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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합성된 화합물의 의약학적 작용기전 규명을 위해서는 소분자 화합물과 결합하는 

표적 단백질을 이용한 다양한 drug-target interaction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Insulin-like growth factor 1 receptor(IGF-1R)은 transmembrane tyrosine 

kinase receptor로 세포 분화, 성장, 세포자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암

세포에서 과발현 되며, 당 대사에 관여하는 Insulin receptor(IR)과 구조적으로 유사

하여, 소분자 화합물 등으로 IGF-1R의 활성을 조절하면 암 세포 억제와 함께 당 

대사도 조절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uman IGF-1R의 kinase domain을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이용해 

다양한 affinity tag을 포함하는 활성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작하고 분리정제 하고

자 하였다. 여러 가지 cell line과 벡터를 사용하여 배양 조건을 최적화하여 E.coli 

로부터 soluble protein을 얻을 수 있었다. E.coli 는 eukaryote와 달리 대사 속도

가 빠르고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folding이 유도되지 않거나 soluble protein을 얻었다 하더라도 활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곤충 세포에서도 정제를 진행하여 두 가지 세포에서 만들어낸 IGF-

1R의 활성을 서로 비교, 관찰하였다. 또한 곤충 세포에서의 transfection 및 

infection 조건을 조절하고 정제 방법을 최적화하여 활성 있는 IGF-1R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continuous spectrophotometric assay를 통해 억제 효과를 비교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활성을 가지는 단백질은 소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스크린에 직접 활용되어 효소억제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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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Insulin-like growth factor 1 receptor(IGF-1R), 단백질 분리 정제

(Protein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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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GF-1R은 Insulin-like growth factor-1 receptor의 줄임 말로, 이름과 같이 같

은 receptor tyrosine kinase(RTK) superfamily인 insulin receptor(IR)와 kinase 

domain의 서열이 84% 유사한 transmembrane protein이다.4) IGF-1R은 발생과 증

식에 관여하며, 활성화 되면 세포 사멸을 막는다.2) Glioma, lung, ovary, breast, 

carcinomas, sarcomas, melanoma와 같은 여러 tumor들에서 IGF-1과 함께 과발

현되는 경향이 있어12)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항암 표적이며, 구조가 비슷한 IR은 

IGF-1R의 역할과는 전혀 glucose 수송과 glycogen, fat대사에 중요한 조절자로 알

려져 있다.3) 그렇기 때문에 소분자 화합물 등으로 IGF-1R의 활성을 조절하면 암 

세포 억제 효과와 함께 구조가 비슷한 IR에도 영향을 미쳐 당 대사 조절 효과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IGF-1R 활성의 자세한 분자 수준의 

기작과 sequence가 유사한 IR과의 구조적, 효소활성적인 차이는 잘 밝혀지지 않아

서11) IR의 off-targetting 또한 새로운 목표로 떠오르고 있다. 

 IGF-1R과 IR은 모두 Heterotetrameric molecule이며 extracellular domain으로 

성장인자 결합부위인 두 개의 a-chain과 extracellular domain의 일부, 

transmembrane region, intracellular domain, C-terminal tail로 이루어진 두 개의 

β-chain이5) disulfide bond로 서로 연결되어있다.6) 

Basal state에서 IGF-1R의 경우, kinase domain(cytoplasmic)의 C lobe에 위치한 

유연한 절편(activation loop)의 Tyr1135가 활성 부위에 붙어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다.7) 리간드인 IGF-1, IGF-2가 두 개의 extracellular subunit들의 ectodomain

에 결합하면8) 5a) 하나의 kinase domain이 다른 kinase의 Tyr1135와 activation 

loop에 있는 또 다른 두 tyrosine들(Tyr1131, Tyr1136)의 phosphorylation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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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는 autophosphorylation이 유도된다. Transmembrane helix와 kinase 

domain사이에 있는 Juxtamembrane region과 Kinase domain의 C-terminal 

region에 있는 Tyrosine들도 autophosphorylation이 되는데, Kato(1994)와 

Lekoith(1995)의 구조 연구에 의하면 Juxtamembrane region에 있는 pTyr950은 

IR substrate(IRS) 단백질들과 Shc가 가진 phosphotyrosine-binding domain들을 

불러오는 자리를 만들고,9)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와 phosphinositide 

30-kinase의 신호전달 연쇄반응들이 일어난다.10) Activation loop의 인산화는 

autoinhibitory conformation을 불안정하게 하고 active form을 안정화시킨다. 

IGF1RK-3P의 결정 구조에 의하면 tris-phosphorylated activation loop이 견고하

고, kinase C lobe에 가까이 위치해서 기질 결합과 촉매 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또, Two-dimensional phosphopeptide-mapping studys에 의하면 

phosphorylation은 주로 Tyr1135, Tyr1131, Tyr1136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

고도 있었다. 

이러한 IGF-1R의 autoregulation에 관한 연구는 2001년 Favelyukis의 tri-

phosphorylated IGF-1R 구조 연구에서 잘 밝혀져 있다. 11) IGF-1R kinase domain

은 tyrosine kinase family의 전형적인 구성요소가 잘 보존되어 있는 kinase이다. 5

개의 anti-parallel β-strand(β1-β5)들과 하나의 α-helix(αC)로 이루어진 N-

terminal(NT) lobe, 여덟 개의 α-helix(αD-αJ)과 세 쌍의 anti-parallel β-

strands(β7-β8, β6-β9, β10-β12)로 이루어진 C-terminal(CT) lob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2) ATP analog는 두 lobe들 사이의 cleft에 위치하고 peptide 

substrate는 CT lobe에 결합한다.(그림 3a) pTyr 1135의 phosphate group은 Arg 

1137과 함께, 그리고 pTyr 1136의 phosphate group은 Arg 1128과 Lys 1138와 

salt bridge를 이루며(그림 3b) 그 중에서도 pTyr 1136과 Arg 1128의 상호작용은 

activation loop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et 1126은 Leu 1144, Pro 

1145와 함께하며 hydrophobicity는 1126과 1144 residue에 보존되어 있고,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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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hydrophobic residue인 Ile 1130은 Val 1102와 함께한다. His 1103과 Arg 

1104는 activation loop과 수소 결합하고 Asp 1134는 Lys 1100과 slat bridge를 

이루며, β6-β9, β10-β12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activation loop의 안정성이 도움

을 받는다. pTry 1131은 다른 residue들간의 상호작용 없이 노출되어 있다.  

