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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Gal4-UAS 시스템을 이용한 췌장 특이적 Musashi-1  

과발현 제브라피쉬 형질전환주 

 

최근에 췌장암의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아지면서 의학적, 실험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의 정확한 원인과 기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Musashi-1(Msi1)은 RNA-binding protein으로서 배아 발달에서 표적 

mRNA의 번역(translation)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Msi1 의 기능과 조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다양한 양성, 

악성 종양에서는 Msi1 의 과발현이 관찰되며, 이것은 Msi1 이 

암생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브라피쉬는 발생생물학 연구와 

종양생물학 연구에 아주 유용한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동물인 제브라피쉬를 이용하여 암생성에 관련된 유전자 

(Musashi-1)에 의한 췌장암모델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고, 

Msi1 의 발현에 따른 특정한 변화를 관찰하고자 함에 있다.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Gal4-UAS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형질전환 유전자의 construct, pUAS-GFP-UAS-Msi1 

(대조군 pUAS-GFP)을 생물표지자 GFP와 Msi1 의 췌장 특이적 

발현을 위해, 1-cell stage ptf1a-Gal4 transgenic embryo에 

microinjection하였다. 또한 형질전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Tol2-

mediated transgene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립된 형질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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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피쉬에서 Msi1 의 발현은 후뇌, 척수, 망막, 외분비 췌장에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브라피쉬의 초기 배아의 발생에서 

Msi1 의 비정상적인 과발현은 트립신 유전자에 대한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으로써 확인해본 결과, 외분비 췌장의 분화를 

지연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정상적인 Msi1 의 발현으로 

분화에 연관되는 유전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4 개월 된 성어의 

췌장을 분리하여 microarray분석을 하였다. microarray분석에서 

대조군(ptf1a-GFP)과 Msi1 제브라피쉬에서의 2 배 이상의 변화량을 

비교분석 하였을 때, 2 배 이상의 발현 변화를 나타낸 636 개의 유전자 

중, 434 개의 유전자가 높은 발현량을 보였고, 202 개의 유전자가 낮은 

발현량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분화지연과 암생성에 

관련된 유전자를 선별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에서 Msi1 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췌장의 분화 및 암의 형태적인 변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수립은 췌장암 생성연구에서 암과 

관련된 유전자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췌장암,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Musash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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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발현 제브라피쉬 형질전환주 

 

<지도교수 송시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권 오 현  

 

 

 

Ⅰ. 서론  

 

 췌장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치명적인 암 중의 하나로써 그 

원인과 기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1.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췌장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연구되었으며, 이 유전자들로써 

췌장암의 원인과 그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 

그러므로 암생성에 관련이 있는 유전자를 선별하여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체와 

흡사하며, 췌장이 형태적으로 흡사한 제브라피쉬를 췌장암 모델로서 

이용을 한다면 암생성, 원인, 기작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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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A-binding protein인 Musashi-1(Msi1)은 줄기세포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중추 신경 시스템(central nervous system)과 

줄기세포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5. 포유동물에서의 

Msi1의 기능은 Numb mRNA의 3’ untranslated region(UTR)에 

결합하여, Notch signaling pathway를 억제하고 있는 Numb의 번역을 

억제함으로써 Notch signaling pathway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6. 

Msi1은 신경 줄기 세포에서 Notch의 양성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세포 운명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한다7,8. 그리고 신경계에서의 Msi1은 

신경 줄기 세포의 증식 유지에 큰 역할을 하며, 뉴런의 체세포분열을 

저하시킨다고 연구되어 있다9,10. 또한 세포에서의 Msi1의 과발현은 

세포 증식을 유도하고, 분화를 막으며, 세포자살을 막는다11. Msi1의 

높은 수준의 발현이 서로 다른 악성종양들 사이에서 나타나며, Msi1의 

발현과 그 암세포의 증식 활성화 사이에서 특이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2. 그리고 Msi1의 억제는 세포의 증식, 분화, 자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 Msi1은 주로 Notch signaling 

pathway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Wnt pathway와 Hedgehog 

pathway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13,14. Wnt pathway에서의 

Msi1은 증가된 β-catenin/TCF 의존 전사와 β-catenin nuclear 

localization을 통하여 Wnt pathway를 활성화 시킨다14. 

제브라피쉬는 1980 년대 발생생물학 모델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2000 년대부터 종양생물학 모델로 가치가 부각되었다. 제브라피쉬만의 

다양한 장점 때문에, 종양생물학 연구에서의 실험동물로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실험모델로서의 제브라피쉬의 장점은 실험용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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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개 등에 비해 초기비용과 유지비용이 낮아 비용적으로 효과적이며, 

실험용 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발생적, 

유전적으로 인간과 매우 유사하여 초파리나 선형동물에 비하여 

유전적으로 인류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수정란을 생산하여 

high-throughput 연구가 가능하고, 배아가 투명하고 48 시간의 짧은 

발생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고, 기관 특이적으로 

형광단백과 같은 생물표지자를 발현시키면 생체에서 실시간으로 

특정기관의 관찰이 가능하다. 종양생물학 모델로서의 제브라피쉬는 

악성종양의 생성, 형태 등이 인간과 매우 유사하며, 손쉽게 

형질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5,16,17. 

