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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간에서 치료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본 벡터 개발 

 

 간에서 L-type pyruvate kinase gene의 전사는 다양한 5’ 

flanking cis region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이 부위는 HNF-1α 

(hepatocyte nuclear factor 1-alpha) 결합 염기서열과 TATA box

가 존재하는 proximal promoter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 이전의 연

구들을 통하여 proximal promoter만으로는 간세포(hepatocytes)에

서 reporter gene의 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이 알려져 있다. 하

지만. 이 proximal promoter에 SV40 viral enhancer가 함께 존재

할 경우 간세포에서만 reporter gene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비간세포(non-hepatocytes)에 negative regulatory factor가 

존재하거나 또는 간세포에 HNF-1α등의 positive regulatory factor

가 존재하여 SV40 viral enhancer에 의한 L-PK proximal 

promoter의 전사를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서는 

negative regulatory factor 보다는 positive regulatory factor, 즉 

HNF-1α가 HepG2 세포에서 뿐만 아니라 HEK293 세포에서도 

SV40 viral enhancer에 의한 L-PK proximal promoter의 발현 증

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LPK proximal 

promoter는 HNF-1α가 발현하는 세포에서 치료유전자를 발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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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본 promoter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이용하면 

연결하는 enhancer element에 따라 치료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벡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L-PK proximal promoter, SV40 viral enhancer, HNF-1α, L-PK 

TATA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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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치료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본 벡터 개발 

  

<지도교수 이 현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박 영 미 

 

I . 서   론 

 

제 1 형 당뇨병의 치료를 위하여 최근 인슐린 유전자 요법이 

대두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인슐린 유전자요법의 목적 

장기로는 주로 혈당을 감지하는 시스템(glucose transporter 2 와 

glucokinase)이 존재하는 간을 이용하며, 인슐린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promoter는 간에서 활성화되는 glucose-6-phosphatase 

또는 liver-type pyruvate kinase(L-PK) promoter를 이용한다 1-3. 

Lee 등은 L-PK promoter를 이용하였는데 1, 이것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RNA polymerase (인슐린 유전자를 전사하는 효소)를 

포함한 basal transcription machinery가 결합하는 TATA bo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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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sequence)이 있고, upstream stimulatory factor(USF) 

1/2가 결합하는 GIRE(glucose response element) 염기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5. 따라서 혈당이 높을 경우, GIRE 염기서열에 

결합한 USF 1/2가 활성화되고, 이에 의해 L-PK TATA box에 

결합된 RNA polymerase가 활성화되어 인슐린 유전자의 mRNA가 

형성되고 리보좀에 의해 호르몬 인슐린이 생성되는 것이다 6-8.  

Lee 등 1 이 사용한 L-PK promoter는 크기가 약 3.2 kb인데, 이 

염기서열에서 인슐린 유전자의 전사에 관여하는 주요 부위는 앞에

서 설명한 것처럼 polymerase가 결합하는 TATA box 부위와 혈당 

감지에 의해 활성화되는 USF 1/2가 결합하는 부위이다 4-5. 따라서 

이 이외의 부위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USF 1/2가 결합하는 부위를 

여러개 증폭하여 결합시키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강력한 GIRE 염

기서열을 결합시키면 더욱 더 향상된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유전자 요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선

행되어야 할 것은 간 조직 특이성이 있는 기본 promoter를 개발하

는 것이다. 이러한 promoter가 개발될 경우, 여기에 적절한 

enhancer element등을 부착시킴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효율적으

로 조절하여 크게 향상된 인슐린 유전자요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

이며, 또한 간을 목적장기로 하여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

자치료 요법에도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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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본 promoter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L-PK promoter에 존재하는 TATA box와 HNF-1α가 

결합하는 염기 서열을 포함한 부위를 이용한다면 상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Cognet 등 9 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Cognet 등 9 은 오래 전에 L-PK TATA box와 HNF-1α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LF-B1 결합 염기서열을 포함한 L-PK 

proximal promoter의 단독으로는 비 간세포뿐만 아니라 

간세포에서도 그 reporter gene을 발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HNF-1α가 LF-B1 결합 염기서열에 결합한다 

할지라도 전사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SV40 

viral enhancer가 존재할 경우 L-PK proximal promoter는 

간세포에서 그 reporter gene의 발현을 현격히 증가시켰다 9 .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SV40 viral enhancer가 여러 세포 

