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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ct-4 gene, also referred to as Oct-3, Oct-3/4, and POU5F1, encodes a nuclear protein that belongs

to a family of transcription factors containing the POU DNA binding domain. It is normally found in the pluripotent
stem cells of pre-gastrulation embryos, including oocytes, early-cleavage-stage embryos, and the inner cell mass of
the blastocyst. Its expression is down-regulated during differentiation, and knockout of oct-4 causes early lethality
in mice due to the absence of an inner cell ma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ct-4 plays a pivotal role in mammalian
development and in the self-renewal of embryonic stem cells. Human Oct-4 isoform mRNAs encode proteins that
have identical POU DNA binding domains and C-terminal domains, but differ in their amino-terminal domains.
Unlike human Oct-4A, Oct-4B cannot sustain ES cell self-renewal. Here, we summarize the recent findings on Oct4 isoforms and pseudogene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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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러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체세포에서의 Oct-4 재발현은
Oct-4의 다양한 pseudogene들과 splice variant인 Oct-4B
isoform 전사체로 인해 false positive signal이 artifact로 검출
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본 총설에서는 배아
줄기세포 자가 재생산 뿐만 아니라 역분화, 그리고 암줄기세
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Oct-4 유전자의 homologue
들을 정리하고, 체세포 및 암세포에서의 Oct-4 발현을 살펴
보겠다.

그리고 Oct-3/4로 불림)는 배아
발생과정 단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전사 인자이며, 배아줄
기세포의 만능성과 자가 재생산 능력을 부여하고, 유지시키
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조절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한 최근에는 체세포를 역분화시켜 역분화 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혹은 iPS cell)로 유도할 수 있는 주요
인자로 밝혀졌다. 인간 Oct-4 유전자의 발현은 배아 발달
시기 동안 전능성 (totipotent) 혹은 만능성 (pluripotent)을
가진 세포에서만 발현된다. 그러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유
방암, 신장암, 췌장암, 그리고 골 및 연골 육종 등의
암세포 뿐만 아니라 몇몇의 체세포 에서 재발현된다고 보
고되었다. 이때 Oct-4는 정상 조직 내의 성체 줄기세포
(adult stem cell) 혹은 암 시료 내의 암줄기세포 (cancer
stem cell 혹은 CSC)와 같은 자가 재생산 능력을 지닌 소
수의 세포 집단으로 그 발현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다.
Oct-4 (POU5F1, O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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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에서 Oct-4 유전자가 최초로 동정된 이후, 다양한 포
유동물에서 Oct-4 ortholog들이 분리되었고, 이들 단백질은
종간에 유사성이 매우 높다. 인간 Oct-4유전자는 alternative
splicing 과정에 의해 Oct-4A와 Oct-4B의 두 개의 isoform
을 생성한다. 이들 단백질은 동일한 POU DNA 결합 도
메인과 C-말단 전사조절 부위를 지니고 있으나, 서로 다
른 아미노 말단을 가지고 있다. 인간 Oct-4A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은 생쥐 Oct-4와 87%의 높은 유사성을 보
일 뿐만 아니라, 유전자 구조도 동일하다. Cynomolo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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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ct-4 Pseudogene들

원숭이의 경우도 alternative splicing 과정을 통해 인간
Oct-4 유전자와 유사한 형태의 isoform인 Oct-4A와 Oct4B를 만든다. 원숭이 Oct-4A와 Oct-4B 단백질은 각각 인
간 Oct-4A 단백질과 98.6%의 상동성을 가지고, 인간 Oct4B 단백질과 98.5%의 상동성을 가진다. 또한 소에서 분
리한 Oct-4 ortholog인 bPOU5F1 단백질의 경우, 인간
Oct-4A와 90.6%가 그리고 생쥐 Oct-4와 81.7% 가 동일
하며, 유전자 구조 역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Fig 1).
인간 Oct-4 유전자의 경우, 착상 전 발생 단계 동안 두
isoform들이 시간 및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인다. 또한 isoform 들의 기능도 Oct-4A는 배아줄기세
포의 특성을 부여하고 자가 재생산 유지에 관여하지만,
Oct-4B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인간 Oct-4A
는 핵에 위치하는 단백질로 옥타머 서열 모티프인 5 ATGCAAT-3 를 인식하여 전사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인
간 Oct-4B는 세포질에 위치하고 DNA와 결합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Oct-4A와 Oct-4B가 동일한 유전자로부
터 유래하지만 배아줄기세포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
함을 암시한다. 원숭이 Oct-4 isoform 도 인간 Oct-4
isoform과 유사하게, 원숭이 Oct-4A는 원숭이 배아줄기세
포의 자가 재생산 유지에 관여하지만, 원숭이 Oct-4B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인간 Oct-4는 적어도 6개 이상의 pseudogene들과 다수
의 Oct-4 유사 유전자 (Oct-4-like gene)들,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Oct-4 연관 유전자를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Oct-4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retropseudogene들
의 존재가 밝혀졌고, 일부 연구팀들은 몇몇의 Oct-4
pseudogene들이 암세포주 및 암조직에서 발현된다고 보고
하였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생쥐에서도 여러 Oct-4
pseudogene들이 검출되었고, 이들은 줄기세포의 조절 기작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쥐 체세포에서
새롭게 발견된 variant인 Oct-4B와 Oct-4C는 엑손 1이 결
여되어 있고, 각각 엑손 2의 Met132와 엑손 3의 Met190
으로부터 각각 N-말단이 절단된 형태로 단백질이 생성된
다. 이들은 postnatal eye tissue에서 발현되며, 이 중 Oct4C는 NIH3T3 섬유아세포를 형질전환 시킬 수 있다. 그
러나 체세포 및 암세포에서의 생리적 기능은 아직 밝혀지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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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세포 및 암세포에서의 Oct-4 발현

