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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1c 에 의한  

마우스 제Ⅰ형 포도당 운반체의 전사조절 

 

 

 

(지도교수 안 용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천 수 

 

제Ⅰ형 포도당 운반체(Glucose transporter type I isoform, 

GLUT1)은 대부분 동물조직에 존재하는 house keeping protein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발암과정이나 저산소증 상태와 같은 

상황에서의 발현조절이 연구보고 되면서 생체 내에서의 발현기전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최근에 GLUT1의 발현이 insulin에 

의해 증가된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이 신호전달과정에 관여하는 

매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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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nsulin 에 의한 GLUT1의 활성증가와 mRNA양이 

증가는 SREBP-1c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SREBP-1c 는 GLUT1 

promoter에 직접 결합하며 결합장소가 sterol regulatory 

element(SRE)임을 확인하였다. 즉 마우스 GLUT1-SRE 는 -85/-80 

(CAGGCC) 부위에 위치 한다. 그러나 이 염기서열은 전형적인 SRE 

와 E-box 염기서열과 부분적으로만 유사하였다. SREBP-1c가 GLUT1 

promoter에 결합하는 사실은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EMSA)로 밝혔으며, Northern blot을 통하여 GLUT1 mRNA가 

증가 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RE 가 GLUT1 promoter -85/-80 위치에 SRE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규명 하였고, insulin이 SREBP-1c의 발현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insulin 에 의한 GLUT1 

발현 조절이 SRE를 통하여 이루어 짐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 되는 말: GLUT1, SREBP-1c, insulin, S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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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1c에 의한 

마우스 Ⅰ형 포도당운반체의 전사조절 

 

(지도교수 안 용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천 수 

서론 

제Ⅰ형 포도당운반체(glucose transportor1, GLUT1)는 체내 

지방조직, 근육조직 등 대부분 조직에서 발현된다1,2,3,4,5,6. GLUT1 

은 house keeping protein 을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발암과정이나 

hypoxia 상태와 같은 상황에서의 발현조절이 연구보고 되면서 생체 

내에서 발현기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GLUT1의 

발현이 insulin에 의해 증가된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이 

신호전달과정에 관여하는 매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포막에서 GLUT1은 상호 전환되는 GLUT1 단량체 의 dimeric 

구조 와 tetrameric 구조로 존재하며, tetrameric 구조가 포도당 

운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GLUT1의 분자량은 124 

kDa ~ 220 kDa 범위에서 변동한다7,8,9,10. 포도당 운반시 기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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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소단위체 중 하나의 소단위체에 결합하여 다른 소단위체 

외측 면이 외부에 더욱 많이 노출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변화로 

인해 세포 내로 들어오는 포도당 양이 2~8배 증가된다. 

3T3-L1 지방세포가 insulin에 장기간 노출 되면 GLUT1 발현이 

증가된다11,12. 이러한 증가는 1 μM insulin 을 처리한 뒤 2 시간 

후에 나타나며 8 시간 이상 유지되며 이는 GLUT1 mRNA의 

안정성(stability) 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증명 되었다13. 배양 L6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결핍시키고 포도당 중간대사물질인 

Xylose를 처리하면 GLUT1의 mRNA 양이 4배 정도 증가하고, 

포도당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insulin을 처리하면 GLUT1의 발현이 

3배 증가된다14. 그리고 포도당에 의한 GLUT1 mRNA 증가는 RNA의 

안정성이 증가된 때문이라고 알려졌다1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insulin은 GLUT1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REBP)은 3 종류의 

isoform이 존재하는데, SREBP-1a와 SREBP-1c는 하나의 유전자에서 

다른 promoter 에 의해 발현되고(alternative splicing), SREBP-

2는 SREBP-1과는 다른 유전자에 의해 발현된다. SREBP-1은 지방산 

대사와 지방산 생합성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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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BP-2는 cholesterol 대사조절에 관여한다16,17. SREBP는 

전구체(110kDa)형태로 합성되고 endoplasmic reticulum과 핵막에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proteolytic cleavage에 의해 

성숙형(50kDa)으로 전환되어, 핵 안으로 들어가 SRE(5´-

TCACCCCCCAC-3´), E-box(5´-CANNTG-3´) 및 유사한 염기서열에 

결합하여 다양한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한다18,19. 과량의 

cholesterol은 proteolytic cleavage를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SREBP 

에 의한 여러 유전자의 전사조절을 억제 한다고 알려져 있다20.21.  

SREBP-1c는 근육, 지방, 간장, 신장22,23,24,25 등 많은 조직에서 

발현된다. 배양 백서근육세포에서 SREBP-1c를 과발현 시키면 

포도당대사와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고, 

근육세포의 insulin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26. 지방세포에서 

SREBP-1c는 포도당대사 와 지방대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27. 일반적으로 SREBP-1c는 insulin 작용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있다. SREBP-1c를 truncation 시킨 

transgenic 마우스는 혈청 leptin양이 감소되며 insulin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나 leptin을 투여하면 insulin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한다28. 이와 반대로 streptozotocin으로 유도한 당뇨쥐는 SREBP-1c 

mRNA 양이 저하되고, insulin을 투여하면 SREBP-1c mRNA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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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된다고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insulin은 SREBP-

1c 발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sulin에 의한 마우스 GLUT1 발현과정에 SREBP-1c 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본 연구에서 그 기전은 GLUT1 

promoter에 존재하는 SREBP-1c 결합 부위인 SRE(-85/-80)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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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Insulin 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최종농도 100 nM로 처리하였다. 