유형에서 대부분의 promoter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비 

간세포에서 L-PK proximal promoter를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비 간세포에 negative 

regulatory factor가 존재하거나, 간세포에 HNF-1α 등의 positive 

regulatory factor가 존재하여 L-PK proximal promoter에 

결합함으로써 SV40 viral enhancer의 활성을 제어한다고 추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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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분자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첫째, L-PK proximal promoter 

의 LF-B1 결합 염기서열에 HNF-1α가 결합하는지. 둘째, SV40 

viral enhancer가 존재할 때 L-PK proximal promoter는 

간세포에서 reporter gene의 발현을 현격히 증가시켰는데 여기에 

HNF-1α가 관여하는지. 셋째, 비간세포에 인위적으로 HNF-1α를 

발현시킬 경우 SV40 viral enhancer가 결합된 L-PK proximal 

promoter가 활성화 되는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HNF-1α가 존재하는 세포에서 발현할 수 있는 vector를 

제작하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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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재료 및 방법 

 

1. Plasmid 제작 

실험에 사용된 기본 plasmid는 pGL3-basic과 pGL3-enhancer로

써 luciferase reporter gene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Promega 

회사에서 구입하였다. pLT와 pLT-SE1은 pLPK-SIA 1 를 주형으로 

PCR하여 얻은 L-PK proximal promoter부위(-96/+13)를 pGL3-

basic과 pGL3-enhnacer에 각각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PCR 조건은 

denaturation 95℃ 1분, annealing 55℃ 45초, extension 72℃ 2분 

30초로 총 50cycle 이다. proximal promoter region의 deletion 

mutation은 pLT-SE1을 주형으로 PCR하여 pGL3-enhnacer에 삽

입하여 제작하였다. PCR에 사용한 primer는 pLT-SE1는 1과 5, 

pLT-SE1(-65/+13)는 2와 5, pLT-SE1(-31/+13)는 3과 5, pLT-

SE1(-19/+13)는 4와 5, pLT-SE1(-96/-14)는 1과 6을 사용하였

다. 

1.   5‘-GAAGATCTCTAGCTGGTTATACTTTAACCAG,  

2.   5‘-GAAGATCTTCATCTGAGCCAGGCCCC,  

3.   5‘-GAAGATCTCGCAGTATAAAGCAGACC,  

4.   5‘-GAAGATCTCAGACCCACAGACACAGC,  

5.   5‘-CCCAAGCTTACGTTGCTTACCTGCTGTGT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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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CCCAAGCTTTACCTGCTGTGTCTGTG,  

7.   5‘-CTAGCAAAATAGGCTGTCCC,  

8.   5‘-GATGAGTCCTGGTTGGAGTATAACCAGCTAG,  

9.   5‘-CTAGCTGGTTATACTCCAACCAGGACTCATC,  

10.  5-CTTTATGTTTTTGGCGTCTTCCA. 

벡터에 삽입을 위하여 BglII 와 HindIII 제한효소 인지 염기서열을 

사용하였다.  

LF-B1 결합 염기서열의 point mutation (pLT-SE1(TT→CC))을 

제작하기 위하여 PCR을 이용하였다. 주형은 pLT-SE1을 사용하였

고 primer는 7과 8, 9와 10을 이용하여 각각 PCR한 후 증폭된 부

위를 주형으로 하여 primer 7과 10을 이용하여 다시 PCR하여 제작

하였다. pLFB1 vector를 만들기 위하여 HindIII와 XbaI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pLT-SE1에서 luciferase coding gene을 제거하고, 그 위

치에 그림 11a에서 기술한 polylinker를 삽입하였다. Polylinker는 

primer 11과 12를 이용하여 Taq polymerase로 PCR하여 제작하였

다. 

11.   윗 염기서열 : CCCAAGCTTGAATTCAGCTGATATCTGC 

12.  아래 염기서열: TGCTCTAGACTGCAGATATCAGCTG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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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FB1-LacZ를 제작하기 위해 미국의 Stratagene 회사에서 판

매하는 pAAV-LacZ의 β-galactosidase coding sequence를 pLFB1

에 삽입시켜 제작하였다. 

