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한다27. 이러한 신호전달의 효율성은 뇌세포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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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강으로 분비액을 분출할 때에 역할 

하는 여러 이온 수송단백이 존재하는 상피세포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상피세포는 내강막과 측저막 등으로 나뉘는 세포극성을 가진 점 등 

신경세포와 구조적으로도 비슷하다. 

   Yeast two-hybrid의 결과를 보면 Shank2는 1개의 PDZ 부위를 갖는 

연결단백으로 이 PDZ 부위를 통해 CFTR, NHE3, NBCn1등의 상피세포의 

내강막 쪽에만 발현하는 단백과 결합하였다. 이것은 Shank2가 상피세포의 

내강막 쪽에서 존재하는 여러 이온 수송단백에 대한 연결단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표 1). 실제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Shank2가 CFTR과 

NHE3가 발현하는 상피세포 내강막 쪽에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 

CFTR과 NHE3는 중탄산염의 분비에 있어서 반대로 작용하는 단백인데 이들은 

또 단백 인산화에 의해 활성이 반대로 설정된다. 즉, CFTR은 인산화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NHE3는 인산화에 의해 활성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 두 단백은 

한 AKAP결합 연결단백과 결합하며 두 단백 모두 인산화되어 CFTR은 

활성화되고 NHE3는 불활성화되어 중탄산염이 효율적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6, 25. 이러한 연결단백에 의한 통합적인 세포기능 조절은 Shank2 

연결단백에 의해서도 가능해 보인다. Shank2 단백에 각각 CFTR과 NHE3와 

결합하여 있을 때도 궁극적인 세포의 중탄산염 분비를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Shank2는 카르복실기 말단부위에 SAM 부위를 가지고 서로 

이형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30, 이 Shank2 이형체에 의해서 

CFTR과 NHE3가 결합하여 중탄산염의 분비를 위한 기능 시 하나의 기능체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Shank2의 발현에 의해서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활성이 감소하였다(그림 6). Yeast two-hybrid 결과를 보면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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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등이 말한 CFTR에 의해 활성이 직접 조절된다는 DRA 음이온 교환단백9이 

Shank2와 결합하지 않았는데, 직접 결합하지는 않더라도 Shank2에 의한 

CFTR의 인산화 감소기전이 영향을 미쳐 CFTR과 아마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의 

사실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의 분자생물학적 

증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Shank2 연결단백의 발현 시 CFTR의 cAMP 자극에 의한 인산화가 감소됨을 

증명하였다(그림7). 이 인산화 감소의 원인은 Shank2의 PDZ 부위가 이온 

수송단백의 카르복실기 말단과의 결합을 놓고 CFTR의 활성화기전인 AKAP 

결합연결단백과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가 실험으로는 첫째, phospatase 억제제를 

사용하여 Shank2가 CFTR 활성화 억제기전과 연관이 있는 phospatase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고, 둘째, EBP50와 같은 AKAP결합 

연결단백과의 공동유전자도입 및 발현을 하여 실제 Shank2의 CFTR 결합이 

EBP50 발현에 의해 감소하는 지 살펴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실험 

결과로만은 원인규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이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Shank2가 CFTR의 불활성화기전과 연관된 연결단백이라는 것이다. 즉 Shank2 

연결단백은 활성화기전에 작용하는 AKAP 결합 연결단백들의 상대자로 

역할하여  CFTR의 활성조절에 기민성과 다양성을 갖게 한다. 

  Shank2의 발현에 의해서 CFTR의 세포막 발현이 증가하였는데(그림 8) 

이의 의미에 대하여는 후속 실험으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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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고된 Shank2가 결합하는 단백은 actin 조절단백인 α-fodrin31, 

actin-cytoskeleton 조절 단백인 cortactin35, endocytosis를 조절하는 

GTPase인 dynamin 234등 actin 세포골격과 연관된 단백이 대부분이다. 즉 

Shank2는 세포골격에 연결되는 단백과 결합하여  CFTR및 NHE3, NBCn1등의 

이온 수송단백을 고정시킴으로 세포막에 위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동적인 세포막의 성질을 고려할 때 세포골격에 의해 

어느 한 부위에 고정되고 커다란 복합체를 형성하면 단백 스스로 안정해 질 뿐 

아니라 endocytosis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세포막의 발현 

시간이 연장되리라 생각된다.  