2. Constructs of plasmids  

마우스 GLUT1 promoter의 5' flanking upstream 부위를 마우스 

genomic DNA를 주형으로 하여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법으로 하여 -1227/+138 부위를 증폭 하였다. 증폭한 DNA 

조각을 pCRⅡ-TOPO vector (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에 cloning 하였다. Cloning 된 pCRⅡ-mGT1-1227을 

KpnI/EcoRI으로 잘라서 그 조각을 KpnI/EcoRI으로 절단한 pGL3b 

vector (Promega, Madison, WI, USA)에 다시 subcloning 하였다 

(pmGT1-1227), pSV-sportADD-1(SREBP-1c), pSV-sport ADDN  

(dominant negative form of SREBP-1c) 및 control vector pSV-

sport 는 Dr, Jae-Bum Kim으로 부 터 얻었다. Deletion promoter 

constructs, pmGT1-880, pmGT1-335, pmGT1-125, pmGT1-63 은 

아래와 같은 primer를 이용하여 PCR 증폭하여 cloning 하였다: 

(sense, 5´-GAC TGA ATT TGT GAA-3´. antisense, 5´-TCG AAG 

CTC TAG CTG TGC-3´) (sense, 5´-TGG ACT GGA GGT ACC ACA 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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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tisense, 5´-TCG AAG CTC TAG CTG TGC-3´) (sense, 5´-

CTA GTG AGG TAC CCA GAG TCC-3´, antisense, 5´-TCG AAG CTC 

TAG CTG TGC-3´) (sense, 5´-TCC CCA CGG TAC CAC GCC TCT-3´, 

antisense, 5´-TCG AAG CTC TAG CTG TGC-3´). 마우스 GLUT1 

promoter의 internal deletion construct 는   pmGT1-335에서 31bp 

(-140/-110) DNA 을 잘라서 pmGT1-335-(-140~-110) construct를 

만들었다. 같은 방법으로 pmGT1-335-(-140~-63)과 pmGT1-335-(-

63~+138) construct 을 만들었다. TK-141/-92, TK-111/-35, TK-

65/+31 등의 construct 는 site directed mutagenesis kit 

(Stratagene, La Jolla, CA, USA)을 이용한 mutation primer로 

마우스 GLUT1 -141/-92, -111/-35, -65/+31 부위를 증폭하여 

TK(thymidylate kinase)promoter에 cloning 하였다, pmGT1-

335m1(M1), pmGT1-335m2(M2), pmGT1-335m3(M3) 등 mutant 

constructs는 pmGT1-335 plasmid를 site directed mutagenesis 

방법으로 몇 개의 염기서열을 mutations 하여 만들었다. Cloning 

한 plasmid 는 DNA sequencing으로 확인 하였다.  

 

 

3. 세포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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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C(American Type Cell Culture)에서 구입한 CV-1 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 100 unit/ml, penicillin, 100 ug/ml streptomycin 가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1×105/well의 CV-1 

세포를 6-well plate에 분주하고, DMEM 배지에서 1일 동안 배양한 후 

transfection실험에 사용 하였다 

 

4. Tansient transfection assay  

CV-1 세포를 1 일 배양한 후 Lipofectamine PLUS reagent (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를 사용하여 Felgner 

등(1987)의 방법에 따라 transfection 하였다. DNA 는 각각 500 ng 

GLUT1 promoter construct, 100ng pCMV-β-galactosidase, 100 ng 

SREBP-1c (ADD-1) 및 ADDN 을 사용하였다. 먼저 4 μl PLUS 

reagent 과 OPTI-MEM 배지 100 μl 을 DNA 와 혼합한 후 상온에서 

15 분간 방치하였다. 그 다음 lipofectamine reagent 2 μl 와 

OPTI-MEM 배지 100 μl 섞은 용액을 추가 혼합한 후 다시 상온에 

15 분간 방치하였다. 세포 배양접시를 PBS 로 세척한 후 OPTI-MEM I  

배지 800 μl 추가하고 위 혼합용액을 각 세포 배양접시에 

가하였다. 3 시간 후에 배지를 제거하고 10% FBS 가 함유된 D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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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로 교체하여 더 배양하였다. 18 시간 후 세포가 들어있는 

plate 에서 배양액을 제거하고 2 ml 의 PBS 로 2 회 세척한 후 각 

배양접시에 150 μl lysis 완충액을 가하고 policeman 으로 세포를 

긁어 세포를 회수하였다. 충분히 vortex 한 후 4℃에서 15,000 

rpm 으로 5 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고 이 용액에서 10 

μl 는 luciferase 활성 측정에 사용 하였고, 2 μl 는 

Bradford(1976)29 방법으로 단백질을 정량 하였다. 

Luciferase 활성은 단백질 양으로 교정하였다. 실험은 세번이상 

독립적으로 시행하였다. 