  

2. 세포 배양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 10% fetal calf 

serum, penicillin (200 IU/ml), 그리고 streptomycin (100 mg/ml)을 

첨가한 배지를 이용하여 HepG2 세포와 HEK293 세포를 배양하였

다. 세포는 37℃, 5% CO2를 유지시켜 준다. 

 

3. Transfection 

Transfection은 Promega 회사가 제공한 protocol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간단히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Transfection 하기 전에 

기존의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400 ㎕ DMEM, 2㎍ plasmid, 그리

고 Promega 회사의 Tfx-50 (4㎕)이 혼합된 용액을 배지가 제거된 

세포들 위에 뿌려준다. 이 상태로 1 시간이 지난 후 보강배지를 1 

ml 보충하고 37℃로 24 시간에서 48시간 더 배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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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uciferase 와 β-galactosidase 활성 측정 

Promega 회사에서 제공한 protocol을 이용하여 세포 추출물을 

만든 다음, 이것을 이용하여 luciferase와 β-galactosidase의 활성

을 측정하였다. 간단하게 기술하면, transfection한 세포를 lysis용액

으로 10 분간 상 온도에서 배양한 다음 침강에 의해 세포 추출물을 

만든다. 이 추출물에서 약 50㎍의 단백질을 Promega 회사에서 제

공하는 luciferase 측정 용액 40㎕ 와 혼합한 다음 luminometer 

(MicroLumat, LB96P, EG&G BERTHOLD)를 이용하여 luciferase 

의 활성을 측정한다. 

 β-galactosidase의 활성 측정은 약 50㎍의 단백질을 β-

galactosidase 측정 용액 40 ㎕와 혼합하고 30분 내지 24 시간 동

안 37℃에서 배양한 다음 UV-spectrophotometer(UV-1601 PC,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optical density 420 nm에서 측정

한다.         

 

5. 핵 추출물 분리 

 핵 추출물은 Park과 Walker의 방법 11 으로 만들었다. 간단히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핵을 추출할 세포를 PBS로 씻은 후 긁어서 

4℃, 15000rpm, 1분 동안 원심분리 한다. 상층액 제거 후 400㎕ 

buffer A (10mM HEPES pH7.9 , 10mM KCl, 0.1mM EDTA,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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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TA, 1mM DTT, 0.5mM PMSF)로 약하게 풀어서 얼음에서 30분

간 둔다. 10% NP-40를 25㎕ 넣고 섞어서 4℃, 15000rpm, 1분 동

안 원심분리 한다. 다시 상층액을 제거하고 50㎕ buffer C (20mM 

HEPES pH7.9, 0.4M NaCl, 1mM EDTA, 1mM EGTA, 1mM DTT, 

0.5mM PMSF)에 녹여서 4℃에서 30분간 흔들어 섞은 후 4℃, 

15000rpm, 5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이용한다. 

 

6 .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EMSA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에 기술된 oligonucleotide sequence

를 anneal 하여 정상(1과 2)과 point mutation (3과 4) LF-B1 결합 

염기서열을 제작하였다. 

1.  5‘-CTAGCTGGTTATACTTTAACCAGGACTCATC,  

2.  5‘-GATGAGTCCTGGTTAAAGTATAACCAGCTAG, 

3.  5‘-CTAGCTGGTTATACTCCAACCAGGACTCATC,  

4.  5‘-GATGAGTCCTGGTTGGAGTATAACCAGCTAG. 

 정상과 point mutation LF-B1 결합 염기서열에 T4 

polynucleotide kinase를 이용하여 [ -32P] ATP (DuPont NEN)를 

부착시켰다. 결합 반응을 보기위해 반응용액 (10 mM HEPES, 60 

mM KCl, 1 mM DTT, 1 mM EDTA, 7% glycerol, pH 7.6)에 20 

fmol의 동위원소가 부착된 정상 또는 point mutation LF-B1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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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20-50㎍ 핵 추출물, 1-2㎍ poly dI-dC를 첨가한 다음 얼

음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혼합물은 6% non-denature 

polyacrylamide gel (37.5 : 1  acrylamide/ bisacrylamide)에 

loading한 후 전기영동 액(45 mM Tris borate, 1 mM EDTA 

(0.5×TBE))을 이용하여 4℃에서 180 V로 2시간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 후 gel을 건조시켜 Kodak XR5 film (Eastman Kodak)과 

증폭 스크린을 사용하여 -70℃에서 7-24 시간 넣어두었다. 