이러한 장점으로 형질전환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형질전환 

유전자의 발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Tol2 transposon system, binary 

expression 을 위한 Gal4-UAS system 을 사용하여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모델을 수립한다 18,19. Tol2 transposon system 은 유전자 

전달의 효율이 매우 높은 형질전환 수립 전략으로, Tol2 transposase 

gene 을 encompassing 하는 T3TS plasmid 를 이용, in vitro 

transcription 을 통하여 transposase capped RNA 를 제작하여, 

형질전환유전자와 함께 수정란에 주입하게 되면 발현된 

transposase 가 Tol2 right/left arm 을 인식하여 염색체 내로 

전환유전자를 강제 치환하게 되어 형질전환 모델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전략이다 20. 또한 Gal4-UAS system 은 형질전환 유전자의 췌장 

특이적 발현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외분비 췌장 특이적 발현을 

위하여 망막, 소뇌, 췌장의 발생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전사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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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1a 유전자를 이용하며, Ptf1a 도메인에서 Gal4 단백질을 발현하게 

하는 Ptf1a-Gal4 형질전환 라인을 수립하여 Gal4-UAS system 으로 

췌장 특이적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모델을 수립 할 수 있다(그림 1). 

UAS-GFP-UAS-Oncogene 형질전환 라인을 ptf1a-Gal4 형질전환 

라인과 교배하여 F2 세대에서 UAS-GFP-UAS-oncogene/ptf1a-Gal4 

이중 형질전환주를 선별하여, 췌장 특이적으로 GFP 를 발현하기 

때문에 용이한 선별이 가능하다 19.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연구를 위해 암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선별하고, 췌장암 동물모델인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여 선별된 유전자의 암생성에 있어서의 역할과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Tol2 transposon system과 

Gal4-UAS system을 이용하여, Msi1 췌장 특이적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모델을 수립하였고, 췌장의 초기 발달에 있어서 Msi1 의 과발현이 

어떠한 양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유전자 수준에서의 Msi1 의 

과발현에 의한 변화를 microarray 분석과 qRT-PCR로써 확인하였으며, 

Msi1 의 과발현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발현을 나타내는 유전자들(cdx4, 

hnf1b, Numb, Hey1, p45, JAK1)을 선별하였다. 또한 이미 암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Kras에 의한 oncogene 암생성에 

있어서 Msi1 의 발현이 암조직의 표현형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지 관찰하였다 21. 이러한 Gal4-UAS system을 이용한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수립과 암생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췌장암 생성연구와 oncogene의 역할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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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질전환주 수립을 위한 전략인 Gal4-UAS system과 형질전환 

유전자 플라스미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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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형질전환 유전자 Construct 수립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기 위해, BAC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이전에 수립된 Ptf1a:Gal4 라인을 사용하였다. Ptf1a:Gal4 라인은 

Ptf1a domain(망막, 후뇌, 척수, 외분비 췌장)에서 Gal4VP16 단백질을 

발현하는 라인으로 형질전환 유전자의 췌장특이적 발현을 가능하게 

한다 22. 형질전환 유전자의 construct는 생물표지자(GFP)와 함께 

발현시키게 되는데, 이전에 수립되어 있는 JD21-UAS:GFP-Kras 

플라스미드의 변형으로 수립하였다(그림 2). PCR로 증폭된 Msi1 

cDNA를 JD21-UAS:GFP-Kras의 Kas/XhoI site에 삽입하여 JD21-

UAS:Msi1-Kras으로 변형시킨 후, UAS:Msi1 부분을 XhoI/ClaI로 

잘라내어, JD21-UAS:GFP-pA-ΔKras-pA의 XhoI/ClaI site에 삽입하여 

최종 construct인 JD21-UAS:GFP-pA-UAS:Msi1-pA 형태로 수립한다 

(그림 2).  