 

5. 백서의 간장에서 핵단백질의 분리  

백서의 간장의 핵단백질은 Gorski 등(1986)30,31 의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하였다. 몸무게 200 g 내외의 Sprague-

Dawley 백서를 마취시킨 후 간장을 적출하고 가위로 잘게 자른 

다음 80 ml 의 균등완충용액을 [10 mM N-(2-hydroxyethyl) 

piperazine-N'- (2-ethanesulfonic acid) (HEPES), pH 7.6, 15 mM 

KCl, 0.15 mM spermine, 0.5 mM spermidine, 1 m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2 M sucrose, 10% 

glycerol, 0.5 mM dithiothreitol(DTT),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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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ylmethylsulfonyl fluoride(PMSF), 5μg/ml proteinase 

inhibitor cocktail(pepstatin A, leupeptin, chymostatin, 

antipain), 1% low fat milk]에 넣고 Polytron(OMNI International, 

Waterbury, CT, USA)을 사용하여  균등액을 만들었다. 초원심분리 

시험관에 low fat milk 를 첨가하지 않은 균등완충용액을 10 ml 씩 

넣고 그 위에 균등액 25 ml 을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은 다음, 

SW 28 rotor(Beckman Instrument Inc., Palo Alto, CA, USA)로 

0℃에서 24,000 rpm 으로 1 시간 동안 원심분리하여 핵을 

침전시키고 상층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렇게 얻은 핵은 즉시 

사용하거나 또는 액체질소에서 급속냉각시켜 -70 ℃에 보관했다가 

다음과 같이 단백질 분리에 사용하였다.  

침전된 핵을 용해완충용액(10 mM HEPES, pH 7.6, 100 mM KCl, 

0.1 mM EDTA, 10% glycerol, 3 mM MgCl2, 1 mM DTT, 0.1 mM PMSF, 5 

μg/ml proteinase inhibitor cocktail)으로 부유시키고 유리 

균등기로 옮겨 20 회 정도 균질화시켰다. 이 용액에 4 M ammonium 

sulfate, pH 7.9 용액을 1/10 부피 첨가한 다음 4 ℃에서 

간헐적으로 흔들면서 30 분간 방치하였다가 Ti 70 rotor 로 0℃에서 

35,000 rpm 으로 1 시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여기에 

ml 당 0.3 g 의 고체 ammonium sulfate 를 천천히 첨가하면서 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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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얼음에서 30 분간 방치하고 35,000 rpm 에서 20 분간 원침 시켰다. 

단백질 침전물을 1 ml 의 투석용액(25 mM HEPES, pH 7.6, 0.1 mM 

EDTA, 40 mM KCl, 10% glycerol, 1 mM DTT)에 녹인 후 투석용액 

500 ml 속에서 2 시간씩 2 회 투석하였다. 투석된 용액은 4 ℃, 

15,000 rpm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제거한 후 

상충액을 분주하여 -70 ℃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다. 단백질의 

양은 bovine serum albumin 을 표준으로 하여 Bradford(1976)의 

방법으로 정량 하였다.  

 

6. DNase I footprinting 실험  

마우스 Ⅰ형 포도당 운반체(mGLUT1) promoter 의 일부를 

함유하고 있는 pmGT1-335 plasmid 를 PstⅠ 과 SalⅠ으로 처리하여 

전기영동한 다음, 223 bp (-199/+24)의 DNA 조각을 QIAquick gel 

extraction kit(QIAGEN GmbH, Hilden, Germany)로 용출하였다. 

SalⅠ으로 절단한 쪽은 5'-overhang 이 되고 PstⅠ으로 절단한 쪽은 

3'-overhang 이 된다. 추출한 DNA 조각을 spectrophotometry 로 

정량한 후 방사성 동위원소로 다음과 같이 표지(label)시켰다.  

DNA 20 μg 에 [α-32P]dATP(10 mCi/ml, 3,000 Ci/mmol, 

Amersham International, Buckinghamshire, United Kingdom) 3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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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x Klenow 완충용액(0.5 M Tris-Cl, pH 7.5, 0.1 M MgCl2, 10 mM 

DTT, 0.5 mg/ml BSA) 2 μl, 4 mM dCTP, dGTP, dTTP 용액 2 μl, 

Klenow enzyme 5 units 를 혼합하고 증류수로 20 μl 로 만든 

다음 37℃에서 10 분간 반응시키고, 여기에 4 mM dATP 2 μl 를 넣어 

37℃에서 5 분간 더 반응을 진행시켰다. 반응액에 0.5 M EDTA, pH 

8.0 용액 1 μl 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1x TBE(20 mM 

Tris, 20 mM boric acid, 1.1 mM EDTA)가 첨가된 5% non-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 전기영동을 150 volt 로 시행하였다. 

Bromophenol blue dye 가 gel 의 끝부분에 왔을 때 한쪽 유리판을 

떼어낸 다음 랩으로 덮고 암실에서 5 분 동안 X-ray film 에 

노출시킨 후 현상하여 label 된 DNA 조각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Promoter 에 해당하는 DNA 조각을 X-ray film 과 gel 의 위치를 

비교하여 gel 로부터 잘라내고 Eppendorf tube 에 넣고 분쇄시킨후 

4 ℃ 에서 overnight vortex 하였다. 그리고 Sephadex G-25 spin 

column 을 통과시켜 표지 된 DNA 조각을 순수 분리 하였다. 이를 

scintillation counter(Beckman Instruments Inc., Fullerton, CA, 

USA)로 계측한 후 100,000 cpm/probe 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핵단백질과 DNA probe 의 결합 반응은 10 mM HEPES, pH 7.9, 60 mM 

KCl, 1 mM EDTA, 1 mM DTT, 7% glycerol, 0.1 μg/μl poly(d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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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50,000 cpm 과 핵단백질 0, 20, 40, 60 μg 을 첨가하고 20 