IGF-1R을 통한 signaling pathway에는 Ras/Raf/MAPK(MEK)/Erk, PI-

3K/Akt/mTOR pathway가 포함되며1) 2) Activation loop이 인산화 되면 안된 것 보

다도 300배 정도 기질 인산화가 빠르고 수용체의 비활성은 이를 억제시켰다.7a)  

IGF-1R을 표적으로 하는 소분자 억제제들, IGF-1R ectodomain의 항체들, 그리고 

RNA interference등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clinical trial중에 있고, 

ganitumab(AMG497) 또한 이에 포함된다.13) 이들의 Clinical trial의 초기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되어있다.14) 

 

그림 1. IGF-1R pathway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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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GF-1R kinase domain의 리본 다이어그램. 번호 붙여진 청록색 구조는 β-

strands, 알파벳으로 이름 붙여진 빨간색 리본은 α-helices을 나타낸다. 

Tyrosine이 포함된 peptide는 주황색(오른쪽)으로 표시되어있고 ATP analog인 

AMP-PCP(β, γ-methyleneadenosine 5’-triphosphate)는 검은색(가운데)으로 

표시되어 있다. 점선은 불규칙한 부분을 나타내며 N-terminal은 NT로 

표시되었다.11)  

 

합성된 화합물의 의약학적 작용기전 규명을 위해서는 소분자 화합물과 결합하는 

표적 단백질을 이용한 다양한 drug-target interaction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Human IGF-1R의 cytosolic domain(IGF1RC, R930-C1337)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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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IGF-1R kinase domain과 activation loop의 상호작용. (A) Hydrophobic 

interaction을 안정화 시키는 activation loop의 redidues 1123-1145가 초록 

선으로 나타나 있고, hydrogen bond는 검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B) 다른 

kinase와 상호작용 중인 catalytic loop(주황색, residues 1100-1105)은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다. β12(residues 1157-1159)은 연한 회색으로 표시되었다.11) 

 

안에 포함되어 있는 kinase domain(IGF1RK, V956-E1246)을 유전자 재조합 방식

을 이용해 다양한 affinity tag(N-terminal poly-histidine tag, TRX tag, GST tag)

을 포함하는 활성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작하고 분리 정제하고자 하였다. pET28a 

벡터의 N-terminal poly-histidine tag은 6개의 histidine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크기가 작아 재조합 단백질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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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idine tag과 thioredoxin(TRX) tag이 함께 발현될 수 있는 pET32a와 

glutathione-S-transferase(GST) tag이 발현되는 pGEX4T1을 벡터로써 사용할 경

우에는 재조합 단백질의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나 막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정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IGF-1R 뿐만 

아니라 많은 단백질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E.coli시스템(IPTG를 

이용한 Lac operon 과발현 시스템)을 적용시켜 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cell line과 벡터를 조합하고 배양 조건을 최적화하여 E.coli로부터 soluble 

protein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E.coli는 eukaryote와 달리 대사 속도가 빠르고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folding이 

유도되지 않거나 soluble protein을 얻었다 하더라도 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곤충 세포에서도 정제하여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활성을 가지는 단백질은 소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screening에 

직접 활용되어 단백질 활성 연구 및 효소억제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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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과 및 고찰 

 

1. E.coli에서 발현시키기 위한 클로닝 

 

 

그림 4. 클로닝에 대한 도식도. PCR로 증폭시킨 IGF-1R DNA의 단편과 벡

터를 제한효소로 잘라낸 후 재조합 하여 목적한 재조합 DNA를 얻는다. 

 

여러 벡터와 IGF-1R의 domain을 조합하여 pET28a-IGF1RC, pET28a-IGF1RK, 

pET32a-IGF1RC, pEET32a-IGF1RK, pGEX4T1-IGF1RC, pGEX4T1-IGF1RC 총 

6가지의 construct들을 만들었다. pET28a-IGF1RC, pET28a-IGF1RK, pET32a-

IGF1RC, pEET32a-IGF1RK의 경우는 T7, T7ter primers를, 그리고 pGEX4T1-

IGF1RC, pGEX4T1-IGF1RC의 경우는 pGEX5, pGEX3 primers를 사용하여 colony 

PCR을 통해 벡터에 insert가 삽입되었는지 판단하였고(그림 6) sequence 또한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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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CR로 증폭시킨 IGF1RC(1233bp)와 IGF1RK(882bp)의 DNA 단편. 

