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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BJ murine osteo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B (FosB) gene is located at chromosome 19, 
and encodes 43 Kda protein. Functionally, the FosB gene is important for differentiation, development, 
and pathogenesis. Furthermore, the FosB gene is suggested as possible biomarker for tracing disease 
prognosis.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plasmid containing a FosB promoter region and evaluate its 
promoter activity. We analyzed the putative promoter region in FosB genomic DNA using bio-
informatics program, and we found important regulatory elements in 1 Kb upstream from tran-
scription start site (TSS). Therefore, we perform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mplification on 
region from-1,555 upstream to +73 of the FosB genomic DNA, and PCR product was inserted into 
TA vector to create the TA-1

st
FosBp plasmid. We then prepared the primer sets, which contain a re-

striction enzyme site for Kpn1 and Nhe1, in order to reinsert into the TA vector to prepare TA-2
nd 

FosBp plasmid. It was finally subcloned into pGL3-luc vector after enzyme cutting. To evaluate 
whether the cloned plasmid is useful in cell based experiment, we performed luciferase assay with 
pGL3-FosBp-luctransfection. FosB promoter activity was increased compared to empty vector, and this 
activ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reatment of doxorubicin and taxol. We obtained consistent data 
on regulation of FosB gene expression after anticancer drug treatment using Western blot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promoter cloning of the human FosB gene is very useful for studying gene 
expression and analyzing bio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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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자 클로닝은 필요한 단백질을 발현시켜 특성을 조사 

하는데 널리 이용 되고 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클로닝 전략

이 있겠지만,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을 LacZ 또는 luciferase 

등의 reporter 유전자에 결합시켜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는 실

험 방법은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을 조사하는데 정확도가 높

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4]. Reporter 분석을 위하여, 바이오 

인포매틱스 관련 사이트에서 해당 유전자에 대한 DNA 정보

를 분석한 후, 유전자의 프로모터 지역에 대한 genomic DNA

를 선별하여 클로닝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FosB (FBJ murine osteo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B) 유전자는 Fos family에 속하는 유전자로 약 43 KDa의 단백

질을 코딩한다[7]. Fos family에 속하는 모든 유전자들은 Jun 

family와 결합하여 AP-1 전사인자를 형성할 수 있다[9]. AP-1 

전사인자의 활성 증가는 세포내에서 특정 단백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표적유전자에 대한 전사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발생 

및 분화과정, 개체 유지, 발병 진행 등을 위해 중요한 기작이다

[16, 23]. FosB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신경계통 질환 등에서 

그 기능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있으며, 외부자극, 또는 환경적 

변화, 특히 신경중심계(CNS; Central Nerve System)에서 고통 

등을 조절하는 다양한 신호전달 기작에 의해 발현이 급격하게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8]. 특히 FosB의 C 말단 부위 101개 

아미노산이 제거된 ΔFosB는 약제남용, 우울증 치료, 스트레스 

적응 등을 매개하는 중요한 전사인자라고 알려져 왔다[25]. Δ

FosB는 truncated splicing variants 이지만, AP-1 전사인자를 

형성할 수 있는 dimerization 영역과 DNA binding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유전자 발현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6, 22]. 어떤 기작에 의해 ΔFosB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보

고는 아직 없지만, ΔfosB단백질이 합성되고 일어날수 있는 단

백질 번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으로 인하

여, ΔFosB의 반감기는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

다[5, 19]. 그러므로 FosB, 또는 ΔFosB는 여러 신호전달 자극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 유전자 산물이며, AP-1 전사인자로서 

표적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능력을 통해, 기능을 수행하는 중

요한 단백질일 것이다.  

한편, 자극전달과정에서 FosB 발현을 조절하는 신호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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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항암제 처리에 의해 

SETDB1 HMTase는 전사수준에서 감소하게 되는데, SETDB1

단백질의 감소로 FosB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14]. 이렇게 발현이 증가한 FosB는 암전이 등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알려진 MMP9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13]. 최

근에는, antimicrobial peptide 처리로 인해 발현이 증가하는 

FosB는 TNBC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의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보고 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FosB가 

drug 반응에 대한 중요한 바이오 마커로 제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17]. 

본 연구에서는 생물정보학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FosB의 

프로모터 부위를 동정한 후, 이를 클로닝하고자 하였으며, 항

암제 처리에 따른 활성도를 측정하여 향후 바이오 마커 분석 

등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FosB 유 자 로모터 분석 

FosB 유전자에 대한 cDNA, genomic DNA내의 엑손-인트

론 서열 분석을 위해, NCBI (www.ncbi.nlm.nih.gov) 또는 

Ensembl (www.ensembl.org)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또한 

프로모터 지역의 CpG 서열분석은 EMBL-EBI CpG plot 

(http://www.ebi.ac.uk/Tools/seqstats/)을 이용하였다.