 Competition assays를 위해서 동위원소가 부착되지 않은 정상 또

는 point mutation이 있는 LF-B1 결합 염기서열을 1-100배 더 첨

가하여 반응을 실시하였다. Supershift assay를 위해, HNF-1α 항체 

(sc-6548, Santa Cruz, CA, USA) 또는 insulin 항체(Guinea Pig 

anti Insulin, A0564, DAKO)를 첨가하여 반응을 실시하였다. 

 

7.  X-gal 염색 

Transfection한 세포를 PBS로 씻은 다음  4% paraformaldehyde

로 상온에서 10분간 처리하고, 다시 PBS로 두 번 씻는다. 그 다음 

X-gal 용액(1mg/ml X-gal, 2mM MgCl2, 5mM K3Fe(CN)6, 5mM 

K4Fe(CN6)-
3H2O, 0.01%sodium deoxycholate, 0.02% Nonidet P-

40)으로 정색반응(청색)이 관찰될 때까지 37℃에서 처리하고 청색

이 관찰되면 PBS로 씻어서 반응을 중지시킨다. 세포는 N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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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phot 300 microscope and Nikon F-601 camera를 이용하여 사

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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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SV40 viral enhancer에 의한 L-PK proximal promoter의 활성화 

측정. 

SV40 viral enhancer에 의한 L-PK proximal promoter(그림 1)

의 활성화를 보기 위해 그림 2a에서와 같이 L-PK proximal 

promoter를 pGL3-basic 또는 pGL3 –enhancer에 삽입하여 pLT와 

pLT-SE1 plasmid를 제작하였다. 이들을 HepG2와 HEK293 세포

에 transfection한 결과가 그림 2b에 나타나 있다. pLT의 경우 

HepG2와 HEK293 세포에서 모두 luciferase reporter gene을 활성

화시키지 못하는 반면 (lane 3과 4), SV40 viral enhancer가 결합된 

pLT-SE1의 경우 HEK293 세포에서는 luciferase 발현이 활성화 

되지 않는 반면에 HepG2 세포에서는 현저하게 활성화 되었다 

(lane 5와 6). 이 결과는 HepG2 세포에 positive regulatory factor

가 존재하여 SV40 viral enhancer의 활성화를 도와 주거나, 

HEK293 세포에 negative regulatory factor가 존재하여 SV40 

viral enhancer의 활성화를 억제함을 의미한다. L-PK proximal 

promoter에 deletion mutation을 제작하여(그림 3a) HEK293 세포

에 transfection 시킨 결과, 어떠한 plasmid도 reporter gene을 활

성화시키지 못하였다 (그림 3b, lane 1, 3, 5, 7, 9, 11). HepG2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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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transfection한 결과, -66에서 -96까지의 염기서열을 제거 시킨 

L-PK proximal promoter는 reporter gene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

였으나 (lane 6, 8, 10), 이 부위가 함유된 promoter는 reporter 

gene을 현저히 활성화 시켰다 (lane 4와 12). 이 결과는 HEK293 

세포에서 L-PK proximal promoter에 결합하는 negative 

regulatory factor들에 의한 억제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HepG2 세

포 내에 positive regulatory factor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한편 –96

에서 –66까지의 염기서열에 HNF-1α가 결합한다는 보고 6 가 있었

기 때문에 HNF-1α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해 HNF-1α 

결합 염기서열에 두 개의 point mutation을 삽입하였다 (그림 4a). 

이 plasmid를 HepG2 세포에 transfection을 해 본 결과 정상에 비

해 reporter gene의 발현이 확연히 저하됨을 보여 주었다 (그림 4, 

lane 2와 3 비교). 이 결과는 HNF-1α가 HepG2 세포에서 SV40 

enhancer에 의한 L-PK proximal promoter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

할을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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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쥐(rat)의 L-PK proximal promoter의 염기서열. 염기의 번호는 

Cognet et al (Cognet M et al, (1987) J. Mol. Biol. 196, 11-25)에 의해 붙

여진 번호를 표시하였다. HNF-1α 결합 염기서열 (-89/-76)과 TATA box 

(-26/-23) 염기서열을 밑 줄로 나타냈다. (+는 전사되는 염기 표시이며, -

는 전사가 되지 않는 염기 표시이다).  