μl 부피로 만들어 얼음 위에서 30 분간 진행하였다. DNase I 

효소(10 units/μl, Boehringer Mannheim Biochemica, Mannheim, 

Germany)를 희석용액(10 mM HEPES, 60 mM KCl, 25 mM MgCl2, 5 mM 

CaCl2, 7% glycerol)으로 1:2,000 희석하여 각각의 반응물에 5 μl 

첨가하고 2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중지용액(20 mM Tris-Cl, 

pH 8.0, 20 mM EDTA, 250 mM NaCl, 0.5% SDS) 78 μl 와 yeast 

tRNA(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4 μg, proteinase 

K 10 μg 를 첨가하고 45 ℃에서 60 분간 방치한 후 

phenol/chloroform/ isoamylalcohol (25:24:1, v/v/v)으로 

추출하고, 2.5 배 부피의 ethanol 을 첨가하여 -70 ℃에서 1 시간 

이상 두었다가 15,000    rpm, 4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얻은 다음 70% ethanol 로 세척하였다. 남은 용액을 모두 

제거한 후 침전물을 loading 완충용액(0.15% bromophenol blue, 

0.15% xylene cyanol, 5 mM EDTA, pH 7.6, 48.75% formamide)에 

녹여 6% polyacrylamide/8M urea gel 에서 2,000 volt 로 

전기영동하였다. Bromophenol blue dye 가 gel 의 끝 부분에 왔을 

때 한쪽 유리판을 떼어내고 5% acetic acid/5% methanol 용액에서 

20 분간 고정한 후 Whatman 3MM filter paper 에 gel 을 부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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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 건조기에서 말린 후 X-ray film 에 노출시켰다. Footprint 된 

부위가 probe 상의 어느 부위인지 알기 위해서 같은 probe 를 

사용하여 Maxam-Gilbert(Sambrook 등, 1989)의 방법으로 A+G 

sequencing 반응을 시행하고, 이를 반응물들과 나란히 전기영동 

하였다. Probe(50,000 cpm)에 herring sperm DNA 를 4 μg 첨가하고 

부피를 10 μl 로 맞춘 다음 8.8% formic acid 를 3 μl 첨가하고 

37 ℃에서 7 분 방치한 후 얼음에 옮겨 두었다. 여기에 1 M 

piperidine 을 150 μl 첨가하고 90 ℃에서 30 분간 방치한 후 이 

반응액 을 n-butanol 1.2 ml 로 추출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침전물을 1% SDS 용액 150 μl 에 녹인 후 다시 n-butanol 1.2 

ml 로 추출하고 상층액 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를 100 μl 의 

Tris-EDTA(TE), pH 8.0 용액에 녹이고 phenol/chloroform/ 

isoamylalcohol 용액으로 추출한 다음, NaCl 의 최종농도가 200 

mM 이 되도록 첨가하고 2.5 배 부피의 ethanol 를 가하여 

침전시켰으며, 이후의 반응은 footprinting 실험 과 같이 

진행하였다.  

 

7.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14 

 

EMSA 실험에 사용되는 oligonucleotide 는 다음과 같다(밑줄이 

있는 염기서열은 mutation 한 염기서열 이다). 

mGT1-111~-72:5′-CAG AGT CCC GCC CCG GAC GTG CTC CCC AGG CCC CGC CCC C-3′  

M1:5′-TCT GTC GAC CCC GCC CCG GAC GTG CTC CCC AGG CCC CGC CCC C-3′  

M2:5′-TCT CAG AGT CCC GCC CCG GGG AAT TCC CCC AGG CCC CGC CCC C-3′ 

M3:5′-TCT CAG AGT CCC GCC CCG GAC GTG CTC CCG GAA TTC CGC CCC C-3′ 

Oligonucleotide(10 pmol/μl)를 1 μl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probe 을 제조하였다. 1 μl oligonucleotide 에  [γ-32P]ATP 

(6,000 Ci/mmol, Amersham International)를 3 μl 첨가하고 1 

μl 의 10ⅹT4 polynucleotide kinase 반응완충액 (1 M Tris-Cl, pH 

7.6, 200 mM MgCl2, 200 mM β-mercaptoethanol), T4 

polynucleotide kinase(TaKaRa, Sjiga, Japan)을 1 μl 첨가하고 

최종 부피를 10 μl 로 맞춘 후 37 ℃에서 90 분간 반응 시켰다. 

그리고 상보적인 염기서열 oligonucleotide(10 pmol/μl) 5 μl, 

10ⅹH 완충용액 (500 mM Tris-Cl, pH 7.5, 100 mM MgCl2, 10 mM 

dithiothreitol, 1M NaCl) 을 첨가하여 최종 부피 20 μl 이 

되도록 하여 95 ℃ 에서 5 분간 반응 후 서서히 온도를 낮추어 

annealing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TE(10 mM/0.1 mM, pH 8.0) 80 

μl 를 넣어 Sephadex G-25(Amershan Pharmacia Biotec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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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리하였다. 이 중 1 μl 를 사용하여 scintillation 

counter(Beckman)로 specific activity 를 측정하고, 50,000 cpm 

probe 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과 DNA 의 결합반응은 10 mM HEPES, pH 7.9, 60 mM KCl, 1 

mM EDTA, 1 mM DTT, 7% glycerol, 0.1 μg/μl poly(dI-dC), probe 

50,000 cpm 과 Recombinant SREBP-1a 1 μg, 2 μg, 4 μg, 8 

μg 을 첨가하고 20 μl 부피로 만들어 얼음 위에서 30 분간 

진행하였다. 전기영동은 5% glycerol, 0.25× TBE 가 함유된 4% 

polyacrylamide gel 에서 시행하였으며, 0.25x TBE 용액으로 200 

volt 에서 2～3 시간 정도 예비전기영동 후 전류가 일정해진 다음에 

시료를 첨가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 은 Whatman 3 MM 

종이에 붙여 젤 건조기에서 잘 말린 후 X-ray film 에 노출시켜 

현상하였다.  