Msi1 의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Primer: 

forward: 5’ACTACCCGGGATGGAATCGGAAGGCAGCCAAA3’,                      

reverse: 5’ACTATCTAGATCGATCTAATGGTAGCCATTAGTAAAT3’ 

(total 40 cycle, 94℃:5 분, (1)94℃:30 초 (2)55℃:30 초 (3)70℃:1 분 

후, (1)에서부터 39cycle, 70℃: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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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형질전환 유전자의 construct 수립을 위한 전략과 Msi1 형질전환 

유전자 플라스미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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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i1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수립 

 

Msi1 형질전환 유전자 construct(20ng/ul), Tol2 transposase Mrna 

(20ng/ul), Danieu’s buffer와 0.03% phenol red로 microinjection을 

위한 혼합용액을 만들었으며, 이 혼합용액을 Ptf1a:Gal4 1-cell stage 

embryo에 주입하였다. Ptf1a:Gal4 1-cell stage embryo에 MMPI-2 

microinjector를 사용하여 형질전환 construct 혼합용액을 4 pL 씩 

주입하였다. 약 50% 정도의 embryo가 생존하였으며, 주입 후 

2 일째에 형광현미경(Olympus DP71)으로 형광을 확인하여, Ptf1a 

domain에서 녹색형광이 나타나는 embryo(F0)를 선별하였다. 약 

100 마리의 선별된 embryo들을 standardized aquaria system에서 

성어가 될 때까지 키우고, 다음 세대(F1)의 형질전환 라인을 키웠다. 

또한 F2 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녹색형광의 

발현이 있는 F1 라인에서의 embryo를 선별하였다. Tol2 transposon 

system의 사용은 각각의 construct에 의한 F0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25-50%정도가 형질전환 유전자가 발현되는 F1 세대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매우 강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1 세대의 embryo에서 

약 10%정도가 형질전환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났다.  

 

3.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 (WISH)  

 

WISH 실험을 하기 위한 riboprobe를 만들기 위해, Msi1, Trypsin의 

coding sequence를 PCR로 증폭하여 TA cloning을 하였다. PCR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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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1, Trypsin 생산물은 pCRⅡ vector(Invitrogen, CA, USA)에 

삽입하였고, 삽입물의 orientation에 따라 SP6 polymerase를 

사용하여 IVT kit(Roche Applied Science, Germany)를 통하여 Msi1, 

Trypsin에 대한 digoxigenin-labelled riboprobe를 합성하였다.  

WISH 실험을 위한 F2 세대 라인의 embryo는 수정 후 48 시간, 

72 시간, 96 시간에 4% PFA(paraformaldehyde)에서 24 시간(4℃) 

동안 고정하였고, 1X PBST로 씻어낸 후, 100% methanol(-20℃)에 

보관하였다. 고정된 시간별 embryo들을 zHyb(5X SSC, 50ug/mL 

heparin, 500ug/mL torula yeast RNA, 9.2 mM citric acid, 0.1% 

Tween-20) 용액에 riboprobe를 희석하여 embryo의 riboprobe 

상응하는 위치에 결합하게 하였다. Riboprobe가 결합된 부분은 

phosphatase-conjugated anti-Dig antibody으로 결합시켜, NBT/BCIP 

용액으로 색깔을 나타나게 하였다. 

 

4. H&E 염색, In situ hybridization on paraffin sections 

 

Kras 형질전환 라인, Msi1/Kras 라인은 조직의 H&E 염색과 ISH 

실험을 위해 3 개월생 성어를 희생하여 4% PFA(paraformadehyde in 

PBS)에 고정하고, 5 ㎛ 두께로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H&E 

염색은 Kras, Msi1, Msi1/Kras 3 개월생 성어의 조직 슬라이드로 

수행하였다. Hydration / Dehydration of PARAFFIN SECTION 방법을 

사용한다. Sectioning을 위하여 slide를 42℃에서 overnight한다. 3 분 

동안 Histoclear, 100%, 90%, 70%, 50% 의 EtOH를 각 2 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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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다. Hematoxylin and eosin 염색과정을 위하여 Hematoxylin 

30 초간 처리, Eosin 30 초간 처리한 후, 70%, 95%, 100% EtOH를 각 

2 분씩 처리 한다.  

ISH 실험을 위해 대조군인 Kras 라인과 Msi1/Kras 이중 형질전환 

라인을 희생한 조직을 사용하였다. WISH 실험을 위한 riboprobe는 

이미 완성된 Kras coding sequence에 대한 RNA를 사용하였으며, 

Msi1 riboprobe는 WISH 실험에 사용된 Msi1 RNA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조직 슬라이드를 탈파라핀화 과정을 거쳐, 10ug/ml proteinase 

K(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n, Germany)로 단백질을 

제거하였다. 약 18 시간 동안 riboprobe를 조직에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alkaline phosphatase conjugated sheep anti-digoxigenin Fab 

fragment antibody(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n, Germany)를 

조직에 결합시켰다. 각각의 riboprobe가 결합된 조직은 NBT/BCIP 

coloration solution(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n, Germany)로 

색깔을 띄게 하였다. 

