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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nal SNARE (Soluble N-ethylmaleimide-sensitive factor 

attachment protein receptors) complex는 시냅스 전 뉴런 막과 시냅

스 소포 막을 융합하여 신경전달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단백질이다. 하지

만 SNARE complex를 통한 신경전달 과정이 두 개의 지질 막을 융합

시키는 과정임에도 지질 막이 SNARE에 주는 역학적인 영향은 잘 알려

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냅스 전 뉴런 막이 하나의 

SNARE complex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NARE 

complex 가까이에 13nm 반경의 nano disc를 위치하고 magnetic 

tweez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13pN 이상의 장력이 

SNARE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냅스 전 뉴런 막을 모사한 nano 

disc가 SNARE complex의 half zippered 상태를 증가시키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지질 막은 SNARE complex가 

완전히 접히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SNARE complex, 시냅스 전 뉴런 막, nano disc, magnetic 

tweezer

학  번 : 2017-2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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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들은 신경계의 신호전달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 신경 전달 과정은 주로 뉴런 사이의 시냅스라는 공간이 존재

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하여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전 뉴런 말단에 지질로 이루어진 시냅스 소포에 싸여 있으며 칼

슘 유입 등의 적절한 신호를 받으면 시냅스 전 뉴런 막과 시냅스 소포 

막이 융합하여 물질을 시냅스에 방출하게 된다. 

 시냅스 전 뉴런 막과 시냅스 소포 막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이 SNARE (Neuronal soluble 

N-ethylmaleimide-sensitive factor attachment protein receptors) 

complex로 SNARE complex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의 접힘으로써 두 지

질 막의 융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여 신경전달 과정을 촉진하게 된

다.1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SNARE 

complex가 어떻게 시냅스 전 뉴런 막과 시냅스 소포 막 두 지질 막을 

끌어당겨 융합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융합의 기본 단위인 SNARE complex 하나의 역학적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magnetic tweezer를 통해 하나의 SNARE

의 역학적인 효과를 관찰하는 것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SNARE complex의 역학적 효과를 관찰함에 있어 지질 막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 SNARE complex가 지질 막을 융합하는 과정인 

만큼 지질막이 SNARE complex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

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합에 참여하는 두 지질막이 어떠한 효과를 보

이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하나의 지질막이 SNARE complex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DNA handle을 통하여 SNARE complex에 장력을 전달하는 magnetic 

tweezer 실험을 기본형으로 하였다.2 여기에 지질 막을 모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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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질 이중층을 포함하는 원반인 nano disc를 구성하여 SNARE 

complex 가까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

여 SNARE에 장력을 가할 수 있도록 500bp DNA handle 두 개를 

syntaxin1A와 synaptobrevin-2에 각각 연결하고 DNA handle은 합성

할 때 single strand 부분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부분과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oligo DNA를 nano disc와 결합하여 nano 

disc가 SNARE complex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질 막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하여, SNARE complex 인근에 위치하는 nano 

disc가 13pN 이상의 힘에서 SNARE complex의 half zippered 상태를 

증가하도록 하여 SNARE complex를 접히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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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SNARE 단백질 및 membrane scaffold protein (MSP)의 발현 및 

정제

  SNARE complex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construct를 사용하였

다.  rat syntaxin1A (191–268, I202C/K266C), rat SNAP-25 (2–
206, C85A/C88A/C90A/C92A), rat vesicle-associated membrane 

protein 2  (2–97, L32C/I97C)을 사용하였다. 

 Syntaxin1A와 SNAP25는 N terminal이 없고 6×His-tag이 

synaptobrevin-2를 같이 발현하여, 합쳐진 Delta N complex의 형태

로 정제를 진행하였다.

 Nano disc 제작을 위해 7×His-tag MSP 1E3D1 (D73C, Stephen 

Sligar) plasmid를 사용하여 MSP를 정제하였다. 

 SNARE 단백질의 경우 6×His-tag Delta N synaptobrevin-2와 

syntaxin1A를 같은 plasmid에 구성하였고 SNAP25는 추가로 E. coli 

Rosetta (DE3) strain co-transformation을 하여 발현을 진행했다.