Competition assay 에서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되지 않은 double stranded oligonucleotide 를 

10 배 또는 150 배의 몰 농도로 첨가하여 실험하였다. 

 

 

8.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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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Total RNA은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방법(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으로 TRIzol® reagent를 이용하여 SREBP-1c 

expression vector를 transfection 시킨 CV-1 세포에서 추출 

하였다. 3 μg total RNA를 random hexamer, oligo-dT mix와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US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1 μl 

reverse transcription 반응 혼합물을 마우스 GLUT1, SREBP-1c 및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GAPDH) primer로 PCR을 

시행 하였다. PCR 조건은 아래와 같다: 94 ℃ 30초, 55℃ 30초, 

72℃ 30초, 28회 반응. 이 실험에서 GAPDH 을 control로 하며 PCR 

에 사용한 primer 은 아래와 같다: 

GLUT1cDNAsense(+73~+93): 

 5`-AGT TTG GCT ACA ACA CTG GAG-3` 

GLUT1cDNAantisense(+759~+779):  

5`-AGG ATG GTG ACC TTC TTC TCC-3` 

9. Northern blot analysis  

Total RNA는 manufacturer 방법(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으로 TRIzol® reagent를 이용하여 SREBP-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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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vector를 transfection 시킨 CV-1 세포에서 추출하였다. 

20 μg total RNA를 5% formaldehyde 포함한 1% denaturing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고, RNA를 nylon membrane 에 transfer 

한 후 UV-cross-linked 하였다. Transfer한 membrane을 2시간 동안 

pre-hybridization을 실시하고 GLUT1 probes과 함께 65 ℃ 에서 4 

시간 hybridization 하였다. Hybridization한 membrane을 

37 ℃에서 2 x SSC, 0.1% SDS (high salt washing 완충액) 과 0.2 

x SSc, 0.1% SDS (low Salt washing 완충액)로 각각 15 분간 

washing 하였다. 그 다음 membrane을 건조시키고 비닐랩으로 싸서 

X-ray 필름에 -70 ℃ 에서 overnight 노출시켜 현상하였다. 18S 와 

28S RNA 을 control로 사용하였다. 

 

10.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3 번 이상의 독립된 실험의 결과로 처리하였다. 

결과는 평균± S.D.과 Student’s t-test 통계법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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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우스 GLUT1 promoter cloning 과 종 간의 promoter 

염기서열 유사성 비교. 

종간의 GLUT1 promoter 염기서열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람, 백서, 마우스 GLUT1 promoter 위쪽 부위를 컴퓨터 searching 

비교 하였다(그림1B). 마우스 GLUT1 promoter의 -301/+157 

부위에서 유사성이 발견 되였으며 이 부위에 중요한 조절부위가 

모여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비교결과를 토대로 마우스 

GLUT1 promoter-1227/+138 부위를 PCR법을 이용하여 증폭하고 이를 

subcloning 하여 promoter luciferase construct를 

만들었다(그림1A). Construct의 염기서열 순서는 전사조절 

시작부위부터 표시하였다.  

 

2. CV-1 세포에서 마우스 GLUT1 promoter의 SREBP-1c에 의한 

활성화. 

마우스 GLUT1 promoter 활성이 SREBP-1c에 의한 활성화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CV-1 세포에 SREBP-1c expression 

vector를 transfection한 후 마우스 GLUT1 promoter 활성을 

측정하였다. -1227/+138 promoter를 cloning한 pmGT1-1227은 

SREBP-1c에 의해 활성이 6배 증가하였다(그림2A). 높아진 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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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BP-1c dominant negative form에 의해 dose-dependent 하게 

저하 되었다(그림2B), 그리고 cholesterol에 의해서 endogenous 한 

SREBP-1c processing 감소에 의해 GLUT1 활성이 

저하되었다(그림2C). 이런 결과는 SREBP-1c 가 마우스 GLUT1 

promoter 활성조절에 activator로 작용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GLUT1 promoter 

부위에서 SRE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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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우스 GLUT1 promoter의 Cloning 과 종 간의 promoter 

sequence 비교. 마우스 (-301~+157), 쥐 (-301~+158), 사람 (-

361~+163) GLUT1 promoter 사이의 유사성 sequence (86.3%)는 

검정색과 회색 box로 표시하였으며, 같은 sequence (52.4%)는 

검정색 box로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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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V-1 세포에서 SREBP-1c의 마우스 GLUT1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영향. GLUT1 promoter(pmGT1-1227)을 Luciferase 

리포터에 연결한후 SREBP-1c(100 ng)과 함께 expression 시킨 실험. 

GLUT1 promoter 의 활성. A. SREBP-1c의 영향. B. Dominant 

negative 형(ADDN)의 SREBP-1c mediated GLUT1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영향. C. Cholesterol이 CV-1 세포에서 GLUT1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결과는 3번에 독립적인 실험 data을 

mean± S.D. 통계법으로 분석 하였음.  

 

3. CV-1 세포에서 마우스 GLUT1 mRNA 발현 양이 SREBP-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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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증가.  

SREBP-1c 에 의한 마우스 GLUT1 mRNA 양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SREBP-1c를 시간별 및 양별로 CV-1 세포에 transfection 

하고 RT-PCR 과 northern blot 을 실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100nM 

insulin 을 처리한 마우스 GLUT1 양을 positive control로 사용 

하였다. 실험 결과 RT-PCR(그림3) 과 northern blot(그림4) 에서 

마우스 GLUT1 mRNA 양은 모두 SREBP-1c에 의해 증가 되었다. 