 

 

 

 



 17

 

 

그림 2.  L-PK proximal promoter의 활성 측정. a, L-PK proximal 

promoter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plasmid를 도식화함: (L-PKPP; 

L-PK proximal promoter, Luc; luciferase gene, SV40/E1; 1 copy의 

SV40 viral enhancer.)  b, 그림 2a에서 설명한 plasmid들을 HEK293 세

포와 HepG2 세포에 transfection 시킨 결과. 그래프는 측정한 luciferase 

수치를 β-galactosidase의 수치로 환산한 값이다. Triplet 실험의 평균 값

이며, 그래프 위의 바(bar)는 표준편차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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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letion mutation을 시킨 L-PK proximal promoter의 활성 측

정. a, 다양한 부위로 deletion mutation 시킨 L-PK proximal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plasmid들을 도식화함. b, 그림 3a에서 설명한 plasmid를 

HEK293 세포나 HepG2 세포로 transfection 시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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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oint mutation을 시킨 L-PK proximal promoter의 활성 측정.  

a, HNF-1α가 결합하는 consensus sequence와 정상의 LF-B1 결합 염기

서열, 그리고 2개의 point mutation를 한 염기서열을 간단하게 도식화함. 

점선은 염기의 동일성을 표시. 화살표는 point mutation 시킨 곳을 표시. b, 

point mutation 시킨 L-PK proximal promoter를 HepG2 세포에 

transfection 시킨 결과.  

2. HEK293 세포에서 HNF-1α에 의한 pLT-SE1의 활성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HEK293 세포에서 SV40 viral enhancer가  



 20

L-PK proximal promoter를 활성화시키지 못함은 아마도 HEK293 

세포에서 HNF-1α가 결핍되어서 생긴 결과라고 추측하고 이 가설

을 확인하기 위해 HEK293 세포에 HNF-1α 유전자를 발현시켜 보

았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의 L-PK proximal 

promoter는 HNF-1α가 발현된 HEK293 세포에서 reporter gene

을 활성화 시켰다 (lane 2와 3 비교), 반면에 point mutation이 있는 

L-PK proximal promoter는 HEK293 세포에 HNF-1α가 발현되었

다 할지라도 reporter gene을 거의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 (lane 4

와 5 비교). 이 결과는 HEK293 세포에서 SV40 viral enhancer가 

L-PK proximal promoter를 활성화 시키는데 HNF-1α가 작용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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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EK293 세포에 HNF-1α 유전자를 발현시킨 경우, 정상 및 point 

mutation시킨 L-PK proximal promoter의 활성 비교. pSPORT1 plasmid 

(GICO BRL) (lane 2와 4), 또는 HNF-1α 유전자 (lane 3과 5)를 Co-

transfection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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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F-B1 결합염기 서열에 HNF-1α의 결합 여부 측정. 

이상의 결과를 보면, L-PK proximal promoter의 LF-B1 결합 염

기서열은 HepG2 세포 및 HNF-1α 유전자를 발현시킨 HEK293 세

포에서 SV40 viral enhancer가 L-PK proximal promoter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LF-B1 결합 염기 서열에 과연 

HNF-1α가 결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MSA를 실시하였다. 그림 

6에서 보면 HNF-1α 유전자를 발현시킨 HEK293 세포 추출물 내

에 정상 LF-B1 결합 염기서열과 결합하는 전사인자가 존재하며 

(lane 1), 이 전사인자는 point mutation시킨 LF-B1 결합 염기서열

과는 결합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lane 2). 이 결과는 이 

전사인자가 LF-B1 결합 염기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함을 의미하고, 

HNF-1α를 발현시키지 않은 세포 추출물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전사인자가 HNF-1α임을 암시한다 (lane 3과 4). 이를 증명하기 위

해 HNF-1α를 인지하는 항체의 존재 하에 EMSA를 실시하였다. 그

림 7에서 보면 이 전사인자는 HNF-1α의 항체를 인지하여 

supershift 되었다. (lane 2). 이는 HEK293 세포에 transfection 하

여 발현시킨 HNF-1α가 L-PK proximal promoter에 특이적으로 결

합함을 의미한다. 또한 HepG2 세포 추출물에도 정상 LF-B1 결합 

염기서열에 결합하는 전사인자가 존재하며 (그림 8, lane 1), 이 전

사인자는 point mutation 시킨 LF-B1 결합 염기서열과는 결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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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떨어짐을 보였다 (lane 2). 그림 9의 competition assay를 통