 MSP와 synaptobrevin-2의 경우는 plasmid를 E. coli rosetta 

(DE3) strain에 transformation한 뒤 단백질 발현을 진행하였다. 

 발현은 transformation이 완료된 E. coli Rosetta를 optical density 

of 0.7–0.8 (600nm)까지 배양한 뒤 0.5 mM isopropyl-β

-D-1-thiogalactoside (IPTG)로 37°C에서 4시간 induction 하였

다. 이후 발현이 완료된 세포 pellet을 lysis buffer 넣고 얼음에서 

sonication을 진행하였다. Lysate는 15,000g에서 30분 동안 원심 분리

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His tag 단백질 들을 정제하기 위해서 

Nickel agarose resin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부착하였다. Gravity 

column에서 wash buffer로 추가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착된 단백질을 

300mM의 imidazole을 처리하여 추출하였다. 

 정제된 delta N complex는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Mono 

Q, GE)를 통해 추가로 정제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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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NA handle의 SM(PEG)2 활성화

  실험에 필요한 510bp DNA handle은 lambda DNA (New england 

biolabs)를 template로 하여 polymerase chain reaction으로 제작하였

다. forward primer는 5′ amine-modified DNA oligo를 reverse 

primer로는 5′biotin-labeled 또는 5′digoxigenin-labeled primer

를 사용하였다. 각 DNA handle은 QIAGEN-tip column으로 

Midi-prep을 통하여 정제를 한 후 PEGylated SMCC crosslinker 

(SM(PEG)2)와 pH 7.2, 4°C에서 4시간 반응을 진행하여 cysteine을 

포함한 단백질과 반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였다. 활성화 후 DNA와 결

합하지 않고 잔류하는 SM(PEG)2는 QIAGEN-tip column을 통하여 제

거하였다. 

2.3 Polyethylene glycol (PEG) glass 제작

  Magnetic tweezer를 위한 PEG glass를 제작하기 위하여 

24X50mm, 24X60mm cover glass (VWR)를 KOH에 넣고 10분간 

sonication을 진행하였다. 이를 증류수로 씻고 cover glass 주변을 

methanol로 채운 뒤 3-aminopropyltriaminosilane을 glass에 처리하

였다. 이후 glass 표면에 PEG을 부착하기 위하여 biotinylated NHS 

ester PEG과 NHS ester mPEG (methoxypolyethylene glycol)을 혼

합한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을 24X50mm를 제외한 24X60mm 

glass 표면에 처리하고 상온에서 3시간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료

된 glass를 증류수로 씻고 질소로 수분을 제거한 뒤 –20°C에 보관하였

다.

2.4 Single molecule force spectroscopy

  Biotin PEG이 처리된 24☓50mm, 24☓60mm cover glass 둘을 양

면테이프로 붙여 채널을 형성 하였다. 채널에 0.1μg/ml neutravidin을 

5분간 처리한 뒤 buffer로 씻어낸 후 10분간 500 bp의 biotinylated 

DNA와 digoxigenin DNA가 부착된 SNARE complex를 처리하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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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반응을 진행하였다. Buffer로 씻어내는 과정은 시료가 추가될 때마다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100nM의 nano disc를 처리하고 5분 반응을 

진행하였다. 이후 표면에 reference bead로 자성이 없는 streptavidin

이 코팅된 polystyrene bead (Spherotech)를 처리하고 5분간 반응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buffer에 SNAP25b가 포함된 anti digoxigenin

이 코팅된 M270 magnetic bead를 20분 처리하여 bead를 SNARE 

complex에 부착하였다. 이를 자석을 상하로 움직여 magnetic bead에 

힘을 가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힘의 크기는 시료 상단에 존재하는 자석을 위 아래로 이동하면서 조절

하였다. 이를 자석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통해 red superluminescent 

diode (QPhotonics) LED에서 나오는 빛으로 bead를 비추고 빛이 통

과하면서 형성되는 회절 패턴을 high-speed CMOS camera 

(Mikrotron) 로 관찰하였다. Force extension curve는 100Hz로 그 

외의 경우는 1.2kHz로 힘에 따른 bead의 높이를 기록하였다. (그림1)

그림1 Magnetic tweezer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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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NARE의 접힘 상태 분석