 

5. Total RNA 추출과 Microarray 분석 

 

각 라인(Msi1라인과 대조군:Ptf1a-GFP)의 4개월 생의 제브라피쉬 

중, 형광현미경으로 췌장에서 녹색형광을 나타내는 성어를 선별하여, 

그 성어의 췌장만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췌장은 액체질소로 동결시킨 

후, Trizol reagent(invitrogen corporation, Carlsbad,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췌장을 분쇄하고, RNeasy mini kit(Qiagen, Vale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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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USA)를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microarray 분석실험과 Real Time-PCR, Quantitative RT-PCR 

실험에 사용되는 cDNA 합성에 사용되었다.  

Microarray는 Affymetrix GeneChip® Zebrafish Genome 

Array(Affymetrix,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였고, Affymetrix 

GeneChip® Scanner 3000 7G로써 정보를 추출하였다. 표준화 과정은 

PMA normalizatio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여과 방법으로 MAS5 

Detection Call (PMA) Filtering을 사용, 각 비교그룹 중 50% 

이상Present Call로 판정된 Probe 을 분석에 이용하였다(그림 3). 

Student’s T-Test (two tailed , unpaired, Pvalue < 0.05)로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control vs. case (Ptf1a:GFP vs. UGU:Msi1) 비교에서 

fold change가 2배수 이상인 유전자만을 선별하였고, DAVID를 

이용하여 유의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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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icroarray 분석에서 사용된 각 라인별 probe set의 수. 

Affymetrix Expression Console1.1 이용하여 획득한 MAS5 Intensity 

Data. Array 별 Detection value 가 ‘P(Present)’ 인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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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icroarray 분석결과표.  (A)Array-Array intensity Correlation 

Plot. Array 간의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을 

메트릭스 형태로 도식화한 그림. (B)Msi1 형질전환 라인의 

microarray 유전자 발현 결과. Ptf1a:GFP(대조군) 라인과 Msi1 

라인의 유전자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여 변화된 유전자의 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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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DNA 합성, Semi-Quantitative와 Quantitative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을 위해, 형광현미경으로 3 개월 생 대조군(Ptf1a: 

GFP)라인과 UAS:GFP-UAS:Msi1 라인의 췌장에서 녹색형광을 

나타내는 성어 4-5 마리를 선별하였다. 각각 라인의 췌장(4-

5 마리)에서 분리된 총 RNA(2 ㎍)를 oligo(dT) primer(Invitrogen, 

Carlsbad, CA, USA), 10mM dNTP, SuperScriptTMⅡ RNase H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42℃ 1 시간 동안 반응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qRT-PCR은 합성된 

cDNA(0.5 ㎍)를 QuantiTectTM SQBRQGreen PCR Kit (Qiagen, 

Valencia, CA)을 사용하여 실험 하였으며, ABI 7300 Real Time PCR 

System(Applied Biosystems, Poster city, CA, USA)으로 분석하였다. 

Semi-qRT-PCR은 qRT-PCR에서 분석된 CT값에 따른 cycle수로 

수행하였으며, 에티듐 브로마이드, 1% 아가로즈 젤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RT-PCR에 사용된 primer는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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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T-PCR 에 사용된 oligonucleotide 

Gene Primer Product Length(bp) 

β-actin    F ATG GAT GAG GAA ATC GCT GC 151 

     R CTT TCT GTC CCA TGC CAA CC   

Msi1    F GAA GGC AGC CAA AGT AAC CT 225 

     R GTC CAC ACC AGC TTG GTC AA   

Numb    F ATG AAT AAG CTA CGG CAG AGT 202 

     R GCT TCT TAA CAG CAT CCT CA   

Hey1    F GAT TTC AGC TCG TCG GAC AG 150 

     R GAT CCC TCT GCG ACG TTT TC   

p45    F ACA AGA AGG CCC TGA CTA CTG CT 164 

     R AAA CGA TGC CAG CGC TTG   

JAK1    F GAA CTA GCA GTC ATG GAT CTG GG 156 

     R ATG CGG CAT CTC TTG GCA   

HNF1b    F ATG CAG CAG CAC AAT ATC CCT C 134 

     R TGG CCT GGT TGA ATT GTC G   

cdx4    F CTC GCC CGA TTA TAA CAC CAT G 122 

     R CGT TCT CGT TTT GCC GG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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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si1/Kras Double Transgenic Zebrafish 수립과 선별 

 

이미 수립된 두 UAS:mCherry-Kras, UAS:GFP-UAS:Msi1 라인의 

각각 암컷과 수컷의 교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서 이중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라인을 수립한다. 각각의 라인들은 Ptf1a:Gal4 라인에서 