해 보면 동위원소가 부착되지 않은 정상 LF-B1 결합 염기서열을 

100배 더 넣었을 때 동위원소가 부착된 정상 LF-B1 결합 염기서

열 (labeled LF-B1)과의 결합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lane 1, 2, 3, 4 

비교). 반면 동위원소가 부착되지 않은 point mutation 시킨 LF-B1 

결합 염기서열을 100배 더 넣었을 때는 이러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

았다 (lane 5, 6, 7, 8 비교). 이러한 결과는 이 전사인자가 LF-B1 

결합 염기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함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이 전

사인자가 HNF-1α임을 확인하기 위해 HNF-1α를 인지하는 항체의 

존재 하에 EMSA를 실시한 결과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전사인자가 HNF-1α 항체를 인지하여 supershift 되었다 (lane 2). 

이는 HepG2 세포 내에 정상 LF-B1 결합 염기서열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전사인자가 있음을 보이며, 이 전사인자가 HNF-1α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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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NF-1α 유전자를 발현시킨 HEK293 세포의 핵 추출물을 이용한  

EMSA. HNF-1α 유전자를 HEK293 세포에서 발현 (lane 1과 2) 또는 비

발현 (lane 3과 4) 시키고 그 세포들의 핵 추출물을 만들어 정상 (lane 1과 

3) 및 point mutation된 (lane 2와 4) LF-B1 결합서열에 결합하는 단백질

이 있는지 EMSA를 통해 검사한 결과이다. 화살표는 HNF-1α의 결합으로 

생성된 band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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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NF-1α 유전자를 발현시킨 HEK293 세포의 핵 추출물에서의

supershift assay . 그림 6 lane 1에 보여준 complex에 HNF-1α가 있는지 

HNF-1α 항체를 이용해 검사함. lane 1은 항체를 넣지 않은 경우이고, 

HNF-1α 항체 (lane 2) 또는 인슐린 항체 (lane 3)를 첨가하였다. 

Complex는 HNF-1α의 결합으로 생성된 것. Supershift는 항체가 

complex를 인지하여 더 큰 complex를 형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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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epG2 세포의 핵 추출물에서 LF-B1 결합 서열에 결합하는 단백

질 존재여부 확인. HepG2 (lane 1과 2) 및 HEK293 (lane 3 과4) 세포들의 

핵 추출물을 만들어 정상 (lane 1과 3) 및 point mutation된 (lane 2와 4) 

LF-B1 결합서열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는지 EMSA을 통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화살표는 HNF-1α의 결합으로 생성된 band의 위

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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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epG2 세포의 핵 추출물에서 LF-B1 결합서열에 결합하는 단백

질이 그 염기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지 확인. 반응 시 동위원소가 부

착되지 않은 정상 (lane 1에서 4) 또는 point mutation된 (lane 5에서 8) 

LF-B1 결합서열을 첨가하였다. WT는 정상, MUT1은 point mutation LF-

B1 결합서열을 의미함. 화살표는 HNF-1α의 결합으로 생성된 band의 위

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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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HepG2 세포의 핵 추출물에서의 supershift assay. 그림 8 lane 1

에서 보여준 complex에 HNF-1α가 있는지 HNF-1α 항체를 이용해 검사함. 

lane 1은 항체가 없는 경우이고,  HNF-1α 항체 (lane 2) 또는 인슐린 항

체 (lane 3)를 첨가하였다. Complex 는 HNF-1α의 결합으로 생성된 band

의 위치. Supershift는 항체가 complex를 인지하여 더 큰 complex를 형성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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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epG2 세포에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벡터 개발.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HNF-1α는 L-PK proximal 

promoter에 결합하지만 전사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SV40 viral enhancer를 L-PK proximal promoter에 결합시킬 경우, 