 

4. 마우스 GLUT1 promoter 부위에서 SRE 위치 확인.  

이상의 결과는 마우스 GLUT1 promoter 부위에 SRE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마우스 GLUT1의 발현은 SREBP-1c 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GLUT1 promoter 내에 SRE 

위치를 확인 하기 위하여 마우스 GLUT1 5′-flanking 부위를 

순차적으로 deletion하여 여러 종류의 construct (pmGT1-880, 

pmGT1-335, pmGT1-125, pmGT1-63)를 만들었고(그림5A), 이들을 

SREBP-1c와 함께 CV-1 세포에 cotransfection 하여 SREBP-1c에 

의한 활성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63 부위까지 deletion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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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V-1 세포에서 SREBP-1c (ADD-1)의 endogenous 

GLUT1 발현에 미치는 영향. A. SREBP-1c를 transfection 시킨 후 

시간 별로 RT-PCR 법으로 관찰한 GLUT1 의 발현. CV-1 세포에 

pSVSPORT 나 SREBP-1c를 각각 4ug씩 transfection 시킨 후 

16,18,20,22 시간 후에 total RNA를 분리한 후 RT-PCR를 

실시하였다. Positive control 은 insulin 을100 nM 처리한 후 

16시간 후에 GLUT1의 양을 RT-PCR로 정량 하였다. B. SREBP-1c 의 

transfection 양에 따른 GLUT1의 발현을 RT-PCR 법으로 정량 한 

실험. CV-1 세포에 SREBP-1c를 각각 0.5ug, 1ug, 2ug, 4ug 

transfection 한 후 18시간 배양 하였다. 각 실험에서 internal 

control를 GAPDH(Glyceraldehydes 3 phosphate dehydrogenas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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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V-1 세포에서 GLUT1 mRNA 의 Northern blot 측정. 

CV-1 세포에 SREBP-1c 을 각각 1ug, 4ug 씩 transfecion 시킨 후 

18시간 배양하였다. Positive control 은 100 nM 인슐린을 처리한 

후 16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Northern blot은 Total RNA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18S 와 28S RNA를 control로 사용하였다.  

 

경우 마우스 GLUT1 promoter 활성이 현저히 저하 되었다(그림5B). 

SRE 위치를 더 상세히 확인 하기 위하여 pmGT1-335 plasmid 에서 -

140/-110, -140/-63, -63/+138 부위를 truncation 하여 pmGT1-335-

(-140/-110), pmGT1-335-(-140/-63), pmGT1-335-(-63/+138) 등 

construct를 만들었다(그림5C). 이들을 SREBP-1c와 함께 C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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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cotransfection 하여 SREBP-1c에 의한 활성변화를 관찰한 

결과 -140/-63 부위를 truncation 한 pmGT1-335-(-140/-63) 이 

SREBP-1c 에 의한 promoter 활성이 현저히 저하 되지만,pmGT1-335-

(-140/-110), pmGT1-335-(-63/+138) 두 construct 는 SREBP-1c에 

의한 promoter 활성이 truncation 전 보다 현저 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5D). 위 결과는 SRE 가 -110/-63 부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런 예측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우스 

GLUT1 promoter 부분(-141/-92, -111/-35, -65/+31)을 TK 

promoter에 cloning 하여 TK-141/-92, TK-111/-35, TK-65/+31 등 

construct를 만들었다(그림6A), 그리고 이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V-1 세포에 transfection 하고 SREBP-1c에 의한 promoter 활성을 

측정한 결과 TK-111/-35 가 SREBP-1c에 의한 활성이 다른 

construct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6B). 이 결과는 위 

실험에서 SRE 가 -110/-63 부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마우스 GLUT1 promoter가 SREBP-1c에 의한 활성화되는 -110 /-63 

SRE 부위에 SREBP-1c 단백질과의 결합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이 -

199/+24 promoter 부위를 probe 을 만들어 백서간장세포 핵에서 

축출한 단백질로 DNase Ⅰ footprinting 측정을 실행하였다(그림7). 

실험결과 -107/-93, -86/-61, -55/-31 부위에서 DNA 와 단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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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마우스 

GLUT1의 SRE 가 -110/-63 promoter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마우스 GLUT1-SRE에 SREBP-1 단백질 의 직접적인 결합.  

DNase Ⅰ footprinting 실험을 통하여 백서간장세포 핵추출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위에 2개 SRE의 consensus sequence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 부위에 SREBP-1 가 직접 

결합하여 마우스 GLUT1 promoter를 활성화하는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111/-72 promoter 부위를 사용하여 EMSA 측정을 실행 

하였다(그림8A). 이 실험에서 positive control은 glucokinase-SRE 

와 SREBP-1 의 결합 복합체이다(그림8A, lane 0). -111/-72 probe 

과 SREBP-1 의 결합은 단백질 양의 증가에 의해 결합복합체는 점차 

커졌다(그림8A, lane 2,3,4,5),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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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우스 GLUT1 promoter 내 SRE 의 위치 확인. A. GLUT1 

promoter를 serial deletion 시킨 리포터 construct. B. GLUT1 

promoter 의 deletion construct에 대한 SREBP-1c 의 효과. 

Luciferase 활성을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였으며 Luciferase 활성을 

CV-1 세포에서 각 deletion construct 의 실험은 3번씩 triplicate 

한 평균치 (mean)± S.D. 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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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마우스 GLUT1 promoter의 internal deletion constructs. D. 