Genomic DNA 추출 

Genomic DNA 추출을 위해 배양중인 IMR90 세포들을 모

아 DNA 용출완충액(20 mM EDTA pH 8.0, 50 mM Tris HCl 

pH 8.0, 1% sodium dodecyl sulfate, 0.1 M NaCl, 0.5 mg/ml 

proteinase K)을 가하고 55℃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동량의 

페놀:클로로포름:이소아밀 알코올(25:24:1, v/v/v)을 첨가한 

후, 원심분리를 통하여 상층액을 얻어, 두배의 100% 알코올을 

넣고 -20℃에서 침전시켰다. 다음날, 원심분리를 수행한 후 얻

은 침전물에 대해 증류수에 녹여 보관하였다. 

TA벡터 클로닝을 한 1
st
 PCR  2

nd
 PCR

OligoTM V6.5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FosB 프로모터를 

증폭하기 위한PCR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Genomic DNA 

로부터 FosB 프로모터를 증폭하기 위해 1st PCR의 경우 1stFos 

Bp-S1: 5’-GAGCAGTAAGAAGGAGATTGTA-3’, 1stFosBp- 

AS1 5’-CTTGGAAACTTGATTGTTGTGG-3’를 합성하여 사

용하였다. Genomic DNA template 는 1~10 ng을 사용하였으

며, primer 쌍들을 넣은 후, 1 mM dNTPs, 1 μg BSA와 함께 

1 U Taq DNA polymerase (Biosolution, Korea)등을 넣어 25 

μl 반응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제작된 TA-1stFosBp 플라스미

드로부터 2nd PCR을 위해 제한 효소 자리가 첨가된 2ndFosBp- 

Kpn1 S1 5`-AGGTACCGAGCAGTAAGAAGGAGATTGTA- 

3`,  2ndFosBp-Nhe1 AS1 5`-AGCTAGCCACAACAATCAAGT 

TTCCAAG-3`을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PCR 산물은 브롬산 에

티디움(Ethidium Bromide, EtBr)이 포함된 아가로즈젤에 전

기영동하여 증폭여부를 확인 하였고, 젤을 잘라내어 rapid gel 

extraction kit (TAKARA, Japan)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TA-2ndFosBp 플라스미드로부터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FosBp

를 절단하여 pGL3-luc vector와 재조합을 통해 최종 클로닝을 

수행하였다. 

E. coli transformation 

각 단계에서 증폭된 PCR 산물과 클로닝 플라스미드를 혼합

하여 16℃에서 16시간 반응시켜 DNA 재조합을 수행하였다. 

재조합된 DNA 용액을 42℃에서 반응시킴으로써 E. coli XL-1 

Blue에 형질 전환 시켰고, 50 μg/ml의 앰피실린 항생제가 포

함된 LB 고체배지에 도말 하여 형질 전환체를 선별하였다. 

라스미드 추출 

LB 배지에서 배양된 대장균 형질전환체를 모아 알카리 추

출방법을 이용하여 plasmid DNA를 추출하였다. Sol I 100 μl, 

Sol II 200 μl, Sol III 150 μl를 차례로 넣은 후 원심분리를 거쳐 

페놀 정제를 수행하여 에탄올 침전을 수행하였다. 물에 녹인

후 1% agarose gel을 사용하여 전기 영동을 수행하였으며, 플

라스미드 크기 및 제한 효소 절단 등을 이용하여 클로닝된 

플라스미드 DNA를 선별하였다. 

Transient transfection  luciferase 분석

배양중인 A549 세포를 일정시간 굶긴 후, 10 μl의 lipofect-

amine2000 (Invitrogen, USA) 과 5 μg의 pGL3-FosBp-luc 플라

스미드를 혼합하여 넣어주었다. 이후 약 6시간 뒤에 FBS와 항

생제가 들어있는 DMEM 배양액으로 갈아주었고, 12시간 더 

배양하고, doxorubicin 또는 taxol등의 항암제를 12시간 처리

한 후, luciferase assay를 수행하였다. Luciferase assay 는 0.4 

ml의 reporter lysis buffer (Promega, USA)를 이용하여 용해

시킨 후, 이중 20 μl의 cell lysate와 20 μl의 luciferase assay 

시약을 기질(substrate)로 사용하여 luminometer로 측정하였

다. 평균 활성도는 3번의 실험결과로부터 평균과 표준편차 값

으로부터 분석하였으며, β-galactosidase를 이용하여 lucifer-

ase 활성 수치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A549 세포에 doxorubicin 또는 taxol 항암제를 24시간 처리