Agarose gel에 loading하여 순도와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림 6. pET32a-IGF1RK와 pGEX4T1-IGF1RK의 colony PCR 결과. pET32a에 의

도하던 대로 클로닝이 되면 1637bp가 되고, pGEX4T1에 클로닝이 되면 1061bp가 

된다.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lane은 모두 제대로 클로닝 되지 않은 개체들에 대한 

colony PCR product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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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li에서의 재조합 단백질 발현 및 정제 

His-IGF1RK를 JM109에서 과발현시킨 후, protease inhibitor를 써서 정제한 결

과, 37kDa 부근에서 과발현된 IGF1RK 단백질이 정제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부분

이 insoluble이었고 순도 또한 좋지 않았다.(그림 7) 

 

그림 7. His-IGF1RK(37kDa)를 JM109에서 발현시킨 후 정제한 결과의 SDS-

PAGE analysis. 과발현 되었으나 대부분이 insoluble이었다. M;Marker, 0.8;OD600, 

A/I;After IPTG induction, A/S;After sonication,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4;4th wash, E1-5;1st to 5th elution 

 

Glutathione agarose와 결합시키는 별도의 시간 없이 바로 gravity column에 

loading하여 정제한 결과, GST-IGF1RK로 추정되는 단백질이 JM109로부터 과발현

되어 정제되었으나 SDS-PAGE analysis 결과 양상은 His-IGF1RK와 비슷하였고, 

순도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그림 8) 그러나 같은 construct를 

DH5α에서 발현시켜서 protease inhibitor를 사용하지 않고 정제했을 때는 순도가 

좀 더 개선되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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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ST-IGF1RK(60kDa)을 JM109에서 발현시킨 후 정제한 결과의 SDS-

PAGE analysis. 대부분이 insoluble이었지만 His-IGF1RK보다는 다소 순도가 개

선되었다. M;Marker, B/I;Before IPTG induction, A/I;After IPTG induction, 

A/S;After sonication,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2;2nd wash, E1-5;1st to 5th e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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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H5α에서 GST-IGF1RK(60kDa)를 발현시킨 후 정제한 결과의 SDS-

PAGE analysis. 대부분 insoluble이었으며 JM109에서 발현시켰을 때 보다는 순도

가 개선되었다. M;Marker, B/I;Before IPTG induction, A/I;After IPTG induction, 

A/S;After sonication,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2;2nd wash, E1-5;1st to 5th elution 

 

GST-IGF1RC와 GST-IGF1RK를 각각 BL21(DE3)에서 과발현 시켰을 때 가장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cytosolic domain(그림 10)보다 

kinase domain(그림 11)이 더 순도 높게 많이 정제되었다.(2L를 배양해서 147  μg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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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ST-IGF1RC(72kDa)를 BL21(DE3)에서 발현시킨 후 정제한 결과의 

SDS-PAGE analysis. BL21(DE3)에서 발현시켰을 때 가장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다. M;Marker, B/I;Before IPTG induction, A/I;After IPTG induction, 

A/S;After sonication,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2;2nd wash, E1-5;1st to 5th elution  

 

모든 SDS-PAGE에 쓰인 sample의 양은 insoluble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같으

며, 본문에 결과가 실리지 않은 다른 construct들은 여러 cell line과 발현 조건, 정

제 방법 등을 조절하여 정제해 보았으나, 단백질이 거의 정제되지 않거나 순도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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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GST-IGF1RK(60kDa)를 BL21(DE3)에서 발현시킨 후 정제한 결과의 

SDS-PAGE analysis.(2L culture) 가장 많은 단백질을 순도 높게 정제할 수 있었다. 

M;Marker, B/I;Before IPTG induction, A/I;After IPTG induction, A/S;After 

sonication,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2;2nd wash, 

E1-5;1st to 5th e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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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곤충세포에서 발현시키기 위한 클로닝 

 

그림 12. Bac-to-BacⓇ Baculovirus 발현 시스템으로 P2 viral stock을 이용해서 

재조합 단백질을 얻는 일반적인 과정. P3 viral stock으로 목표 단백질을 얻고자 할 

때는 P2 recombinant baculoviral stock으로 ⑤과정을 한번 더 거친 후에 ⑥, ⑦을 

진행한다. 

 

포유동물 세포와 달리 곤충 세포는 노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morphology 등이 쉽

게 바뀌지 않고, transfection시 사용하는 baculovirus(AcMNPV)는 인간에게 병원

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며, shearing force에 강하여 suspension culture로 대량 

생산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곤충 세포에서 정제할 때는 Bac-to-BacⓇ system을 

이용하여 빠르고 비교적 저렴하게, 또 non-recombinant viral DNA없이 정확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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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할 수 있었으며, replication origin이 있는 bacmid(bMON14272)를 사용해 손

쉽게 필요한 재료들 또한 얻을 수 있었다.  

pFastBac1의 multi cloning site에 GST-IGF1RK를 클로닝한 후(그림 13), 클로닝

할 때 사용했던 primer들로 colony PCR을 하여 insert가 제대로 벡터에 삽입되었

는지 판별하였다. pFB-F, pFB-R primer들을 사용하여 sequence를 확인하였고 

DH10Bac에 transformation하여 transposition된 개체를 pUC/M13 primers를 이

용해 colony PCR로 찾아냈다.(그림 14)  

 

그림 13. PCR로 증폭시킨 GST-IGF1RK(1560bp)의 DNA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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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ST-IGF1RK bacmid의 PCR 결과. pUC/M13 primers로 증폭시킨 GST-

IGF1RK bacmid의 PCR product는 3763bp이다.  

 

Transposition된 개체의 PCR product는 sequencing을 통해서 제대로 

transposition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였고, 해당 colony는 X-gal과 IPTG를 

포함하는 배지에 다시 streaking하여 transposition되지 않은 개체들이 섞이지 않았

는지 확인하였다.(그림 15) Bacmid로 transposition이 되면 bacmid에서 β-

galactosidase를 발현시키던 lacZ 유전자가 더 이상 발현되지 못하여 X-gal을 분

해하지 못하고 하얀 콜로니로 남게 된다. 반면에 transposition이 안된 bacmid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lacZ 유전자가 IPTG에 의해 발현되어 배지의 X-gal을 분해하

고 파란 콜로니로 보이게 된다. 



１７ 

 

 

그림 15. GST-IGF1RK(DH10BacTM)의 white/blue screening 결과. 하얀 colony 

하나를 다시 X-gal/IPGT 배지에 streaking한 결과, 모두 white colony로 

transposition이 안된 개체는 섞이지 않았다.  