  SNARE complex의 접힘 상태는 CCD를 통해 기록한 data 중 

1.2kHz로 기록한 것을 분석하였다. SNARE의 길이 변화는 SNARE와 

두 개의 500bp DNA를 당겨 기록한 Z축 방향의 길이에서 DNA 및 시

료와 연결된 PEG의 힘에 따른 길이 변화를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ZSNARE는 SNARE의 길이, ZBead는 기록된 bead의 높이, ZDNA는 

SNARE와 연결된 두 개의 500bp의 DNA의 길이, ZPEG은 PEG glass에 

부착된 PEG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때 SNARE, DNA, PEG은 semi-flexible 성질을 가진 분자로 생각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수정된 Marko-Siggia의 worm like chain 모

델을 따른다.2

 는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 는 열에너지, 는 물체의 persistence 

length, 은 contour length,  는 stretch modulus이다.

 위와 같이 worm like chain 모델은 분자에 작용하는 힘과 길이 변화

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DNA와 PEG의 힘에 따른 길이 변화를 추정

하여 SNARE만의 길이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각 물체에 사용한 , , 는 DNA의 경우 31nm, 345nm, 560pN을 

사용하였고 PEG의 경우는 0.47nm, 36nm를 사용하고 


 항은 고려하

지 않았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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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SNARE complex 합성

그림2 SNARE 단백질의 SNARE complex의 형성

Delta N complex와 synaptobrevin-2의 SNARE complex를 형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둘을 혼합하고 SDS gel electrophoresis를 

진행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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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N complex와 synaptobrevin-2  의 SNARE complex 형성

  Neuronal SNARE complex는 syntaxin1A, synaptobrevin-2, 

SNAP25로 구성되어있다. SNARE complex를 구성 요소인 

syntaxin1A, synaptobrevin-2, SNAP25를 따로 4°C에서 혼합할 경

우 반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syntaxin1A의 경우 20μM 이상의 농

도로 반응을 진행할 시 aggregation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단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N terminal이 잘린(49-97) synaptobrevin-2, 

syntaxin1A, SNANP25가 결합된 상태로 정제한 delta N complex를 

사용하였다. 각 구성요소를 혼합할 때와는 다르게 delta N complex와 

synaptobrevin-2의 반응을 통한 SNARE complex의 형성은 4°C에서 

1시간 정도에 반응이 완료되었다. 이를 새로이 정제한 

synaptobrevin-2  와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olar ratio 1:1로 

4°C에서 1시간 반응을 진행한 후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진행하였다. 

 SDS PAG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약 48kDa 위

치에서 SNARE complex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기존

에 알려진 바와 같이 완성된 SNARE complex가 SDS에 대하여 저항성

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4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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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A handle 합성 및 SNARE complex와 연결

그림3 DNA handle과 SNARE 단백질의 반응성 

(a) 활성화된 DNA handle과 SNARE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반응성을 

보기 위하여 각 구성요소를 4시간 혼합한 뒤 gel electrophoresis를 진

행하여 UV로 DNA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DNA는 활성화된 500bp 

DNA handle, Syb-2는 synaptobrevin-2 , ΔN은 delta N complex

를 의미한다. (b) 반응 결과를 gel intensity 분석을 통해 반응의 정도

를 나타내었다.

500bp DNA handle과 Delta N complex의 연결

  Primary amine을 가진 forward primer와 biotin 또는 digoxigenin

을 지닌 reverse primer를 사용하여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

해 DNA handle을 제작하였다. 이를 SM(PEG)2 linker의 NHS ester

와 DNA handle의 amine과 반응하여 활성화 하였고 synaptobrevin-2 

및 delta N complex와 molar ratio 1:60으로 pH 6.5, 4°C에서 4시

간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SM(PEG)2를 통하여 Cysteine에 반응성을 

지니게 된 DNA handle의 반응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C-termina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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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eine을 가진 synaptobrevin-2 와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 결과, 

DNA handle이 synaptobrevin-2와 delta N complex의 Cysteine과 

50% 이상 반응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3 a-b)

서로 다른 두 개의 DNA handle과 SNARE complex의 연결

  Biotin DNA handle과 delta N complex를 반응을 진행한 뒤 pH 7.2

에서 delta N complex와 synaptobrevin-2를 molar ratio 1:2로 

4°C에서 1시간 동안 혼합하여 SNARE complex를 형성을 유도하였다. 