체세포 및 암세포에서 Oct-4 유전자의 발현을 연구하기
위해 RT-PCR 기법을 활용해 Oct-4 전사체를 검출하였지
만, 유감스럽게도 실험에 사용된 PCR primer set이 Oct-4
isoform들이나 pseudogene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여
상반된 결과가 얻어졌다. 실제로 일부 연구팀은 Oct-4의
재발현을 암세포에서 검출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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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4 전사인자 1 차구조 비교 . 인간 Oct-4A (hOct4A) 아미노산 서열을 원숭이 Oct-4A (cOct-4A), 소 Oct-4
(bOct-4), 그리고 생쥐 Oct-4 (mOct-4) 와 비교하였다 . Gap 은
콜론 (:) 으로 나타냈고 , 각각의 아미노산 서열은 오른편에
표시하였다 .

인간 Oct-4 isoform 들의 세포 내 분포 . 인간 Oct-4A
(a 와 b) 와 Oct-4B (c 와 d) 를 NIH3T3 세포에 각각 발현시키
고 Oct-4 에 대한 항체 (C-20, Santa Cruz Biotechnology) 를 이
용해 검출하였다 (adapted from Ref #17).

Figure 1.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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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Oct-4 유전자에 대한 isoform이나 pseudogene에 의
한 오류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연구에 사용되었
던 대부분의 PCR primer set은 Oct-4 유전자의 엑손 3과
5 사이를 증폭하는데, 이 부분은 Oct-4B isoform도 증폭
해 낼 수 있는 동일한 서열이며, 대부분의 pseudogene들
과도 서열상에서 높은 유사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체세
포에서 Oct-4의 발현 및 그 기능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isoform이나 pseudogene들을 구별할 수 있는 primer set을
이용한 재실험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일부 신장암 절편 조직에서의 Oct-4 발현을 basal
lamina와 인접한 세포의 세포질에서 검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HeLa 및 MCF7 암세포와 peripheral blood
mono nuclear cell (PBMC)에서 면역검출법으로 Oct-4의
형광 신호를 관찰하였을 때 핵이 아닌 세포질에서 그 발
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체세포에서의
Oct-4 발현 양상을 면역검출법을 이용해 연구한 경우 Oct4의 발현이 핵이 아닌 세포질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
지만 인간 Oct-4 isoform들은 단백질 구조에서 동일한 C말단을 가지므로, Oct-4 C-말단을 인지하는 항체를 이용하
면 Oct-4A와 Oct-4B isoform을 모두 검출할 수 있고, 이
때 Oct-4A는 핵에 그리고 Oct-4B는 세포질에 위치함이 보
고되었다(Fig 2). 그러므로 체세포에서의 Oct-4 재발현은
Oct-4A isoform이 아닌 Oct-4B isoform으로부터 기인했다
는 것을 암시한다. 이로써 Oct-4B isoform이 체세포의 종
양형성 과정에 관여할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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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론 및 미래전망

Oct-4 전사인자는 배아줄기세포의 자가 재생산 능력 조
절 뿐만 아니라 역분화 줄기세포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유전자이다. 체세포 및 암세포에서 Oct-4가 재발현된다
고 알려졌으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Oct-4의 isoform인
Oct-4B와 pseudogene들에 의한 artifact일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실제로 다양한 체세포 및 암세포에서 검출되는
Oct-4가 세포질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 Oct-4A 및
Oct-4B의 두 가지 isoform들 가운데 Oct-4B가 Oct-4A로
오인되어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서 발현되는 Oct-4A와 Oct-4B는 같은 유전자 산물이지만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해 일부 구조에서 차이가 있고, 배
아줄기세포에서의 기능적 특성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지
금까지 보고된 Oct-4에 대한 연구는 Oct-4 isoform 가운
데 어느 form을 target으로 하여 진행된 것인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Oct-4B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배아줄기
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에서의 역할 규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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