 

 

 

 

 

4. 곤충세포에서의 재조합 단백질 발현 및 정제와 western blot 

GST-IGF1RK bacmid를 정제하고 CellfectinⅡ를 이용하여 Sf21에 transfection

한 후, 5일간 배양해 P1 viral stock을 얻었다. 그 viral stock을 Sf21에 

infection(MOI 0.05~0.1)한 후, 3일간 cell imaging을 한 결과, control Sf21에 비해 

confluency가 낮아지고 cell dimeter 또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6) 

그렇게 얻어진 P2 viral stock을 이용하여 Sf21에 새로 infection(MOI 2.5~4.5)하

고 3일간 발현시킨 결과 P1 viral stock을 infection했을 때 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

만 control Sf21에 비해 diameter가 커지고 증식 또한 느려짐을 관찰할 수 있었

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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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6. MOI 0.05~0.1로 GST-IGF1RK P1 vrial stock을 감염시킨 Sf21의 모습. 

Control에 비해 infection된 세포들은 confluency가 낮고 diameter가 커졌으며 증

식 또한 느렸다. (A)100배율. (B) 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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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7. MOI 2.5~4.5로 GST-IGF1RK P2 vrial stock을 감염시킨 Sf21의 모습. 

Control에 비해 infection된 세포들은 diameter가 커지고 증식이 느렸다. (A)100배

율. (B) 4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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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viral stock을 감염시킨 Sf21을 3일만에 harvest하여 정제한 결과 순도 높게 

GST-IGF1RK를 얻을 수 있었다. Sf21으로부터 정제한 GST-IGF1RK는 Western 

blot으로 target이 맞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20은 100μL 이하의 GSH agarose를 

사용하여 정제한 결과이다. 3rd washing step(W3)에서도 GST-IGF1RK가 elution된 

것으로 보아 GSH agarose의 사용량이 적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약 500μL의 GSH 

agarose를 사용해 다시 정제했을 때는(그림 18) 5배 정도 높게(21.35μg) 순도 높

은 GST-IGF1RK가 정제되었다.  

또 P3 viral stock 830μL를 감염시킨 Sf21을 같은 방법으로 정제한 결과, P2 

viral stock 11mL(MOI 2.5~4.5)을 감염시켰을 때와 비슷하게 26.22μg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19) SDS-PAGE analysis시 loading한 sample의 양은 Control Sf21(C)

과 감염 후의 Sf21(A-I), insoluble을 제외하고는 bacteria에서 정제했을 때와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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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2 viral stock을 감염시켜 분리 정제한 GST-IGF1RK. Sf21으로부터 정제

하여 순도 높은 GST-IGF1RK(60kDa)를 얻었다. M;Marker, C;Control, A-I;After 

infection, L;After freezing/thawing lysis,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2;2nd wash, E1-11;1st to 11th elution 

 

그림 19. P3 viral stock을 감염시켜 분리 정제한 GST-IGF1RK. Sf21으로부터 정제

하여 순도 높은 GST-IGF1RK(60kDa)를 얻었다. M;Marker, C;Control, A-I;After 

infection, L;After freezing/thawing lysis,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3;3rd wash, E1-6;1st to 6th e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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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Sf21에서 분리 정제한 GST-IGF1RK의 western blot 결과. 100μL 이하의 

GSH agarose를 사용하여 GST-IGF1RK(60kDa)를 Sf21으로부터 정제하였고, 정제

된 단백질은 GST fusion protein이 맞음을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M;Marker, C;Control, A-I;After infection, L;After freezing/thawing lysis, 

I;Insoluble, S;Soluble, FT;Flow through, W1;1st wash, W3;3rd wash, E;Elution, 

P1;P1 viral stock infected Sf21 for 3days. 

 

 효율적으로 GST-IGF1RK를 정제하기 위해서 expression test 또한 시간 별, 

virus 농도 별로 진행하였고,(그림 21)  그 결과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2) Sf21가 들어있는 6well plate의 well마다 P3 viral stock을 15μL, 50μL, 

100μL씩 처리한 후 3일간 배양한 결과, virus를 많이 처리할수록 confluency가 낮

아졌으며, control Sf21에 비해 모두 cell diameter가 커졌다. 또 P3 viral stock을 

50μL씩 처리하고 2일, 3일, 4일, 5일 후에 관찰한 결과, 마찬가지로 cell diameter

가 control Sf21에 비해 커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confluency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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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 GST-IGF1RK의 발현 테스트. Virus 농도가 높을 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된 Sf21의 confluency가 낮아졌다. (A) P3 virus 농도 별. (B) 시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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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ST-IGF1RK 발현 테스트의 western blot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virus 

농도가 높을수록 GST-IGF1RK(60kDa)가 더 많이 발현되었다. M;Marker, 

2C;Day2 control, 2;2days post-infection, 3C;Day3 control, 3;3days post-

infection, 4C;Day4 control, 4;4days post-infection, 5;Day5 control, 5;5days 

post-infection, 15;15μL P3 viral stock infection(3days), 50;50μL P3 viral stock 

infection(3days), 100;100μL P3 viral stock infection(3days).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GST-IGF1RK가 발현된 것을 western blot으로 확인했으나, 

4일 이후로는 GST부분이 잘려 나오는 듯이 보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 또한 

늘어났고, virus 농도에 따라서는 더 많은 단백질이 발현되었다. SDS-PAGE에 

loading한 sample의 양은 앞서 보인 데이터들에서 사용한 양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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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ectrophotometric assay를 이용한 활성 평가 

 

E.coli(BL21 DE3)와 insect cell(Sf21)에서 정제한 GST-IGF1RK의 활성을 

spectrophotometeric assay를 통해 살펴보았다. 원리는 Kinase가 ATP를 소모하면

서 ADP의 양이 늘어나면, ADP는 phosphoenolpyruvate와 만나 pyruvate kinase

에 의해 ATP와 pyruvate로 전환되고 lactate dehydrogenase에 의해서 NADH를 

NAD로 환원시키면서 lactate를 만들게 되는데, 이 때 자체적으로 340nm에서 흡광

하는 NADH의 양이 감소하며 340nm에서의 intensity 또한 감소하게 된다. 