발현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두 라인은 Ptf1a domain에서 Gal4 

단백질이 발현된다. 그래서 Gal4-UAS system에 의하여 두 라인의 

교배로서 이중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였다 19. 두 라인의 

교배로 얻어진 다음 세대의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embryo를 

형광현미경으로 선별한다. 생물표지자로 Kras 라인은 mCherry 

(붉은색형광)를 사용하였고, Msi1 라인은 녹색형광단백질을 

사용하였으며, 이중형질전환 라인을 선별할 때, 형광현미경으로 망막, 

후뇌, 췌장에서 두 생물표지자의 색이 나타나는 embryo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이중 형질전환 라인은 3, 6, 9, 12 개월에 성어를 희생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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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Msi1 의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췌장에서의 발현확인 

 

제브라피쉬에서의 Msi1 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F1 세대의 

치어를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그림 5.A,B,C). pUAS:GFP-

UAS:Msi1 의 construct 는 Gal4-UAS 시스템에 의하여 췌장의 Ptf1a 

domain 에서 발현을 하게 되는데, 초기발생에서는 후뇌, 척수, 

망막에서 먼저 녹색형광의 발현이 확인되고 8,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한 

형태의 췌장으로 발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5.C). 

녹색형광으로 형질전환 유전자 플라스미드의 발현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지만, Msi1 의 더 확실한 발현 확인을 위하여 Msi1 

ribopobe 를 사용한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 을 

수행하였다(그림 5.D,E). 제브라피쉬 치어에서의 Msi1 의 발현은 

Gal4-UAS system 에 의하여 후뇌와 췌장에서 특이적 발현을 확인 할 

수 있다 10(그림 5.D,E).     

  



20 

 

 

   

 
 

그림 5. Musashi-1 형질전환 유전자의 발현 확인. (A-C) 48hpf (hour 

post fertilization), 72hpf, 96hpf 의 치어에서의 녹색형광의 발현 확인. 

흰색 화살표는 후뇌, 망막, 췌장에서의 녹색형광의 발현을 나타낸다. 

(D-E) WISH 에 의해서 확인되는 72hpf(D), 96hpf(E) 치어의 Msi1 

형질전환 유전자의 발현. 후뇌와 췌장에서의 Msi1 형질전환 유전자 

발현(검은색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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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i1 의 발현에 의한 췌장의 분화지연 

 

Msi1 은 줄기세포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 증식, 분화, 

apoptosis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연구되어 있다 5. 그래서 Msi1 가 

제브라피쉬 췌장에서의 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췌장에서의 

Msi1 의 발현이 초기 췌장의 분화에 있어서 지연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6). 췌장에서만 발현이 되는 trypsin을 사용하여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을 한 실험에서 대조군(Ptf1a-

GFP)과 Msi1 라인의 시간대 별(48,72,96 hour post fertilization) 

embryo의 췌장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생후 48 시간의 췌장은 Msi1 

라인에서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그림 6.A), 72 시간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Msi1 라인의 췌장의 분화가 지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B). 생후 96 시간에서는 정상적인 췌장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관찰되었으며(그림 6.C,D),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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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si1 의 발현에 의한 췌장의 초기 분화 지연. Trypsin 

riboprobe를 사용한 Whole-mount In situ hybridization. Ptf1a-

GFP(대조군)과 UGU-Msi1 라인의 시간대별  (A-B) 48hpf, 72hpf 

치어에서 췌장의 초기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D) 

96hpf에서의 Msi1 라인은 대조군과 같이 정상적인 형태의 췌장을 

나타내었다 (C:상측, D: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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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si1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췌장의 microarray분석과 qRT-PCR 

 

제브라피쉬 췌장에서의 Msi1 의 발현됨이 분화지연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Msi1 의 과발현은 세포내에서 암 관련 

pathway의 조절을 통하여 발암성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브라피쉬에서 Msi1 의 과발현이 암 관련 유전자들의 조절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유전자가 

Msi1 의 비정상적인 발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si1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췌장만을 분리하여 microarray분석을 

하였다(표 2). microarray분석은 대조군과 Msi1 라인의 비교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조군 라인에 비해 Msi1 라인에서 2 배 이상의 발현을 

나타내는 전체 636 개의 유전자 중, 343 개의 유전자가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고, 202 개의 유전자가 낮은 발현을 나타내었으며, 이중에서 

췌장의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와 암생성에 관련된 유전자를 

선별하였다(표 2). 췌장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 중, 초기 췌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hepatocyte Nuclear Factor 1 homeobox b(hnf1b), 

Caudal type homeobox transcription factor 4(cdx4)가 아주 낮은 

발현을 나타내었다 23,24. 또한 암생성과 관련 있는 유전자들 중, 

Msi1 이 직접적으로 조절을 한다고 알려진 Notch signaling 

pathway에서의 Hairy/enhancer-of-split related with QRPW motif 

1(Hey1), p53 signaling pathway의 Cyclin-dependent kinase 

2(cdk2), JAK-STAT Signaling Pathway의 Janus kinase 1 (JAK1) 