Biotin handle에 부착된 단백질이 delta N complex가 아닌 SNARE 

complex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SNARE complex가 SDS에 저항성이 있

음을 이용하여 gel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Delta N 

complex는 SDS를 처리하였을 때 SNARE complex가 분리되어 분리되

었던 상단의 band가 아래로 이동하여 크기가 작아지는 반면 

synaptobrevin-2를 추가로 처리한 시료는 SDS 처리 여부와 band의 

이동이 상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이를 통하여 

synaptobrevin-2를 추가로 처리한 시료에서 SNARE complex가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biotin DNA handle에 SNARE complex를 형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Biotin handle과 붙지 않은 단백질들을 500bp DNA 대략 325kDa, 

SNARE complex는 48kDa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kDa cut-off 

membrane filter (Amicon)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제거하는 동시에 

buffer를 pH 6.5로 교환하고 biotin handle과 digoxigenin handle을 

moalr ratio 1:17로 4°C에서 16시간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 결과, 

SNARE complex에 두 개의 500bp의 DNA가 붙어 1000bp 이상에서 

새로운 band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goxigenin handle과 

biotin handle이 반응하여 1000bp 이상의 band가 나타날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 동일한 mol수의 DNA를 혼합하여 gel로 확인하였고 동일

한 band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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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Biotin DNA handle과 SNARE complex의 연결

Biotin handle과 연결된 delta N complex가 synaptobrevin-2와 결합

하여 SNARE complex를 형성하였는지 gel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B는 biotin handle, ΔN은 delta N complex, V는 

synaptobrevin-2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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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Biotin DNA-SNARE와 digoxigenin DNA 연결

Biotin handle과 SNARE complex를 결합한 뒤 digoxigenin handle을 

혼합한 시료에 Biotin 및 digoxigenin handle 두 handle이 모두 결합한 

SNARE complex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el electrophoresis

를 진행하였다. Digoxigenin handle은 D, biotin handle은 B, delta N 

complex는 ΔN, synaptobrevin-2는 V로 표기하였다. (100K)는 

membrane 필터로 결합하지 않은 단백질을 제거한 상태를 나타낸다.

3.3 DNA oligo가 연결된 nano disc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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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MSP DBCO와 3‘ azide DNA oligo 연결

(a) MSP와 DNA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모식도. (b) DBCO PEG 

maleimide를 연결한 MSP와 16bp oligo DNA를 반응한 결과를 SDS 

PAGE gel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c) (b)의 gel에서 나타난 밴드를 통

하여 MSP의 총량 대비 DNA와 결합한 MSP를 gel intensity 분석을 

통하여 정량하였다.

Click chemistry를 통한 membrane scaffold protein과 DNA oligo의 

결합

  Membrane scaffold protein (MSP)은 인간의 apolipoprotein A-1

에서 유래한 engineered protein으로 lipid bilayer를 둘러싸 원반을 형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P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여 다양한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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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반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중 12.9nm 반경의 원반을 형성할 수 

있는 MSP 1E3D1를 사용하였다.5 Nano disc와 SNARE complex를 

DNA의 상보적 결합을 통하여 연결하기 위하여 시료를 고안하였다 (그

림6 a). 

 MSP의 73번째 aspartate가 cysteine으로 mutation된 construct를 사

용하여 정제한 뒤 DNA oligo와 연결하기 위하여 DBCO PEG 

maleimide의 maleimide와 cysteine을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

응하지 않은 DBCO PEG maleimide를 10kDa cut off membrane 

filter (Amicon)로 제거한 다음에 3’ azide가 포함된 16bp DNA 

oligo를 molar ratio 1:1로 하여 상온에서 3시간 반응하였다. 반응 결과

를 확인하기 위해 SDS PAGE gel electrophoresis를 진행하였다. 기존

의 MSP는 32.7kDa으로 35kDa 근방에 band가 나타났고 반응을 통하

여 DNA와 결합한 MSP는 35-48kDa 사이에서 band가 나타났다 (그

림6 b). 반응은 40.8%의 효율을 보였다 (그림6 c).