E.coli(BL21 DE3)와 insect cell(Sf21)에서 정제한 GST-IGF1RK의 활성을 이와 같

은 연쇄 반응을 이용해 관찰한 결과, E.coli에서 정제한 경우도 ATP를 소모하는 것

으로 보아 활성이 없는 것은 아닌 듯 했으나, insect cell에서 정제한 경우가 더 빠

르게 ATP를 소모하였다. 그리고 Linsitinib18)에 의한 억제 효과는 insect cell에서 

정제한 GST-IGF1RK에서만 관찰되었다.(그림 24) 이 결과를 바탕으로 BL21(DE3)

에서 정제한 GST-IGF1RK는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folding이 잘못되거나 활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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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pectrophotometric assay를 이용한 GST-IGF1RK의 활성 평가. 

E.coli(BL21 DE3)와 Insect cell(Sf21)에서 발현시킨 GST-IGF1RK의 활성을 관찰

한 결과, insect cell에서 정제한 경우가 더 빠르게 ATP를 소모하였으며 Linsitinib

에 의한 kinase 활성 억제 효과 또한 잘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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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재료 및 방법 

 

1. E.coli에서 발현시키기 위한 클로닝 

pcDNA3.1-IGF1R cytosolic domain(Ampicillin resistance)을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해 cytosolic domain(R930-C1337)과 kinase 

domain(V956-E1246)으로 나눠 증폭시켰다. 사용한 primer는 kinase 

domain(IGF1RK)의 경우, 5 ’ -GGTTGGATCCGTGTACGTTCCTGATGAGTGGGAG-3 ’ 

forward, 5 ’ -GGTTGAATTCTCACTCCCGGAAGCCAGGCTC-3 ’  reverse였고 

cytosolic domain(IGF1RC)의 경우, 5‘-AGCTCGGATCCAGAAAGAGAAATAACAGC-3’ 

forward, 5’-GGTTGAATTCTCAGCAGGTCGAAG-3’ reverse였으며, PCR시 사용

하는 polymerase(Phusion high-fidelity polymerase, New England BioLabs)의 사

용 매뉴얼에 따라 GC contents(%)가 각각 54%, 72%, 33%, 57%, overlap부위가 

각각 24bp, 18bp, 18bp, 14bp, Tm값이 67℃, 69℃, 47℃, 50℃가 되게끔 하였다. 

클로닝 하고자 하는 벡터(pGEX-4T-1, pET-28a, pET-32a)에 공통적으로 존재하

는 BamHⅠ, EcoRⅠ 제한 효소 절단 부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양 말단에 추가하였

으며, 3’-말단에는 stop codon(TGA)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Kinase domain의 PCR 

조건은 처음 denaturation의 경우 98℃ 30초, 그 이후로는 98℃ 15초, 67℃ 15초

(annealing), 72℃ 30초로 하여 30번 반복하였으며, 마지막 extension은 72℃ 5분

으로 진행하였다. Cytosolic domain의 경우에는 kinase domain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annealing을 47℃에서 진행하였으며, 반응 량은 각각 50μL씩 두개가 되

게끔 하였다. 1%(w/v) agarose gel에 각각의 PCR product들을 120V로 25분간 전

기영동하고 70% UV transilluminator에서 kinase domain(882bp)과 cytos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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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1233bp)에 해당되는 DNA band만 잘라 gel extraction(Expin Gel SV, 

GeneAll)하였으며, BamHⅠ-HF, EcoRⅠ-HF 각각 50units과 Buffer4(New 

England BioLabs)로 kinase domain 1.56μg, cytosolic domain 0.72μg을 1시간동안 

37℃, 50μL 반응량에서 double digestion한 후, 80℃에서 20분간 heat inactivation

시켰다. pGEX-4T-1, pET-28a, pET-32a는 각각 XL-1 blue 혹은 DH5α(pGEX-

4T-1)로부터 Plasmid mini prep kit(Inclone-biotech)으로 정제하여 각각 2μg씩 같

은 방법으로 BamHⅠ-HF, EcoRⅠ-HF double digestion 후, heat inactivation하고 

Antarctic phosphatase 5units(New England BioLabs)로 1시간동안 37℃에서 

dephosphorylation시킨 후, 70℃에서 5분간 heat inactivation하였다. 벡터는 

0.025pmol, insert는 각각 0.075pmol이 되도록 하여 20μL 반응 량으로 T4 DNA 

ligase 400units(New England BioLabs)를 이용해 16℃에서 overnight 반응하였다. 

각각의 반응물 5μL를 XL-1 blue CaCl2 chemical competent cell에 Agilent 

technologies에서 권하는 방법대로 transformation하되, S.O.C medium 대신 LB 

medium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과정에서 900μL가 아닌 400μL medium을 사용하

였다. Colony PCR(각각 annealing은 42℃, extention은 2분)은 Taq DNA 

polymerase(New England BioLabs)와 여러 primer(pGEX5, pGEX3/T7, T7ter)를 

사용하여 원하는대로 클로닝 된 개체만 선별해내었다. pET28a-IGF1RK의 경우, 위

의 방법대로 클로닝이 잘 안되어 sequential digestion(각각 1시간30분~2시간20분 

처리 후, 새로운 제한 효소를 처리하기 전마다 60℃에서 20분간 heat inactivation)

하였다. 클로닝된 개체들은 colony PCR시 사용했던 primer들로 sequence를 확인

하였다.(코스모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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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li에서의 재조합 단백질 발현 및 정제 