마우스 GLUT1 promoter의 internal deletion constructs 에 대한 

SREBP-1c 의 효과. Luciferase 활성을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였으며 

Luciferase 활성을 CV-1 세포에서 각 deletion construct 의 

실험은 3번씩 triplicate 한 평균치 (mean)± S.D. 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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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우스 GLUT1 promoter 부위에 있는 putative SRE에 

의한 tymidylate kinase(TK) promoter의 활성화. A. GLUT1 

promoter-TK- Luciferase construct 구조. B. SREBP-1c에 의한 

GLUT1 -TK promoter construct 활성화 정도. Luciferase 활성을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였으며 Luciferase 활성을 CV-1 세포에서 각 

deletion construct 의 실험은 3번씩 triplicate 한 평균치 

(mean)± S.D. 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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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TGCAAACC AGCTCAGAGC CACACAGCGA GCGCCCCCAA 

CAGAGCCAGA CTGTGGTCAG TAGCCCTCCG TCCCTCCCCA 

CCTCCCCACA GAACCACGCC TCTCAGAGTC CCGCCCCGGA 

CGTGCTCCCC AGGCCCCGCC CCCTTCGGGC CCACCTACAC 

GCTCCCTCTC CCCCAAGAGC AGAGGCTTGC TTGTAGAGTG 

CGGGTGCCCC GCACACCCTG GGACTGCAGG TTCTAGCATC 

CCCAGAACCA ATGGCGGCGG TCCTATAAAA AGGCAGCTCC 

ACGATCTGAG CTACGGGGTC TTAAGTGCGT CAGGGCGTGG 

 AGGTCTGGCG GGAGACGCAT AGTTACAGCG 

-107   (BoxI)     

-93 -86                 (BoxII)                        -61 -55

                      (BoxIII)                -31

(Sp1)

(Sp1)

(NF-y) (TATA Box)

+1

M1 2 3 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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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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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우스 GLUT1 promoter의 DNase I footprinting 측정. 

DNase I footprinting assay 실험에서 핵단백질은 쥐 

간장세포로부터 분리하였다. Probe 은 GLUT1 promoter 의 -199 

/+24 bp 까지 의 DNA 부분을 [32p]로 표지 시켜 사용 하였다. 

M,Maxam-Gillbert A+G tract; lane1,단백질을 첨가하지 않음; 

lane2,60ug 단백질 사용; lane3, 40ug 단백질 사용; lane4, 20ug 

단백질 사용. Transcription start codon 을 +1로 nucleotide 

숫자를 표시 하였다. 단백질의 결합한 부분은 Box로 

표시하였고(Box I, II, III) 양끝에 nucleotide 번호를 표시하였다.  

competitor( 10~150 배)를 증가시켜 슬 때 결합체는 점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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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그림8A,lane7,8,9). Glucokinase-SRE competitor를 10 배 

사용한 경우 결합복합체는 완전이 사라졌다(그림8A, lane10). 

이러한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SREBP-1 결합위치를 정확히 화인 하기 

위하여 -111/-72 부위 에 SRE로 예측되는 염기서열을 mutation 

시켰다(M1, M2, M3). 이들을 competitor로 사용하여 EMSA 을 

실행하였다(그림8B). 이 실험에서 M3 competitor는 M1, M2 보다 

효과적인 경쟁자로 작용 하였다. 이런 결과는 M3 의 mutation 전 

염기서열은 SREBP-1 과 많이 결합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mutation이 마우스 GLUT1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pmGT1-335 에 M1, M2, M3 와 같은 mutation 을 도입하고(그림9A) 

이 mutant construct(pmGT1-335m1, pmGT1-335m2 pmGT1-335m3)를 

SREBP-1c와 함께 CV-1 세포에 cotransfection 하여 마우스 GLUT1 

promoter의 활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pmGT1-335m1, pmGT1-335m2 의 

활성이 큰 변화 없는 반면 pmGT1-335m3의 활성은 현저히 저하 

되였다(그림9B).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M1,M2 mutation 전 

염기서열은 SREBP-1c와 결합하지만 마우스 GLUT1 promoter 활성에 

영향이 없는 반면, M3 mutation 전 염기서열은 SREBP-1c 와 직접 

결합 하여 마우스 GLUT1 promoter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므로 이 

부위가 마우스 GLUT1 promoter의 SRE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0 1 2 3 4 5 6 7 8 9 10

GK-
SRE GLUT1-111/-72 GLUT1-111/-72

1ug - 1ug 2ug 4ug 8ug 8ug 8ug 8ug 8ug 8ug

- -- - - - - 10~150
GK-SRE
      10Competitor

SREBP-1a

probe

 

 

그림 8. EMSA 실험. A.GLUT1 SRE 부위에 SREBP-1 이 결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REBP-1의 농도를 1~8 ug 까지 증가시키면서 

probe(GLUT1-111/-72)과 단백질의 복합체 형성을 관찰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glucokinase에 존재하는 SRE을 사용하였으며 

competitor로도 사용하였다. Probe 은 [32p]로 표지 된 GLUT1 (-

111/-72) 50,000.cpm 사용하였다. EMSA 실험에서 5% (W/V) non-

denatruring polyacrylamide 전기영동을 시행 하였으며 화살표는 

단백질-DNA 결합체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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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utative SRE 부위에 도입된 돌연변이가 SREBP-1 결합에 미치는 

영향. Probe 은 [32p]로 표지 된 GLUT1 (-111/-72) 50,000.cpm 

사용하였다. EMSA 실험에서 5% (W/V) non-denatruring 

polyacrylamide 전기영동을 시행 하였으며 화살표는 단백질-DNA 

결합체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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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마우스 GLUT1 promoter의 SRE 부분 돌연변이의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영향. A.EMSA 실험에 사용하였던 mutation 

nucleotide 을 이용하여 pmGT1-335m1, m2, m3 construct 를 제작 

하였다. SRE consensus sequence를 윗 그림에 표시하였으며 

돌연변이를 도입한 sequence을 이탤릭 체로 표시 하였다. B. 