등의 유전자들이 높은 발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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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rray 분석만으로는 Msi1 라인에서의 유전자 발현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Msi1 라인의 microarray 분석으로 

선별된 유전자들을 quantitative real-time PCR로서 그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Microarray 분석에서 변화가 있는 유전자들로써 qRT-

PCR을 시행한 결과가 그림 7.와 같이 나타났다. 췌장 발달에 관계된 

hnf1b는 낮게 발현이 되었으나, cdx4 의 경우에는 microarray와는 

다르게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다. Msi1 이 직접적인 조절을 한다고 

알려진 notch signaling pathway에서의 hey1 은 Msi1 의 Numb 

발현억제에 의하여 높은 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26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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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si1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췌장의 microarray분석. 

 

 

 

Gene Title 
Gene 

Symbol

Fold  

Change 
GO Term 

Pancreas Development 

Caudal type homeo box  

transcription factor 4 
cdx4 -3.1025685

Regulation of transcription, 

Pancreas development 

HNF1 homeobox b hnf1b -1.437051

Peptidase activity, acting on 

L-amino acid peptides, 

Pancreas development 

Notch Signaling Pathway 

Hairy/enhancer-of-split 

related with QRPW motif 1  
Hey1 1.1758725 

Regulation of transcription, 

Notch signaling pathway 

Cell Cycle 

S-phase kinase-associated 

protein 2, Skp2 
p45  1.20057 

Proteolysis, Cysteine-type 

endopeptidase activity 

p53 Signaling Pathway 

Cyclin-dependent kinase 2  cdk2  1.3861265

Protein kinase activity, 

Serine/threonine kinase 

activity 

JAK-STAT Signaling Pathway 

 Janus kinase 1 JAK1 -1.681793 

Multicellular organismal 

development, Janus kin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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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si1 의 과발현에 의한 췌장 발달과 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 비교. (A) Msi1 라인의 췌장에서 분리한 mRNA의 qRT-

PCR. β-actin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B) 

mRNA의 발현을 RT-PCR로써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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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si1/Kras 이중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oncogene에 의한 

암생성에서의 Msi1 의 비정상적인 발현. 

 

Msi1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12 개월 동안 관찰하여, Msi1 의 

과발현에 의한 oncogene 암생성의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Msi1 라인에서 3, 6, 9, 12 개월의 성어를 희생하여 H&E 염색으로 

췌장에서의 발암적 특성을 관찰하였지만, 암 조직의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8). 

Msi1 이 암세포에서 높은 발현을 보인다고 보고 되어 있지만, 

제브라피쉬의 췌장에서는 Msi1 이 Oncogene으로써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oncogene에 의한 암생성에서 Msi1 의 

발현이 관여하여 특이적인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Kras에 의한 암생성에서의 Msi1 발현을 유도하였다. 이미 

수립되어있는 UAS:mCherryKras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와 UAS:GFP-

UAS:Msi1 라인과의 교배를 통하여 Msi1/Kras 이중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였다. UAS:mCherryKras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라인은 이전에 이미 확보된 종양 라인으로, Kras에 의한 발암적 

특성은 이미 보고된바 있다 21.  수립된 이중 형질전환 라인에서 

암생성의 표현형을 보이는 3 개월의 성어를 선별하여, Kras 

암생성에서 Msi1 의 발현에 의한 암조직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8). 대조군인 UAS:Kras 라인과 UAS:Msi1/Kras 

이중형질전환 라인을 희생하여 관찰하였으며(그림 8.A,B,C), 각각의 

조직에서 Msi1 의 발현과 Kras의 발현을 비교하였다(그림 8.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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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1 이 세포의 초기 발달에서 크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3 개월의 

성어를 희생하였다. 성어를 선별할 때, 형광현미경을 사용하여 

mCherry에 의한 빨간색형광을 나타내는 Kras의 발현과 녹색형광을 

나타내는 Msi1 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Msi1/Kras 이중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췌장암 표현형을 대조군인 

UAS:mCherryKras 라인의 췌장암 표현형을 비교하였다(그림 9). 

일반적인 Kras에 의한 췌장암 조직의 형태와는 다르게 Msi1/Kras 

라인의 췌장암 조직 형태는 변형된 acinar cell carcinoma 형태와 또 

다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변형된 췌장암 조직에서 Msi1 의 

발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Kras 라인과 Msi1/Kras 라인 

췌장암 조직을 ISH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그림 10). Kras 

라인에서 Msi1 의 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그림 10.B), 

Msi1/Kras 라인에서는 Msi1 이 Kras 발현에 의하여 생성된 췌장암 

조직에서 발현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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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AS:GFP-UAS:Msi1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췌장 조직의 

H&E 염색. 정상적인 췌장 조직의 형태와 같은 표현형을 나타냄. 