Recombinant DNA는 BL21(DE3), DH5α, JM109에 각각 transformation시키고 

37℃ 200rpm shaker에서 키워 OD600이 0.8~1.0사이일 때 18℃ overnight 200μM 

IPTG induction을 하였다. N-terminal polyhistidine-tag가 재조합된 경우

(pET28a-IGF1RK, pET28a-IGF1RC, pET32a-IGF1RK, pET32a-IGF1RC)는 Ni-

NTA agarose(Qiagen)로, N-terminal GST-tag가 재조합된 경우(pGEX4T1-

IGF1RK, pGEX4T1-IGF1RC)는 Glutathione agarose linked through 

sulfur(Molecular probes)를 이용하여 affinity chromatography로 정제하였다. 사용

한 버퍼는 Ni-NTA의 경우, 25mM Tris, 500mM NaCl, 10% glycerol, pH8을 기본

으로 하되, lysis, wash, elution buffer에는 각각 10mM, 40mM, 250mM Imidazole

이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사용 직전에 1mM DTT를 넣어 사용하였다. 

Glutathione(GSH) agarose의 경우 lysis buffer는 10mM potassium phosphate, 

150mM NaCl, pH7.2, 10% glycerol이었고, wash buffer는 lysis buffer에서 

glycerol을 제외한 조성과 같았으며, elution buffer는 50mM Tris-HCl, 5mM 

glutathione, 10% glycerol, pH8를 이용하였다. 정제시 protease 

inhibitor(cOmplete EDTA-free, Roche), 1%(w/v) triton-X100 사용 여부를 정하

였고, 1L culture로부터 나온 bacterial pellet은 10~15mL lysis buffer에 녹여 얼음 

위에서 60%로 2초간 sonication한 후 4초간 쉬어주는 것을 15번 반복하는 것을 

한 cycle로, 4번간 반복하되, 매 cycle마다 5분 동안 쉬어주며 진행하였다. 

10,000x g로 30분간 4℃에서 원심분리하여 soluble과 insoluble을 나누고 약 500μL 

equilibrated agarose를 사용해 바로 gravity column에 soluble을 loading하거나 1

시간 이상 rotary shaker(4℃)에서 soluble lysate와 결합시킨 후 loading하였으며, 

gravity column을 이용해 정제할 때는 bradford assay를 하며 wash와 elution 횟



３０ 

 

수를 정했다. 정제한 단백질들은 concentrator(Amicon ultra-4 MW 10k)로 30분 

이상 농축한 후, -80℃에 보관하였다.  

 

 

 

 

 

3. 곤충세포에서 발현시키기 위한 클로닝 

Bac-to-Bac(Life technologies)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Donor plasmid인 

pFastBac1(Ampicillin resistance)에 GST-IGF1RK를 클로닝하였다. 5 ‘ -

GGTTGAATTCATGTCCCCTATACTAGGTTATTGGGC-3 ’  forward, 5 ’ -

GGTTCTCGAGTCACTCCCGGAAGCCAGGC-3’ reverse로 primer를 제작하여 각

각 GC contents가 42%, 65%, Tm이 60℃, 65℃, overlap 되는 부위가 24bp, 17bp

가 되도록 하였다. PCR 조건은 처음 denaturation의 경우 98℃ 30초, 그 이후로는 

98℃ 10초, 68℃ 15초(annealing), 72℃ 1분 40초로 하여 30번 반복하였으며, 마

지막 extension은 72℃ 5분으로 진행하였다. 50μL 반응물을 Expin PCR 

SV(GeneAll)을 이용해 정제하였으며, EcoRⅠ-HF와 XhoⅠ 20units씩과 Cut smart 

buffer(New England BioLabs)을 이용해 pFastBac1과 insert 1μg을 각각 double 

digestion시키고 65℃에서 20분간 heat inactivation하였다. 앞서 설명한 방법과 같

이 dephosphorylation 및 ligation을 시키되, ligation은 16.5℃~25℃사이에서 5시

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그 후 XL-1 blue에 transformation시켰다. Colony 

PCR(annealing 55℃, extention 100초)을 하여 클로닝된 개체를 선별한 후, pFB-F, 

pFB-R primer를 이용해서 sequence를 확인하고(코스모진텍) DH10BacTM(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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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의 사용 매뉴얼을 따라 transformation시킨 후, Kanamycin 50μg/mL, 

Tetracycline 10μg/mL, Gentamycin 7μg/mL가 포함된 LB agar plate에 spreading

하였다. Plasmid를 정제한 후, 그 것을 template로 하여 Colony PCR(annealing 

51℃, extension 4분)과 같은 방법을 써서 pUC/M13 forward와 reverse primer로 

PCR을 하고 agarose gel에 loading하여 제대로 transposition된 개체를 선별해냈

다. 그리고 그 PCR product를 정제하고, pFB-F, pFB-R, pUC/M13 forward와 

reverse primer로 sequence를 확인하여 transposition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다.(코스모진텍) Kanamycin 50μg/mL, Tetracycline 10μg/mL, 

Gentamycin 7μg/mL, IPTG 40μg/mL, X-gal 100μg/mL가 포함된 LB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한 번 더 colony들을 분리하고, white/blue screening으로 

transposition 안 된 개체가 섞여있는지 확인하였다.  