DNA oligo Nano disc 제작

  기본적인 nano disc 제작은 Rothman 그룹의 방법을 참고하였다.6 

Nano disc의 조성은 syntaxin1A를 포함하고 있는 지질 막인 시냅스 

전 뉴런 막의 조성에 가깝게 제작하였다. Nano disc의 조성은 

phosphatidylcholine (PC) : phosphatidylserine (PS) : cholesterol : 

phosphatidylethanolamine (PE) : Phosphatidylinositol 

4,5-bisphosphate (PIP2) = 34 : 15 : 20 : 25 : 6 으로 조성하였

다.7

 위의 조성으로 만든 지질 혼합물을 질소를 통하여 상온 진공에서 16시

간 건조를 하였다. 완전히 건조된 지질 film을 40mM의 sodium 

cholate detergent를 포함한 buffer에 녹인 후 1시간 동안 섞어주었다. 

1시간 후 MSP DNA 단백질과 lipid 비율을 molar ratio 1:60으로 섞어

주고 4℃에서 1시간 동안 섞어주었다. 혼합물에 포함된 detergent를 충

분히 제거하기 위하여 SM-2 bio-bead를 넣어 4°C에서 16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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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였다. SM-2 bio-bead를 통하여 detergent가 충분히 제거된 

MSP oligo-DNA nano disc 혼합물을 Superdex 200 Increase 

10/300 GL을 통하여 SEC를 진행하였고 280nm 흡광(A280)을 통하여 

시료가 검출되는 fraction을 확인하였다 (그림7 a). A280을 통하여 

A(5.5-8ml fraction)와 B(10-14ml fraction) 크게 두 개의 흡광 

peak를 확인하였고 이를 SDS PAG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확

인하였다 (그림7 b). B의 peak에 해당하는 fraction에서 MSP 및 MSP 

DNA oligo가 확인되었다. B에 해당하는 fraction은 대략 75-158kDa 

사이의 size를 지니는 범위로 nano disc가 형성되지 않은 MSP DNA보

다 큰 size이다. 이를 통하여 B fraction이 nano disc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7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SEC)를 통한 MSP-oligo 

DNA nano disc의 정제

(a) Nano disc 혼합물의 280nm에서의 흡광 그래프와 (b) PAG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한 흡광 peak를 분석한 결과이다. A와 B는 흡광 

그래프의 각 두 peak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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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oligo nano disc와 DNA handle의 결합 확인

 SNARE complex에 지질 막이 존재하는 효과를 주기위하여 SNARE 

complex의 DNA handle과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16bp DNA 

oligo nano disc를 molar ratio 1:1로 혼합하였다. 혼합 후 gel 

electrophoresis를 진행하여 결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Oligo DNA nano 

disc와 500bp DNA handle을 혼합한 시료에서는 100bp 크기 정도 높

게 이동이 일어난 band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끌리는 band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500bp DNA에 

delta N complex를 결합한 시료와 oligo DNA nano disc를 혼합한 결

과에서도 100bp의 크기 정도 높게 이동이 일어난 밴드가 나타났다  

(그림 8). 100bp는 대략 65kDa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이것은 SEC를 

통해 추측한 크기인 75-158kDa에 가까운 수치이다. 500bp의 DNA 

handle에 부착된 시료가 지질로 구성된 nano disc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DS를 처리하여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DS를 처리한 결과 

기존의 밴드 위치보다 더 작은 크기의 위치로 밴드가 이동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그림 8).  위의 결과들을 통하여 oligo DNA nano disc가 

handle에 부착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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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형성된 oligo DNA nano disc와 DNA handle의 결합

SNARE complex와 부착될 500bp DNA handle과 16bp oligo DNA 

nano disc가 결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을 molar ratio 

1:1로 섞어 반응하였다. A는 oligo DNA nano disc와 500bp DNA 

handle을 혼합한 결과이고 B는 500bp DNA에 delta N complex가 결

합한 시료에 oligo DNA nano disc를 혼합한 결과이다. 반응 후 gel 

electrophoresis를 진행하고 ultraviolet 광원을 통하여 DNA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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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agnetic tweezer를 통한 SNARE complex의 역학적 양상 