(A:3 개월 생, B:6 개월 생, C:9 개월 생, D:12 개월 생 형질전환 라인, 

4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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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Kras에 의한 암생성에서 Msi1 발현에 따른 췌장의 형태적 변화. 

Kras 라인과 Msi1/Kras 라인을 비교. (A-C) 대조군: UAS:mCherryKras 

라인의 H&E 염색(A-B)200X,(C)400X. (D-F) UAS:Msi1/Kras 라인의 

H&E 염색(D-E) 200X, (F)4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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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UAS:Kras 형질전환 라인과 UAS:Msi1/Kras 이중 형질전환 

라인 췌장암 조직에서의 Kras와 Msi1 의 발현 확인. (A-B) UAS:Kras 

라인에서의 Kras와 Msi1 발현확인. (C-D) UAS:Msi1/Kras 이중 

형질전환 라인 췌장암 조직에서의 Kras와 Msi1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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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줄기세포 표지자인 Musashi-1 은 번역 과정을 조절하여, 세포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RNA-binding protein이다 5. Notch 

signaling pathway에서 Numb의 발현을 억제하여, Notch의 발현을 

활성화시켜 간접적으로 Hes, Hey1 의 발현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29. 

줄기세포에서 Msi1 은 높은 발현이 나타나고, 세포의 분화, 발달에 

관련된 경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으며, 다양한 

mRNA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17. 또한 Msi1 의 과발현에 

있어서는 세포 증식의 유도와 분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6,7. 이러한 

Msi1 의 역할이 제브라피쉬 췌장에서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나타내며 

암생성에 있어서 특이적인 표현형을 나타내었다. Msi1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에서 형질전환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ol2 

transposon system을 이용하게 된다 18. Tol2 transposon system의 

사용에서 각각의 construct에 의한 F0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25-

50%정도가 형질전환 유전자가 발현되는 F1 세대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매우 강화된 것을 확일 할 수 있었다. F1 세대의 embryo에서 약 

10%정도가 형질전환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났다. 또한 Gal4-UAS 

system의 이용은 기관 특이적 유전자 발현과 binary expression을 

나타낼 수 있다. 이 Gal4-UAS system에 의하여 Msi1 의 췌장특이적 

형질전환 라인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Msi1/Kras 이중 형질전환 

라인의 수립 또한 가능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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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Msi1 에 대한 췌장 특이적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모델을 수립하여, 실험동물 모델에서 Msi1 의 과발현에 따른 췌장의 

분화 지연과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된 발현량을 확인하고, oncogene에 

의한 암생성에서의 형태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Msi1 형질전환 라인의 수립에 있어서 UAS-gal4 system을 통한 

췌장 특이적 발현을 나타내었다(그림 5). 이미 수립된 Ptf1a:Gal4 

형질전환 라인에 기본구조인 pUAS:GFP-Kras 구조를 변형시켜 

완성한 pUAS:GFP-UAS:Msi1 construct를 주입하는 전략으로 Msi1 

췌장 특이적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였다. Ptf1a domain에서 

Gal4 단백질을 발현하기 때문에, 망막, 후뇌, 췌장에서 녹색형광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그림 5,A,B,C), 또한 WISH 실험으로서 

Msi1 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D,E).  

세포에서의 Msi1 의 과발현은 세포 분화를 막는다는 연구가 

있으며 11, Notch signaling pathway와 cell cycle에서 중요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0,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췌장에서 

Msi1 의 과발현에 의해 분화가 지연됨을 나타내었다(그림 6). 

췌장에서만 발현되는 트립신 유전자로써 췌장의 형태적인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트립신 WISH 실험을 통하여 Msi1 형질전환 라인의 

췌장 표현형이 대조군(Ptf1a:GFP)의 췌장 형태와 비교하였을 때, 

분화의 지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이러한  Msi1 의 과발현에 

의한 췌장의 초기 분화지연은 Msi1 의 줄기세포 표지자로서의 역할과 

세포 분화, 재생산의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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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분화와 암생성에서의 높은 발현을 보이는 Msi1 의 과발현이 

유전자 수준에서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si1 

형질전환 라인의 췌장에서 microarray분석과 quantitative RT-PCR로써 

변화를 확인하였다(표 2, 그림 7).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대조군(Ptf1a:GFP)의 유전자 발현과 비교하였을 때, Msi1 형질전환 

라인에서 Msi1 의 비정상적인 발현에 의해 세포 분화지연과 암생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발현을 알 수 있었다(표 2). Msi1 이 Notch signaling 

pathway에서 Numb mRNA에 결합하여 번역(translation)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6, Numb의 발현이 낮아졌다는 것을 qRT-PCR로써 

확인하였으며, Msi1 의 과발현에 의해 Notch signaling pathway의 

downstream에서 Hey1 의 발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그리고 기관발달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JAK-STAT signaling 

pathway의 JAK1 이 낮은 발현을 나타내었다 32. JAK1 의 낮은 발현은 

췌장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트립신에 대한 WISH 

실험에서 제브라피쉬 췌장 초기분화가 지연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췌장 발달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췌장 발달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cdx4, 

hnf1b의 발현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어 췌장의 발달에 두 유전자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33,34.  