Putative SRE sequence의 돌연변이가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각 

리포터 construct는 CV-1 세포에 transfection 시켜 16시간 후에 

Luciferase활성을 측정하였다. Luciferase 활성을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였으며 Luciferase 활성을 CV-1 세포에서 각 deletion 

construct 의 실험은 3번씩 triplicate 한 평균치 (mean)± S.D. 

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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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SREBP-1c 는 SRE, E-box 및 이와 유사한 염기서열에 결합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결합의 유연성은 SREBP-1c basic domain 에 

존재하는 tyrosine 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18,19. SREBP-1c 은 여러 

조직에서 발현 되며 지질, 지방대사 및 포도당 homeostasis 을 

조절 한다고 보고되었다26,27,28. Insulin 은 백서 배양 간장세포에서 

SREBP-1c mRNA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증가는 포도당 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32. Insulin 은 SREBP-1c 발현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endoplasmic reticulum에 있는 SREBP-1c 

전구체형을 4~5배 증가시키고, 핵에 있는 성숙형을 2~5배 

증가시킨다고 보고 되어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마우스에 고농도 

포도당을 투여한 후 및 streptozotocin으로 유도한 당뇨쥐에 

insulin 을 처리한 경우에도 관찰 되었다27. 

GLUT1은 많은 조직에서 발현된다. Insulin을 처리하면 3T3-

L1지방세포 및 L6 근육 배양세포에서 GLUT1 발현이 증가되어 

포도당 homeostasis을 조절한다. GLUT1 단백질 발현이 동물 

당뇨모델 과 당뇨병환자 조직 sample에서 현저한 변화는 없지만, 

insulin 을 처리하면 GLUT1 mRNA 양은 증가된다33. 이러한 현상은 

GLUT1 translation 억제와 GLUT1 mRNA 안정성(stability)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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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mRNA 는 증가하지만, 단백질의 변화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있다34.  

본 연구에서 마우스 GLUT1의 활성과 mRNA양은 SREBP-1c에 의해 

증가되고, SREBP-1c 단백질은 직접적으로 마우스 GLUT1 promoter에 

결합한다는 사실을 EMSA, DNase I footprinting 실험으로 증명 

하였다. 또한 SREBP-1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마우스 GLUT1 

promoter 염기서열은 전형적인 SRE 와 E-box 염기서열과 

부분적으로만 유사하다고 생각 된다(그림9). SREBP의 조절을 받는 

target gene에는 많은 불규칙한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SRE가 

존재한다35, 그리고 SREBP는 이런 불규칙 SRE와 결합하는 친화도가 

다르기 때문에 활성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 된다. Glucokinase-

SRE와 비해 마우스 GLUT1 promoter가 SREBP-1c에 의해 활성화 되는 

정도가 낮은 이유는 이러한 SRE sequence 차이로 인한 결합력의 

차이로 생각된다. pmGT1-335m3은 pmGT1-335m1과 pmGT1-335m2 에 

비해 SREBP-1c에 의한 promoter 활성이 현저히 저하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마우스 GLUT1-SRE는 -85/-80 부위에 위치한다고 

생각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insulin에 의해 조절되는 

GLUT1발현은 SREBP-1c에 의해 매개되며, 이러한 전사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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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1의 promoter -85/-80에 위치한 SR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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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마우스 GLUT1-SRE는 promoter -85/-80 부위에 위치하며, SREBP-

1c는 이 promoter 부위에 결합하여 insulin에 의한 마우스 GLUT1 

발현을 조절하고 세포 내로 포도당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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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on of Type I mouse Glucose Transporter Gene Promoter 

Activity by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1c 

 

Tian-Zhu L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Ho Ahn)  

Glucose transpoter1 (GLUT1), which is expressed in many tissues 

including adipose tissues and muscle tissues, acts as a house keeping protein. 

Although regulatory mechanism for GLUT1 gene expression is not well 

understood, it has been known that GLUT1 expression is upregulated in 

cancerous and hypoxic condition.  

SREBP-1c is an isoform of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 

(SREBPs), which can binds both sterol regulatory element (SRE,5`-

TCACCCCCCAC-3`) and E-boxes(5`-CANNTG-3`) or to related sites. 

SREBPs is known to regulate glucose homeostasis and fat metabolism.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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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BP-1c is one of the major transcriptional mediator of insulin action.  

In this regard, we examined the effect of SREBP-1c on the GLUT1 

promoter activity. Serial deletion study of the constructs revealed that the 

promoter activity was dramatically decreased when -63 region was deleted. 

DNase I footprinting assay using rat liver nuclear extract showed the 

protection between -107 and -31, suggesting the presence of SRE in this 

region. The protein binding to this site was further investigated by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with a recombinant SREBP-1a 

and self competitor. From this study, we have localized the SRE in the region 

of -85/-80. Introduction of a mutation in this region resulted in the dramatic 

decrease in the promoter activity. Also, transfection of SREBP-1c caused 

increase in the endogenous GLUT1 mRNA expression in CV-1 cells. 

Taken together, it is concluded that mouse GLUT1 promoter can be 

regulated by SREBP-1c which mediates insulin function in the regulation of 

glucose homeost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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