변화 확인

그림9 Magnetic tweezer 실험을 위한 시료의 구성 

(a) SNARE complex 확인을 위한 시료의 모식도. SNARE complex를 

구성하는 syntaxin1A (Syx), synaptobrevin-2 (Syb-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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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25와 C terminal에 부착된 두 개의 500bp DNA로 구성되어있

다. (b) (a)와 동일한 시료에 추가로 nano disc가 주입되어 DNA 

handle에 있는 single strand와 결합한 모습이다. (c) SNARE 

complex의 3차원 모델과 힘의 전달을 나타낸 모식도로 S는 cysteine으

로 mutation되어 나타난 thiol group, MD는 middle domain, CTD 및 

NTD는 C와 N terminal을 의미한다. 점선으로 zero ionic layer와 

layer의 경계(+8, -7)를 표기하였다.8

Magnetic tweezer를 통한 SNARE complex의 역학적 변화와 nano 

disc의 효과 

  SNARE complex의 magnetic tweezer 실험을 위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DNA handle에 부착된 SNARE complex를 구상하였다. 

Syntaxin1A의 C terminal에는 500bp의 biotin이 부착된 DNA를, 

synaptobrevin-2의 C terminal에는 500bp의 digoxigenin (Dig) 

DNA를 부착하였다 (그림9 a). Biotin을 통하여 PEG glass의 

neutravidin과 부착하고 digoxigenin을 통하여 antidig가 코팅된 

magnetic bead와 결합시킨 뒤 자석을 통하여 SNARE complex의 역학

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각 DNA handle에는 16bp의 oligo DNA

와 상보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single strand 구역이 존재하여 oligo가 

부착된 nano disc와 결합이 가능하여 nano disc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림9 b). 이로써 SNARE complex의 작용하는 장력은 C 

termianl부터 N terminal로 전달되게 되며 C에서 N 방향으로 풀려나가

고 N에서 C 방향으로 접히게 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SNARE complex

를 당기기 위하여 –7 layer 부분의 syntaxin1A와 synaptobrevin-2에 

각각 cysteine을 도입하여 이들이 disulfide bond를 이룰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림9 c). SNARE　complex의 접힘 상태에 따른 길이의 이론적

인 변화는 0nm에서 fully zippered, 5.4nm에서 linker open, 13.9nm

에서는 half zippered, 그리고 26.7nm에서 unzipped 상태가 나타난다

고 알려져 있다3 (그림9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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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SNARE complex의 역학적인 양상 변화 

(a) Nano disc가 없는 때 SNARE complex DNA 시료의 힘에 따른 

길이 변화를 나타낸 force extension curve. Forward는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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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증가하는 방향, reverse는 시간에 따라 힘이 감소하는 방향이다. 

이론적인 접힘 상태에 따른 worm like chain 모델을 표기하였다. (b) 

Force extension curve를 (a)의 붉은 원 부분을 확대하여 본 결과. 

(c) Nano disc의 유무에 따른 SNARE complex의 길이 변화를 보기 

위하여 DNA 및 PEG의 효과를 제거하고 10.5-15.5pN까지 힘의 변화

에 따라 나타나는 접힘 상태를 histogram으로 나타내었다. y축은 위치

의 빈도 x축은 extension (nm)를 의미하고 ND(-)는 nano disc 없이 

SNARE complex만 있을 때의 결과를, ND(+)는 SNARE complex에 

nano disc가 결합했을 때의 결과를 의미한다. 점선은 Gaussian 분포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때 존재하는 분포에서는 fully zippered는 관찰이 

되지 않고 unzipped 상태는 결과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좌측에 나타나는 분포는 linker open, 좌측보다 scale bar 만큼 우측에 

나타나는 분포는 half zippered 상태이다. Scale bar는 8.5nm로 linker 

open부터 half zippered 상태의 길이 차이이다. (d) (c)의 histogram 

중 14.5pN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Z/LO는 fully zippered와 linker 

open을 HZ는 half zippered 상태를 의미한다.

 

 우선 만들어진 시료 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DNA와 연결된 SNARE 

complex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agnetic tweezer로 1-20pN 

까지 힘을 가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힘을 점차 증가시킴에 따라 

SNARE complex는 8-12pN 사이에서 linker가 열리는 것이 관찰되었

고 16pN과 17pN에서 크게 길이가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났다.  