Msi1 은 암세포에서 높은 발현을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어 

있지만 35,36, 3, 6, 9, 12 개월 생의 Msi1 형질전환 라인을 희생하여 

관찰해 본 결과 Msi1 에 의한 암생성의 표현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8). Msi1 이 줄기세포의 수준에서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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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oncogene으로서의 능력은 나타내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Msi1 이 암생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암생성에서 또 다른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Kras에 의한 암생성에서 

의 Msi1 의 발현을 유도하여 형태적으로 비정상적인 발현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그림 9). Kras 단독 형질전환 라인(대조군)의 췌장암 

조직과 비교해 보았을 때, Msi1/Kras 이중 형질전환 라인의 암 조직은 

다양한 표현형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Msi1 의 발현에 따른 초기 

암세포의 분화에서 Msi1 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37. 비록 

oncogene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알려진 Msi1 의 암생성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Msi1 이 세포의 초기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암 조직의 분화에서도 형태적인 변형을 나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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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개요를 통하여 본 실험에서는 췌장암의 생성과, 또는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선별하고, 제브라피쉬를 이용하여 선별된 

유전자에 대한 췌장암 동물모델인 형질전환 제브라피쉬를 수립하여, 

유전자의 과발현에 따른 췌장의 비정상적인 표현형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에서 Msi1 의 비정상적인 

발현에 의해 췌장의 초기 분화가 지연되고, 췌장에서의 분화지연, 암 

관련 pathway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암세포에서 높은 발현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Msi1 는 형질전환 제브라피쉬 모델을 12 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암생성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Msi1 이 초기 분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oncogene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oncogene에 의한 암생성에 

있어서 Msi1 의 비정상적인 발현이 형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에서 RNA발현 

조절자, 줄기세포 표지자로써의 Msi1 의 비정상적인 발현은 췌장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암생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암생성에 있어서 그 형태적인 

변화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질전환 제브라피쉬의 

수립과 췌장암을 유발하는 인자에 대한 역할 규명은 췌장암 연구에서 

유용한 platform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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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genic Over-expression of Musashi-1 

in Zebrafish Pancreas Using Gal4-UAS System. 

 

Oh Hyun Kwo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Q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i Qoung Song) 

 

Pancreatic cancer represents a major challenge for both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Musashi-1(Msi1) is an RNA binding 

protein that regulates the translation of target mRNAs during 

embryonic development. Though, its function and molecular 

regulation are not precisely defined yet, various benign and 

malignant tumors have revealed overexpression of MSI1 protein, 

suggesting its involvement in tumorigenesis. The zebrafish has 

emerged as a powerful model not only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biology but also for the study of cancer biology. To 

explore the implication of Msi1 and tumorigenesis, we aberrantly 

expressed Msi1 along with GFP as biomarker in zebrafish exocrine 

pancreas. For organ-specific expression of Msi1, we utilized binary 



45 

expression system by Gal4-UAS system. The transgene construct, 

pUAS-GFP-UAS-Msi1(pUAS-GFP as control) was microinjected 

into 1-cell stage ptf1a-Gal4 transgenic embryo for organ-specific 

expression of both GFP and Msi1 in exocrine pancreas under the 

regulation of ptf1a. The transgenic efficiency was maximized by 

introducing Tol2-mediated transgenesis. Transgenes were 

specifically expressed at ptf1a domain, i.e., hindbrain, spinal cord, 

retina, and exocrine pancreas with spacio-temporal restriction. 

Aberrant expression of Msi1 delayed exocrine differentiation in 

developing embryos as evidenced by delayedexpression of trypsin 

gene on in situ hybridization. To explore differentially-expressed 

genes by aberrant Msi1 expression, microarra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issected pancreas from 4 month-old fish. The 

microarray(4 month-old fish) revealed a more than two fold 

difference in expression between over-expressed Msi1 line and 

control(ptf1a-GFP) in 636 genes: 434 were up-regulated and 202 

were down-regulated. Expression differences of genes were 

confirmed by RT-PCR. These studies suggest the aberrant 

expression of Msi1 has impact on pancreatic differentiation and 

modifies tumor phenotypes in transgenic zebrafish. Moreover, this 

type of transgenic study will be useful for exploring the role of 

cancer-related genes during pancreatic tumorigenesis. 

Key Words : pancreatic cancer, transgenic zebrafish, Musash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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