PDZ 연결단백은 PDZ부위 안에 히스티딘의 보존되어 있는데 이 

히스티딘의 이미다졸링이 가진 수소를 이용하여 CFTR의 카르복실기 말단 –2 

위치에 존재하는 세린의 수소와 수소결합을 이루어 단백결합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38, 39, 40. 본 실험에서 Shank2 단백의 109번째 

히스티딘을 측쇄가 없는 알라닌으로 치환한 경우 결합이 약해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수소를 가지는 nitrogen을 갖는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으로 

치환한 경우 측쇄의 길이가 긴 아르기닌의 경우에 역시 결합력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소를 갖는 nitrogen을 갖되 측쇄의 길이가 히스타민과 유사한 

글루타민의 경우 결합력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수소결합이 단백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결합력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FTR과 Shank2 연결단백의 결합에 의해 CFTR 및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의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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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단백의 인산화가 감소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Shank2가 췌장 

관세포에서 AKAP 결합 연결단백의 상대자로 작용하여 CFTR의 과도한 

활성을 방지하여 CFTR 활성조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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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연결단백에 의한 이온수송단백의 활성조절기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췌장 상피세포에 발현되는 Shank2 연결단백을 분자생물학적, 면역학적으로 

증명하고 Shank2 단백과 CFTR(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단백의 결합을 확인하였다. 또한 Shank2 발현 시 변화되는 CFTR 

및 CFTR 의존적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활성변화의 원인이 되는 기전을 검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췌장 상피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PDZ(PSD-95/discs large/ZO-1) 

결합단백이 존재하였다. 

2.  Yeast two-hybrid 실험과 면역침강 실험을 통하여 여러 결합단백 중 

Shank2가 상피 내강막 수송단백인 CFTR, NHE3(Na+-H+ 

exchanger), 및 NBCn1(Na+-HCO3
-cotransporter n1) 과 결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3. CFTR의 생리기능을 측정한 실험 결과 Shank2는 cAMP에 의한 

CFTR Cl- 통로활성화와 CFTR 의존성 음이온 교환단백의 활성화를 

억제하였다. 

4.  Shank2는 PKA에 의한 CFTR 인산화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CFTR의 인산화 감소를 통해 CFTR 관련 이온 

수송단백의 활성이 저하된다고 생각되며 Shank2 단백은 CFTR의 과도한 

활성을 막거나 CFTR의 활성을 종식시키는 생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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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on of epithelial transport by cellular scaffolds 

 

Joo Young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late school ,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in Goo Lee) 

 

The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CFTR) is a 

cAMP-activated membrane transporter, which controls electrolyte and fluid 

transport in a variety of epithelia. The C-terminus of CFTR has PDZ (PSD-

95/discs large/ZO-1)-binding motif and is known to interact with several 

PDZ-domain proteins. It was known that PDZ-domain proteins perform 

essential roles in membrane stabilization and activity regulation of ion 

transporters in neuronal cells. Accumulating evidence suggests that 

protein-protein interaction performs an important role in transepithelial ion 

transpor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DZ proteins expressed 

in epithelia and to investigate roles of the scaffolds in epitheli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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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RT-PCR, pancreatic epithelia were found to have several PDZ 

proteins, including SAP97, PSD95, and Shank2. Among them, Shank2 

showed a possible protein interaction with transporters in the luminal 

membrane of epithelia such as CFTR, NHE3, and hNBC3 (NBCn1) in a yeast 

two-hybrid screening. Shank2-CFTR interactions were also verified by co-

immunoprecipitaion experiments in a mammalian expression system. In 

immunostaining, Shank2 was co-localized with CFTR in the luminal 

membrane of several epithelia including rat pancreatic duct cells. The 

mutagenic experiments on 109His residue of Shank PDZ domain revealed 

that the protein interaction through PDZ domain is essential in Shank2-

CFTR association. CFTR chloride channel and CFTR-dependent anion 

exchanger activities were measured in a heterologous expression system. 

Interestingly, both activities were reduced by Shank2 over-expression. To 

identify the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s of activity reduction, in vivo 

phosphorylation assay and surface biotinylation assay were performed. 

Accordingly, cAMP-induced phosphorylation of CFTR was decreased by 

Shank2 expression.  

Conclusively, decreased activity of CFTR was caused by reduction 

of CFTR phosphorylation. Above result indicate that Shank2 performs 

preventing excess activation of CFTR or performs ceasing the CFT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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