15-17pN의 영역에서는 unzipped 상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half zippered 상태가 관찰되었다. 18pN 이상의 힘을 가하

는 경우에는 SNARE complex가 완전히 분리되어 polypeptide 형태로

된 unfolded 상태 또한 관찰되었다. 반대로 힘을 17pN에서 점차 낮추

었을 때에는 13pN에서 rezipping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10 a-b). 

DNA handle이 N terminal에 붙은 경우는 시료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SNARE complex를 이룰 가능성이 낮아 배제할 수 있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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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anti-parallel로 접힌 SNARE의 경우는 disulfide bond를 형성할 수 

없어 반복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 제거된다. 따라서 채널에 주입된 시료 

내에 그림9 a에서 고안한 시료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ano disc 유무에 따른 SNARE complex의 접힘 상태 변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SNARE complex DNA 시료의 길이 변화를 1.2kHz의 

high speed 조건에서 기록하였다. 10-16pN까지 기록을 하였고 이후 

buffer exchange를 통하여 nano disc 100nM를 주입하고 동일한 방법

으로 변화를 관찰하였다. Nano disc 유무에 따른 SNARE complex의 

힘에 따른 접힘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DNA 및 PEG의 길이 

변화를 제거하였다. 분석 결과, nano disc가 없는 경우 힘이 증가함에 

따라 hlaf zippered 상태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며 14.5pN부터 half 

zippered 상태가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Nano disc가 결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증가함에 따라 half zippered 상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SNARE complex만 있을 때보다는 1pN정도 낮은 13.5pN부

터 관찰되었다 (그림10 c). Nano disc 유무에 따른 효과를 보다 직접

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ND(-) ND(+) 모두 half zippered 상태가 관

찰되는 14.5pN에서 접힘의 상태를 비교하였다 (그림10 d). 이를 통하

여 14.5pN의 힘에서 nano disc가 존재할 경우 half zippered 상태가 3

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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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Neuronal SNARE complex를 통한 지질 막의 융합은 신경전달 과정

으로 이어지고 이와 같은 기작은 다양한 생체에서 보존되어 있다. 이러

한 중요성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SNARE complex

가 어떻게 시냅스 전 뉴런 막과 시냅스 소포 막, 두 지질 막을 끌어당겨 

융합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융합의 기본 단위인 SNARE complex 하나의 역학적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magnetic tweezer를 통해 하나의 분자의 역학적 효과

를 보는 것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SNARE complex의 역

학적 효과를 관찰함에 있어 지질 막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 

SNARE complex가 지질 막을 융합하는 과정인 만큼 지질 막이 

SNARE complex에 어떠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SNARE complex에 두 개의 nano disc를 

결합시킬 수 있는 시료를 고안하였고 하나의 nano disc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였다. Syntaxin1A 방향에서 시냅스 전 뉴런 막을 모사한 nano 

disc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게 되었다. Nano disc는 13pN이상

의 힘에서 영향이 나타났고 half zippered 상태를 증가시켜 SNARE 

complex가 접힘 상태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다. 

 SNARE complex는 10-13pN에서 linker가 열린 상태가 관찰되며 

14.5pN에서는 half zippered가 관찰되기 시작한다. 주목할 점은 접힘을 

억제하고 있는 효과가 13pN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nano disc

가 완전히 접힌 SNARE complex와 상호작용하기보다는 linker가 열려

있을 때 linker domain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half zippered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half zippered 상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을 때 half zippered 영역까지 상호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Linker domain이 열린 상태에서 nano disc가 상호작용하는 

이유는 syntaxin1A의 linker domain에 양전하를 지닌 아미노산이 다량 

존재하고 (그림11), nano disc에는 음전하를 띠는 PIP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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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idylserine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는 지질 막의 

PIP2가 증가함에 따라 SNARE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더 많이 부착이 되

며, 이는 linker domain을 통하여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것과 상응

한다.9

 Nano disc가 SNARE complex와 상호작용하여 half zippered 상태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14pN 이상의 힘을 주었을 때 syntaxin1A의 linker

가 열리면서 감추어져 있었던 linker의 양전하가 드러나게 되고 nano 

disc의 PIP2 및 PS의 음전하로 인하여  linker 부분이 nano disc 쪽으

로 당겨져 SNARE complex가 벌어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림12 

a-b)