 

 

 

 

 

4. 곤충세포에서의 재조합 단백질 발현 및 정제 

Sf-900Ⅱ에 적응된 Sf21(GIBCO)을 구매하여 37℃ water bath에서 2분 이내로 

흔들며 빠르게 녹이고 Sf-900Ⅱ를 조심스럽게 추가한 후, 100x g 4℃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다시 Sf-900Ⅱ를 조심스럽게 넣어 피펫팅하고 계

수하였다. 계수 할 때는 일부 세포를 희석하여 1:1로 0.4% trypan blue(GIBCO)와 

섞고 3분간 염색한 후, hemocytometer와 cover glass를 이용하여 2번 이상 계수

하고 평균을 냈다. Sf21의 매뉴얼에서 권하는 Seeding density에 따라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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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k filter T75(SPL)에 1.5~3.75 x 106개씩 살아있는 세포가 접종되도록 하였으며, 

총 용량이 15mL이 되도록 나머지를 Sf-900Ⅱ으로 채우고 confluency가 80~90%

가 될 때까지 매일 imaging했다. confluency에 도달하면 medium을 빼고 새 

medium을 5mL 주입한 후, tapping하거나 약하게 sloughing하여 세포를 회수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계수하여 passaging했다. 오래 자라지 않는 경우, 7일 이내로 

medium을 갈아주었다. 녹인 후에 계대배양을 3번 이상 하고 Passage 4에서 5로 

넘어갈 때, PureLink hipure plasmid miniprep kit(Invitrogen)으로 정제한 

Recombinant bacmid 1μg을 unsupplemented Grace ’ s media(GenDEPOT)과 

CellfectinⅡ를 섞어 5시간 동안 transfection한 후, 119시간 동안 28℃ humidified 

incubation을 하였다. 상층액을 모아 500x g로 5분간 4℃에서 원심분리 하였으며, 

그 상층액에 2% Fetal Bovine Serum premium(GenDEPOT)을 포함시켜 4℃ 어두

운 곳에서 보관하였다. P1 viral stock이 약 106pfu/mL일 때, 0.05~0.1 MOI로 Sf21

이 들어있는 6-well plate의 6개의 well에 감염시키고 72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harvest하여 보관하였다.  

 

4. 1. P2 viral stock의 감염 

Passage 7의 Sf21을 이용해 2.37 x 107개씩 살아있는 세포를 접종하여 30분 간 

T75 culture flask(filter)에 붙도록 하고 5mL Sf-900Ⅱ으로 씻은 후, P2 viral 

stock(약 107pfu/mL)을 2.5~4.5 MOI로 감염시키고 72시간 후에 tapping으로 세포

들을 떼어내어 계수한 후, 10분간 4℃에서 원심분리하여 pellet만 Sf-900Ⅱ 4mL로 

씻고 다시 원심분리, 다시 10mM potassium phosphate, 150mM NaCl, pH7.2 2mL

로 씻은 후 원심분리하여 pellet을 –80℃ 어두운 곳에 보관하였다. 상층액에는 2% 

Fetal Bovine Serum premium을 포함시켜 4℃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였다.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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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5 flask로부터 harvest된 세포들 중 50%인 1.25 x 107개에 1mL 10mM Tris-

HCl, pH8을 넣고 protease inhibitor를 25x stock으로 DW에 녹인 후, 1x가 되도록 

섞었다. 액체 질소에서 빠르게 냉각시키자마자 42℃ water bath에서 돌리면서 빠르

게 녹여 lysis하였고, 이와 같은 Freeze/thaw lysis방법을 한 번 더 반복 한 후에 

18 gauge needle과 주사기를 4번씩 통과하게 하여 DNA를 shearing을 하였다. 그 

후, 3000x g로 15분동안 4℃에서 원심분리하여 soluble과 insoluble을 나느거 약 

500μL의 elquilibrated glutathione agarose를 사용하여 앞서 설명했던 방법으로 

정제한 후, dialysis buffer 1L(25mM Tris pH7.4, 500mM NaCl, 10% glycerol, 

1mM fresh DTT)에서 두 번 dialysis하여 glutathione을 희석시킨 후, 1시간 동안 

농축시켰다.  

 

4. 2. P3 viral stock의 감염 

Passage 11의 Sf21을 이용해 2.17 x 107개씩 살아있는 세포를 접종하여 30분 

간 T75 culture flask(filter)에 붙도록 하고 5mL Sf-900Ⅱ으로 씻은 후, P3 viral 

stock 830μL를 감염시키고 73시간 후에 tapping으로 세포들을 떼어내어 계수한 후, 

10분간 4℃에서 원심분리하여 pellet을 10mM potassium phosphate, 150mM NaCl, 

pH7.2 2mL로 씻고 다시 원심분리하여 pellet만 –80℃ 어두운 곳에 보관하였다. 하

나의 T75 flask로부터 harvest된 세포들 중 50%인 1.45 x 107개에 1.12mL 10mM 

Tris-HCl, pH8을 넣고 protease inhibitor가 1x가 되도록 섞어 앞서 설명한 방법으

로 정제한 후, 30분간 농축시켰다.  

 

4. 3. P3 viral stock을 이용한 발현 테스트 

Passage 9의 Sf21을 이용해 3 x 106개씩 살아있는 세포를 접종하여 30분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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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plate에 붙도록 하고 well마다 1mL Sf-900Ⅱ으로 씻은 후, P3 viral stock을 

각각 15μL, 50μL, 100μL씩 감염시켰다. 50μL P3 viral stock이 감염된 Sf21은 

48hr, 72hr, 96hr, 120hr마다 well 하나씩 sloughing으로 회수하여 계수한 후, 10분

간 4℃에서 원심분리하고 pellet만 –80℃ 어두운 곳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다. 

15μL, 50μL P3 viral stock이 감염된 Sf21은 72hr가 지난 후에 같은 방법으로 

harvest하여 보관하였다. 