한 후, 얻은 시료에 RIPA 완충액을 넣어 세포를 파쇄하였고, 

12,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단백질 상층액을 얻어 

사용하였다. 단백질의 농도 측정은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였다. 단백질이 포함된 상

층액 2 μl를 BCA로 발색시켜 bovine serum albumin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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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es on promoter region in FosB genomic DNA. (A) FosB gene is consisted of 4 exons and translation initiation codon 

is in the exon 1. (B) 2 Kb of FosB promoter regions were analyzed with CpG plot. High level of CpG sequence was shown 

in the proximal region near TSS site. (C) FosB genomic DNA was analyzed from Refseq. Upstream region of FosB exon 

1 was predicted as FosB promoter region. It was shown that many cis-elements bind to these regions of FosB genomic 

DNA. Primer set was prepared for PCR amplification. 

로 해서 분광광도계로 농도를 측정하였다. 단백질 분리를 위

해 12%의 acrylamide이 포함된 젤을 준비하여 전기영동을 수

행 하였다. 단백질 시료를 로딩한 후, 20 mA로 1시간 전기영동 

한 다음 PVDF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Membrane

은 5% Skim milk가 포함된 1X TBST buffer (20 mM Tris, 150 

mM NaCl, pH 8.0, 0.5% Tween 20)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하였고, 1X TBST로 10분간 3번 washing 한 후, 1% BSA가 

포함된 1X TBST 에 담겨져 있는 1차 FosB antibody (Santa 

Cruz, USA)를 이용하여 3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다시 TBST 

buffer로 washing 한 후 2차 antibody가 포함된 1X TBST에서 

반응시켰다. ECL 용액(Animal Genetics, Inc. Korea)으로 감광

시킨 후 암실에서 X-선 필름에 노출시킨 후 인화하였다. 

결   과

FosB genomic DNA 분석

FosB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동정하고자 Ensembl 프로그램

들을 이용하여 FosB genomic DNA 서열을 확인하였다. FosB 

유전자는 사람의 19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포에 따

라 다양한 variants 들이 발현된다고 보고되어 있다[12]. 이중 

FosB transcription variant 1은 4 exons으로부터 338개의 아미

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생산할수 있다. 그러나 alternative 

splicing으로 약 100 여개의 아미노산이 제거된 ΔFosB단백질

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15]. 전사 개시점의 염기서열(TSS; 

transcription start site, +1)은 시토신(C)이며, exon 1의 593 

번째 염기부터는 단백질 개시코돈인 ATG 서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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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ategy for FosB promoter cloning. Genomic DNA is 

extracted from normal IMR90 cells. The first PCR ampli-

fication was performed with the extracted genomic 

DNA, and then the PCR product was cloned into TA 

cloning vector to produce TA-1stFosBp plasmid. The 

second PCR ampl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TA-1st 

FosBp plasmid as a template, and then it was cloned 

into TA vector again to prepare TA-2ndFosBp plasmid. 

After TA-2ndFosBp plasmid was cutted with Kpn1 and 

Nhe1 restriction enzymes, and finally ligated in to pGL3- 

luc vector. 

Fig. 3. Cloning of FosB promoter into pGL3-luc vector. It was 

selected to find true clones containing FosB promoter 

PCR product. Several colonies were selected and cutted 

with Kpn1 and Nhe1 restriction enzymes to find true 

colonies.

(Fig. 1A). 또한 Exon 4의 459 번째 염기부터는 단백질 종결코

돈(TGA)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SS upstream 

방향으로 약 2 Kb 부위에는 다양한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이중 약 -300 bp 근처에 높은 CpG 빈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genomic DNA의 구조적인 특징

은 FosB 유전자는 DNA 메틸화 등에 의해 발현이 조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Fig. 1B). 특히, 1 Kb up-

stream 부위에는 약 20여개의 p53 결합 부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GATA-1, NF-kB, sp1 등과 같은 주요 

전사 인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위를 포함하여 FosB ge-

nomic DNA의 upstream -1,555 부위부터 exon 1의 +73 까지 

약 1.6 kb의 FosB 프로모터 부위를 동정하고자 하였다(Fig. 

1C).   