HepG2 세포에서 활성화되었으며 여기에 HNF-1α가 필수적으로 작

용함을 보였다. 따라서 L-PK proximal promoter와 SV40 viral 

enhancer를 이용한다면 HNF-1α가 발현하는 간 세포 에서 유전자

를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pLT-

SE1 plasmid (그림 2)에서 luciferase reporter gene을 제거하고 발

현을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도록 polylinker를 부착시켜 

pLFB1 plasmid를 제작하였다 (그림 11, a와 b). 제작된 plasmid가 

의도대로 작동되는지 보기 위해 β-galactosidase (LacZ) gene을 

polylinker에 삽입하여 pLFB1-LacZ plasmid를 제작하였다. 그림 

12에서 보면 pLFB1 plasmid를 HepG2 세포나 HEK293 세포에 

transfection한 경우 β-galactosidase의 발현을 볼 수가 없었고 (그

림 12, a 와 d),  pLFB1-LacZ plasmid를 transfection한 경우에는 

HepG2 세포에서만 발현됨을 볼 수 있었다 (그림12의 b 와 e 비교). 

CMV promoter가 있는 pAAV-LacZ의 경우 HepG2 세포와 

HEK293 세포에서 모두 발현됨을 보였다 (그림12의 c 와 f). 따라

서 이 결과는 pLFB1을 이용하여 HNF-1α가 발현하는 간 세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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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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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epG2 세포에서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는 벡터 개발. a, 발현 

plasmid에 사용된  polylinker의 염기서열.  HindIII, EcoRI, PvuII, EcoRV, 

PstI, XbaI 의 제한효소를 사용함.  b, 발현 plasmid의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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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발현 plasmid의 활성도 확인. 발현 plasmid에 β-galactosidase 

coding sequence를 삽입 후 HepG2 세포 및 HEK293 세포에서 발현 양

상을 보여주는 그림. 각 각의 plasmid를 HepG2 세포 및 HEK293 세포에 

transfection한 후 β-galactosidase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x-gal 염색을

실시함. a,b,c는 HepG2 세포이고, d,e,f는 HEK293 세포이다. a와d는  

pLFB1 ,  b와e는 pLFB1-LacZ,  c와f는 pAAV-LacZ를 transfection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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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이 연구의 목적은 SV40 viral enhancer가 L-PK proximal 

promoter를 활성화 시키는데 작용하는 cis-element를 찾고, 이를 

이용하여 목적 장기에서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새

로운 expression vector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positive regulatory factor로써 HNF-1α가 

HepG2 세포에서 뿐만 아니라 HEK293 세포에서도 viral enhancer 

에 의한 L-PK proximal promoter의 발현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

소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HNF-1α는 homeobox family의 한 요소로

써 Drosophilae 초기 발육에 작용하는 전사인자 12 로 중요한 역활

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 췌장 인슐린 분비 세포, 소장, 신장의 

proximal tubule등에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3. HNF-

1α는 Homo/hetero-dimerization domain, DNA binding domain, 

transactivation domain (AD) 14 등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세 부

분으로 나뉘어지며 이중 AD 부분은 HNF-1α의 carboxyl-terminal 

부분에 위치하고 ADI, ADII 그리고 ADIII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사

활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앞의 결과들을 보면 HNF-1α는 세 군데의 AD부위를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독으로는 HepG2 세포에서 L-PK TATA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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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발현시키지 못하였는데, 다른 enhancer가 결합될 경우 

enhancer가 promoter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hamster pancreatic beta-

cell line인 HIT 세포에서는 HNF-1α가 효과적으로 L-PK proximal 

promoter를 활성화 시켰으며, HNF-1α 결합부위에 point mutation

을 시킨 결과 reporter gene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data not shown). 이는 HNF-1α가 세포종류에 따라서 L-

PK TATA component의 전사활성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왜 HNF-1α가 전사인자이며 적어도 세 군데의 

transactivation domain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에서 L-PK 

promoter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Sp1 같은 SV40 

viral enhancer의 전사인자들이 비록 그 자신만으로도 promoter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NF-1α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

해 생각하게 되었다 15.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간

세포에서 L-PK TATA box 부위가 닫혀있거나 chromatin에 둘러 

쌓여 SV40 viral enhancer의 전사인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조

밀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세포에서 HNF-1α가 L-

PK TATA box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그러한 조밀한 chromatin 구