 

 

 

 

 

5. Western blot 

Sample들이 loading된 SDS-PAGE(15% running gel, 5% stacking gel)를 150 

voltage로 80분 동안 전기영동 한 후, 0.1% SDS를 포함하는 Towbin buffer(25mM 

Tris, 190mM glycine, 20% methanol, pH8.3)에서 PVDF(0.45μm, ATTO)로 30V, 

90mA로 16시간 동안 transfer(Mini-PROTEAN Tetra Cell과 Mini Trans-Blot을 

이용. BIO-RAD)시켰다. 5% Skim milk를 포함하는 TBS buffer로 blocking을 한 후, 

5% Skim milk, 0.1% tweenⓇ 20, Rabbit poly-clonal GST Antibody(#2622, Cell 

signaling)이 포함된 TBS buffer에서 4℃ overnight으로 반응시킨 후, Goat anti-

Rabbit IgG(H+L) HRP conjugate(BIO-RAD)를 포함하는 TTBS(TBS, 0.05% 

TweenⓇ 20)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Luminol과 peroxide를 이용한 

chemiluminescence(Clarity Western ECL substrate, BIO-RAD)로 CCD 카메라

(Las 4000, Fujifilm)에서 30초씩 15번 연속 감광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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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pectrophotometric assay를 이용한 활성 평가 

정제한 GST-IGF1RK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384 HT plate clear(#31384, 

SPL)에서 50μL/well 용량으로 반응물을 만들어 peptide 

substrate(KKEEEEYMMMM)의 phosphorylation을 관찰하였다.17) 100mM Tris-

HCl, pH7.5, 10mM MgCl2, 1mM phosphoenolpyruvate, 0.28mM NADH, 500μM 

peptide substrate, 89U/mL pyruvate kinase, 124U/mL lactate dehydrogenase, 

약 150nM GST-IGF1RK, 50μM Linsitinib 혹은 2% DMSO을 넣어 반응을 진행하

였으며, 30℃에서 1mM ATP를 넣자마자 30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2시간 정도 기록

하였다.(SpectraMax M5, Molecular devices) Control로 ATP를 넣지 않고 측정하

기도 하였으며, 모든 데이터 값에서 Tris-HCl, pH7.5, MgCl2만 넣어 측정한 값

(Blank)을 시간마다 제외하여 그래프로 변환시켰다. 변환 시킬때는 GraphPad 

Prism 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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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세포 성장, 분열, 사멸 등에 관련된 Transmembrane tyrosine kinase인 IGF-1R의 

억제제를 개발함으로써 항암 효과와 함께 당 대사 조절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큰 목표이다. 억제제로서 개발된 화합물들의 의약학적 작용기

전 규명을 위해서는 소분자 화합물과 결합하는 표적 단백질을 활성 있고 순도 높은 

상태로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uman IGF-1R의 cytosolic 

domain(R930-C1337)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kinase domain(V956-E1246)을 

다양한 affinity tag을 포함하는 활성 단백질로써 제작하고 분리 정제하였으며, 수용

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큰 affinity tag(GST, His-tag과 TRX-tag)도 조합하

였다. 

 E.coli strain인 JM109, DH5α, BL21(DE3)에서 과발현시켰을 때, 대부분 

insoluble이었지만 His-IGF1RK가 JM109에서 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GST-tag

과 재조합된 단백질의 순도와 수율이 가장 좋았으며, BL21(DE3), DH5α, JM109에

서 정제했을 경우의 순서대로 좋았다. 또, 대부분 Cytosolic domain보다 kinase 

domain이 더 높은 수율과 순도로 정제되었다. 

Eukaryote인 곤충세포에서 정제하여 좀 더 활성 좋은 IGF-1R을 얻고자 하였으

며, transposition된 개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섞이지 않았는지 여러 번 확인하였고 

GST-IGF1RK bacmid를 Sf21에 transfection하고 5일간 incubation해서 P1 viral 

stock을 얻었다. 그 viral stock을 다시 infection(MOI 0.05~0.1)한 후, 3일 후에 얻

어진 P2 viral stock을 이용하여 Sf21에 infection(MOI 2.5~4.5)시켜 3일간 발현시

킨 결과, viral stock의 감염 증상들이 나타났고 순도 높게 GST-IGF1RK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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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P3 viral stock 830μL를 감염시켰을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제되었으며 정

제한 GST-IGF1RK는 Western blot으로 target이 맞음을 확인하였다. P3 viral 

stock으로 expression test를 하였을 때, virus농도와 시간에 비례하여 GST-

IGF1RK의 발현 양은 증가하였지만 4일 이후로는 잘려진 GST tag으로 추정되는 

단백질이 함께 관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도 늘어났기 때문에 3일이 가장 적

당한 발현 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E.coli(BL21 DE3)와 insect cell(Sf21)에서 정제한 GST-IGF1RK의 활성을 

spectrophotometeric assay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E.coli에서 정제한 경우도 ATP

를 소모하는 것으로 보아 활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으나 insect cell에서 

정제한 경우가 훨씬 빠르게 ATP를 소모하였다. 또, Linsitinib에 의한 억제 효과는 

insect cell에서 정제한 GST-IGF1RK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활성을 가지는 단백질은 소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screening

에 직접 활용되어 항암 효과와 당 대사 조절에 쓰일 수 있는 효소억제제 개발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억제제 후보와 표적 단백질간의 의약학적 작용기전 

규명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GF-1R 자체의 

활성이나 signaling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IGF-1R

과 IR간의 선택적인 off-targeting에 대한 연구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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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like growth factor 1 receptor(IGF-1R) is a transmembrane tyrosine 

kinase receptor associated with cell growth, proliferation, and apoptosis. IGF-

1R overexpresses in many cancer cells and is known to be structurally similar 

to insulin receptor(IR) involved in glucose metabolism.  

In this study, we optimized the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human 

recombinant IGF-1R with various affinity tags using DNA recombinant 

technologies. We purified soluble IGF-1R domain from E.coli and in insect cells 

using different cell lines, vectors and culture condition. Active IGF-1R kinase 

domain was obtained by modifying the condition of transfection and infection of 

insect cell. Active human IGF-1R kinase domain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for 

screening library of synthesized small compounds that lead to development of 

IGF-1R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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