FosB 로모터 클로닝 

FosB 프로모터부위를 pGL3-luc vector로 클로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TA 벡터로 삽입하고자 하였다(Fig. 2). 정상세포인 

IMR90 세포로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이를 template

로 이용하여 FosB 프로모터 부위에 대한 PCR 반응을 수행하

였다. PCR 반응물은 TA 벡터에 삽입한 후 TA-1
st
FosBp 플라

스미드라 명명하였다. 다시TA-1stFosBp 플라스미드를 tem-

plate로 2차 PCR을 수행하였다. 이때 2차 PCR 를 수행하기 

위한 프라이머들은 pGL3-luc vector로 원할하게 클로닝을 할

수 있도록 Kpn1과 Nhe1 제한 효소 절단부위를 프라이머에 

삽입한 후 제작하였다. 따라서 2차 PCR를 수행하여 얻어진 

PCR 산물은 다시 TA벡터로 클로닝 되어졌으며, 이를 TA-2nd 

FosBp 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Kpn1과 Nhe1 제한효소 절단을 

통하여 FosBp를 획득하였으며, 같은 제한 효소로 절단된 

pGL3-luc vector로 삽입하였다. 

pGL3-FosBp-luciferase 라스미드 확인 

IMR90 genomic DNA을 이용하여 수행된 FosB 프로모터 

PCR 증폭은 58℃ annealing 온도에서 예상했던 크기의 FosB 

프로모터PCR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두 단계의 TA

벡터로 클로닝을 거쳐 pGL3-luc vector와 ligation 반응을 수

행한 후, 대장균 변형을 수행하였다. 플라스미드를 추출하여 

확인한 후 제한 효소로 절단하여 FosB프로모터가 삽입된 형질

전환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항암제 처리에 따른 FosBp 활성도 분석

제작된 pGL3-FosBp-luc를 이용하여 항암제에 대한 활성도

를 분석하고자 A549 사람 폐암세포주에 pGL3-FosBp-luc vec-

tor를 transfection 한후 luciferase 활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조군으로는 pGL3-basic-luc 플라스미드를 transfection 하였

다. 각각 플라스미드를 transfection한 후 doxorubicin 또는

taxol을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의 luciferase 활성도 변화는 거

의 없었다. 그러나 pGL3-FosBp-luc 플라스미드를 trans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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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valuation on FosB promoter activity. A) Luciferase assay using the cloned pGL3-FosBp-luc plasmids. A549 cells were trans-

fected with pGL3-basic-luc or pGL3-FosB-luc plasmids and then anticancer drugs were treated for 12 hr. Proteins were ex-

tracted from the cells, and adjusted for luciferase assay. B) Cells were treated with doxorubicin or taxol treatment for 12 

hr. after cells were extracted with RIPA buffer, Western blot was performed using FosB antibody. 

하였을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약 15배 활성도 증가가 있음

을 알수 있었고, doxorubicin을 처리한 실험군의 활성도는 약 

240배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Fig. 4A). 또한 taxol을 처리

한 경우, 약 25배 정도 이상으로 활성도가 증가함을 확인 하였

다. 이러한 luciferase 활성도 증가는 doxorubicin, taxol 등을 

처리한 후 단백질 발현 양상과 비교 하였을 때도 일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4B). 

고   찰

FosB 유전자는 정신 질환(psychiatric diseases) 모델에서 특

히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3, 20]. 여러 정신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제들을 장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만성적인 

약제남용, 약제 중독과정에서 FosB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한다

[1]. 이러한 결과들은 동물모델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설치류 모델동물에 지속적인 코카인 자극을 주었을 

때 대뇌피질 해마조직 등에서 prefrontal cortex (PFC)와 hip-

pocampus (HPC)에서 FosB 전사인자와 ΔFosB의 발현이 증가

한다고 알려져 왔다[10]. HPC의 경우에는 원래는 FosB는 발현

되지 않지만,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ΔFosB 또는 변화

한다고 보고된바 있다[3]. 이러한 FosB전사인자들의 발현의 

기능적 의미는 자극에 대한 보상기작(reward circuitry) 이 가

동되기 위한 하향식 조절 방식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1]. 

Methamphetamine (METH)을 처치한 쥐에서는 FosB를 포

함하는 Fra2, Egr1, Egr3 mRNAs 등과 같은 초기반응  유전자

(IEG; Immdiately Early response Genes)들의 발현이 급격하

게 증가한다[18]. 이러한 발현에는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

(HDAC2)와 인산화된 CREB (pCREB) 단백질이 매개하는 것

이라고 보고도 있다[11]. FosB는 혈액시료의 EDTA에 대한 반

응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조건 실험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

자이며, 이를 활용한다면 진단 마커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약제 조절 기작과 관련된 FosB 유

전자의 프로모터를 클로닝하여 항암제 조절기작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정상세포를 이용하여 PCR 증

폭을 이용하여 FosB genomic DNA의 upstream -1555 부위부

터 exon 1의 +73 까지 약 1.6 kb의 FosB 프로모터 부위를 동정

하였다. Ensemb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FosB genomic DNA 서열 중 프로모터 지역에는 다양한 전사

인자들의 결합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FosB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다양한 신호전달 체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1 상위 방향에 밀집 되어져 있는 CpG island의 

존재는 FosB 유전자 발현 조절에는 DNA 메틸화에 의한 기작

도 있을 것임을 예측 할수 있다. 