조를 열어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DNA binding doma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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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F-1α의 ADII는 CBP, 그리고 ADI은 P/CAF와 SRC-1 과 상호

작용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 이 모든 단백질들은 histone 

acetyltransferase(HAT) 효소활성과 관계되어 있는데 16-17, 이는 

nucleosome의 acetylation에 HNF-1α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최근 Parrizas 18 등의 연구에 따르면 β 세포의 경우  HNF-

1α가 L-PK 유전자나 glucose transporter 2(GLUT2) 등의 조직 

특이적인 target gene을 싸고있는 nucleosome의 hyperacetylation

에 작용하는 반면에 간세포에서는 L-PK 유전자를 싸고있는 

nucleosome이 hnf1-α-/- mice에서 hyperacetylation됨이 관찰되었

다. 이는 간세포에서 HNF-1α의 역할이 L-PK 유전자 주위의 

nucleosome의 hyperacetylation과는 다른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른 가능성으로는 HNF-1α가 간세포 특이적인 

조절 단백질들(예를 들면 전사인자, coactivator, corepressor 또는 

basal transcription machinery 등) 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PK proximal promoter가 두개의 중요한 

cis-element (L-PK TATA box 와 HNF-1α 결합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L-PK proximal promoter를 이용하여 HNF-

1α가 발현되는 세포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발현 

벡터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L-PK prox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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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r 와 SV40 viral enhancer를 포함하는 발현 벡터가 세포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β−galactosidase 유전자

를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그림 12). 따라서 이와 같은 L-PK 

proximal promoter를 기본 promoter로 하는 발현 벡터는 HNF-1α

가 발현하는 간과 같은 장기에서 적절한 enhancer element를 결합

하여 사용된다면 보다 향상된 인슐린 유전자 요법에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며, 또한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간을 목적장기로 하는 

유전자 요법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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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L-PK proximal promoter 는 유전자 전사에 필요한 RNA 

polymerase 가 결합할 수 있는 TATA box 가 존재하고, HNF-1α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염기서열(LF-B1 binding site)이 

존재한다. HNF-1α는 단독으로는 L-PK TATA box 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였지만, 다른 enhancer (예를 들어 SV40 viral 

enhancer)를 L-PK proximal promoter 에 부착시킨 결과 viral 

enhancer 가 L-PK TATA box 를 활성화시키는데에 필수적인 

역활을 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L-PK proximal promoter 를 

이용하여 HNF-1α가 발현하는 세포에서 치료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본 프로모터를 개발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연결되는 

enhancer element 에 따라 치료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벡터를 개발하였다. 이는 당뇨병이나 다른 metabolic diseases, 

또는 간염 및 간암 등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 벡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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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activation of the L-PK TATA components by the 

SV40 viral enhancer-binding proteins requires HNF-1α  in 

HepG2 and HEK293 cells and its application for generating 

expression vectors active in HNF-1α expressing cells 

 

Young Mi Park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 Chul Lee) 

 

Transcription of the L-type pyruvate kinase gene in the liver 

is controlled by several 5’ flanking cis-regions including the 

proximal promoter that harbors a HNF-1α binding site and its 

TATA box. An interesting observation made previously on the 

proximal promoter is that it alone hardly transactivated its  

reporter gene even in hepatocytes. However, in the presence of 

the SV40 viral enhancer, it was able to transactivate efficiently 

its reporter gene in hepatocytes, but not in non-hepat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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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dicates that a negative regulatory factor(s) in non-

hepatocytes, or a positive one(s) such as HNF-1α or possibly 

others in hepatocytes, or both, might modulate the 

transactivation by the viral enhancer-binding factors of the L-

PK TATA box components. Here, we show that rather than a 

negative regulatory factor(s), at least a positive one, HNF-1α is 

needed not only in HepG2 cells, but also in HEK293 cells for the 

transactivation of the L-PK TATA box components by the viral 

enhancer-binding factors. Finally we show that the knowledge 

obtained here on the characteristic behavior of HNF-1α in the 

context of the L-PK proximal promoter may be used to generate 

expression vectors driving therapeutic genes in targeted cells 

such as HNF-1α expressing cells and other enhancers may be 

tethered to modulate the expression of therapeutic genes. 

                                                                              

Key Words : L-PK proximal promoter, SV40 viral enhancer, 

HNF-1α, L-PK TATA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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