 따라서 단일 지질 막은 SNARE complex가 칼슘과 같은 융합에 대한 

신호를 받지 않았을 때 SNARE complex가 접히지 않도록 좀 더 효과

적으로 linker 부분을 이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Synaptobrevin-2의 경우 또한 linker에서 양전하를 띤 아미노산

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syntaxin1A 보다는 양전하를 띤 아미노산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

나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점은 SNARE　complex

의 접힘을 조절하는 주요한 조절자 단백질인 complexin (Cpx) 또한 

13pN 이상의 힘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Cpx 13pN 보다 낮은 힘에서

는 작용하지 못하다가 13pN 이상의 힘이 걸렸을 때 SNARE complex

가 완전히 접히지 않도록 linker를 열어 놓는 작용을 한다.2 지질 막의 

효과 또한 비슷한 영역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13pN보다 

큰 장력이 SNARE complex에 작용하고 있어야 SNARE complex가 완

전히 접히지 않아 융합을 조절할 수 있고 13pN 부근으로 장력이 떨어

지게 되면 SNARE complex가 접혀 신경전달이 일어남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생체 안에서 융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

지 않아도 13pN 정도의 장력이 SNARE complex 가해져서 조절자들에 

의해 SNARE complex가 완전히 접히지 않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SNARE　complex에 13pN의 장력을 가하는 힘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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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요인은 지질 막의 융합에서 존재해야하는 두 지질 막의 반발

력과 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ynaptotagmin1이 있다. 신경전달에

서 융합에 참여하는 두 지질 막은 모두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

다. 이들은 SNARE complex의 구성요소인 syntaxin1A와 

synaptobrevin-2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으로 인한 장력이 발

생할 수 있다. Synaptotagmin1의 경우는 예상되는 작동 모델 중 

SNARE complex에 clamping 작용을 하여 융합을 억제하고 있다가 칼

슘 신호를 통하여 융합 억제를 푸는 release of inhibition 모델이 있

다.1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synaptotagmin1이 syntaxin1A와 

synaptobrevin-2를 물리적으로 이격하면서 장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nano disc를 두 개를 구성하여 

magnetic tweezer 실험을 하였을 때 13pN보다 낮은 힘에서 SNARE 

complex가 열리는 것을 관찰하고 synaptotagmin1을 고려한 실험을 진

행하여 SNARE complex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면 보다 실제 신경전

달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11 SNARE complex의 linker domain의 조성

SNARE complex의 아미노산 배열을 –7 layer부터 linker domain까지 

나타낸 그림으로 주황색은 linker domain을 붉은색은 cysteine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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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SNARE complex의 linker domain의 조성과 지질 막의 작용 

모델 

(a-b) 음전하를 띤 지질 막이 SNARE complex에 작용하는 효과에 대

한 모식도이다. Syntaxin1A는 붉은색으로, synaptobrevin-2는 푸른색

으로, SNAP25은 녹색으로 나타내었다. (a) 13pN 이상의 외력으로 

linker domain이 열리면 (b) 음전하를 띠고 있는 지질 막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SNARE 단백질의 linker 부분을 잡아당겨 SNARE complex

를 열리는 것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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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cal effect of lipid membrane for SNARE 

complex

Lee, Jae Hwan

Biological Sciences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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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Neuronal SNARE (Soluble N-ethylmaleimide-sensitive factor 

attachment protein receptors) complex is a core protein fusing 

presynaptic membrane and synaptic vesicle in neurotransmission. 

Although SNARE complex catalyzes lipid membrane fusion 

process, the role of lipid membranes remains unknown. To 

elucidate effects of presynaptic membrane for SNARE complex, 

we positioned 13nm nanodisc near SNARE complex that imitates  

the composition of presynaptic membrane and applied tensions to 

SNARE complex using magnetic tweezers. In this work, we 

observed the nanodisc effects under mechanical tension above 

13pN and nanodisc increases half zippered population of SNARE 

complex.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synaptic membrane 

inhibits complete zippering of SNARE complex. 

Keyword : SNARE complex, presynaptic membrane, nanodisc, 

magnetic twee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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