Genomic DNA를 template로 이용하여 PCR 증폭을 수행할 

때, 클로닝 등을 고려하여 제한 효소부위를 포함하는 프라이

머를 제작 사용한다면, PCR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효소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프라이머를 사용하

여 PCR 증폭을 수행하여 TA 벡터로 1차 클로닝 하였으며, 

이를 TA-1
st
FosBp라고 명명하였다. 안정적으로 TA 벡터에 클

로닝된 FosB 프로모터 DNA를 template로 이용되어질 수 있

으며, 제한 효소 좌위가 포함된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하여 손

쉽게 PCR 증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TA-1
st
FosBp 플라

스미드를 template로 이용하였으며, TA-2ndFosBp와 같은 2차 

클로닝을 손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한편, 제한효소 좌위가 

포함된 프라이머를 이용한 후, PCR 증폭을 수행하여 바로 

PCR 산물을 제한효소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효소에 의한 

절단 효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

라서 우리는 TA-2
nd

FosBp플라스미드로부터 PCR 산물을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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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어 pGL3-luc 플라스미드로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클로닝 

성공율을 더 높일수 있었다. 

항암제들에 의한 FosB 유전자 발현조절은 아직 정확한 기

작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은 없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FosB 

유전자의 발현은 항암제들에 의해 발현이 감소되는 SETDB1 

HMTase에 의해 조절된다. FosB 발현이 세포증식 증가를 유도

하는 것으로 보아 SETDB1-FosB 발현 체계는 항암제 저항성 

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4]. 우리가 제작한 pGL3- 

luc 벡터로 클로닝된 FosB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transfection 

후 항암제를 하게 되면, FosB 프로모터 활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수 있었다. FosB 프로모터 활성의 정도는 항암제

에 따라 다르며, 이것은 항암제 작용기전이 다른 이유에 기인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FosB 프로모터 동정은 lucifer-

ase 분석을 통한 확인작업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FosB의 발현은 다양한 자극원에 의해 아주 초기에 

증가하는 유전자 이며,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실험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2]. 흥미로운 것은 여러 자극원에 의해 증가하

는 FosB유전자는 ATF3, JunD, JunB 등의 발현증가 양상과 중

요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방암에서 p53 유전자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표적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2].  

따라서, FosB 프로모터를 이용한 분석은 다양한 생리적인 

시스템에서 발현이 조절 되어진다고 알려진 FosB의 기능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며, 유전자 발현 연구에 매우 유

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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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사람 핵DNA로부터 FosB 유 자 로모터 클로닝  활성도 분석

나한흠1․강윤성2․김근철1*

(1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유디피아 분자진단 연구소)

FosB (FBJ murine osteosarcoma viral oncogene homolog B) 유전자는 사람의 19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43 KD의 단백질을 코딩하며, 발생 및 분화과정, 개체 유지, 발병 진행 등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

서는 바이오 마커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FosB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클로닝하여 활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FosB genomic DNA 서열을 확인한 결과, TSS upstream 방향의 약 1 Kb 안쪽 부위에 FosB 유전자 발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따라서 FosB genomic DNA의 upstream -1,555 부위부터 exon 

1의 +73까지 부위에 대한 PCR 증폭을 수행하였다. 또한 클로닝 성공을 높이기 위하여 일차로 TA-1stFosBp plas-

mid를 얻은 후, 다시 TA-1stFosBp plasmid를 template로 Kpn1과 Nhe1 제한 효소 절단부위를 프라이머에 삽입한 

후 제작하여 2차 PCR을 수행하였으며, TA-2ndFosBp 플라스미드를 제작한 후 제한 효소로 절단하여 pGL3-luc 

vector로 subcloning하였다. 제작된 pGL3-FosBp-luc를 이용하여 항암제에 대한 활성도를 분석하고자 A549 사람 

폐암세포주에 pGL3-FosBp-luc 플라스미드를 transfection 한 후 luciferase 활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Luciferase 

활성도 증가는 doxorubicin, taxol 등을 처리한 후 단백질 발현 양상과 비교 하였을 때도 일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FosB프로모터 클로닝은 향후 유전자 발현 연구, 마커분석 등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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