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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malian Hippo signal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organ size by regulating cell growth, proliferation
and apoptosis. Dysregulation of this pathway is implicated in
several human diseases including cancer. MST2 (also known
as STK3/Hpo in Drosophila) is an upstream kinase in the
Hippo signaling pathway, to activate LATS1 kinase, which in
turn

phosphorylates

coactivator,

YAP

and

(Yes

inactivates
associated

a

transcriptional

protein),

Previous

structural study of the MST2 kinase domain showed that it
forms a canonical kinase fold. However, it did not explain the
substrate specificity of MST2 kinase and the molecular
mechanism

of

substrate

binding.

Here,

to

investigate

substrate specificity of MST2 kinase, we performed in vitro

1

kinase

assays

using

the

several

different

substrates,

including MOB1, LATS1, and YPA1. Unexpectedly, YAP1 as
well

as

YAP1

peptide

containing

well-known

phosphorylation site, Ser127, were readily phosphorylated by
MST2.

LATS1,

a

cellular

substrate

of

MST2

was

phosphorylated by MST2, whereas LATS1 peptide including
Thr1079 could not be phosphorylated, implying for the
importance of thre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substrate in
some cases. Sequence analysis of various substrates suggests
that there is no consensus sequence motif for MST2 kinase
but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or more basic amino acids
surrounding the phosphorylation site is highly preferred.
These results will greatly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substrate specificity of MST2 kinase and be helpful for future
structural study of the MST2-substrate complexes.

Keywords : MST2 kinase structure, LATS kinase, MOB1,
YAP1, Hippo signaling pathway, MST2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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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핵생물에서의 단백질 인산화효소 (Protein kinase)는 작용하는
아미노산

잔기에

인산화효소로

따라

구분할

수

Serine/Threonine

Tyrosine
있다

단백질

과

(Ubersax

Serine/Threonine
JA

인산화효소는

et

al.,

ATP의

2007).

γ-인산기

그룹(γ-phosphoate group)을 기질의 Serine/Threonine side
chain의 하이드록시기(Hydroxyl group)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세포내의 중요한 조절자로 작용한다 (Ross I. Brinkworth et al.,
2007). 이러한 인산화효소에 의한 단백질 인산화는 생체 내 신호전달의
중요한

기작을

담당하는

번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과정을 담당한다 ((Ubersax JA et al., 2007; Ross I.
Brinkworth

et

(STK3/Hpo)는

al.,

2007).

세포증식

및

본

연구

세포기관의

내용의
크기

주제인
조절에

MST2
관여하는

Hippo 신호전달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산화 효소이다
(Fa-Xing Yu et al., 2013; Zhao B et al., 2011).
MST 단백질 인산화효소는 모두 4가지의 subtype이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서 MST1/2와 MST3/4는 서로 다른 세포 내 기능을 갖는다
(Record CJ et al., 2010). MST1/2는 JNK/p38 MAPK kinase
신호전달의

활성

및

Hippo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반면,

MST3/4는 ERK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cord
CJ et al., 2010).
이렇듯 서로 다른 기작을 가지고 있으나 각 kinase 도메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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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서열은 약 90%의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 반면 카르복시 말단
도메인은 서열의 유사성이 20%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효소 활성의
조절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cord CJ et al., 2010;
Graves JD et al., 1998). MST family(1-4)의 kinase 도메인은
각각의

구조들이

유사성으로부터

모두

밝혀져

예상되는

바와

있는데,

높은

아미노산

서열의

같이 삼차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

MST2는 아미노 말단의 kinase 도메인 뿐 아니라 카르복시 말단의
SARAH 도메인의 구조도 보고되어 있다 (그림 1). 그림 1에서 보듯이
MST2의 카르복시 말단 SARAH 도메인은 α-helix로 이루어져
있으며

homodimer를

homodimerization은

형성한다
kinase

(PDB

ID:

4OH9).

도메인의

Thr

180

이러한

잔기에서의

자가인산화와 활성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 L et al.,
2013).
MST family의 kinase 도메인은 N lobe와 C lobe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kinase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의
구조 역시 기존에 보고된 구조적 특징을 잘 따르고 있다 (그림 2).
2013년도에 보고된 MST2 kinase 도메인 구조는 146번 catalytic
잔기인

Aspartic

acid가

Asparagine으로

치환되고

activation

loop의 Thr 180 잔기가 비인산화되어 있는 비활성 상태의 구조이다
(PDB ID: 4LG4) (Ni L et al., 2013).
반면, 2008년도에 발표된 MST1 kinase 도메인 구조는 activation
loop의 Thr177, Thr 183 잔기가 인산화된 활성 상태의 구조이다
(PDB code 3COM).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 activation loop에

5

그림 1. MST2 인산화효소의 도메인 모식도와 구조
아미노 말단의 kinase 도메인과 그의 activation loop에 포함되어
있는 Thr 180 잔기 가 표기되어 있다. 각 kinase 도메인 (4LG4),
SARAH 도메인 (4OH9)에 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kinase
도메인의 경우 남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TP-binding site에
관련된

N-lobe이며

붉은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의

부분이

기질단백질을 인식하여 인산화반응에 참여하는 C-lobe이다. SARAH
도메인은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α-helix가 homodimer를
이룬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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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Serine/Threonine 잔기의 인산화에 의해 loop의 구조 및
위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즉, 활성이 있는 MST2의 경우에는
인산화된 activation loop가 기질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extended
conformation을

취하고,

비활성

상태의

MST2는

비인산화된

activation loop가 alpha helix를 형성하여 기질 결합 위치와 활성
위치를 방해하고 있다 (Ni L et al., 2013).
MST2는 모든 세포에서 보편적으로 발현되며 Hippo 신호전달에서
LATS1, WW45, MOB1과 함께 주요한 인자로서 작용한다 (Jose M
et al., 2013; Laura R et al., 2010; Gogl G et al., 2015; Lee KP
et al., 2010). 그림 3은 사람에서의 canonical Hippo 신호전달을
나타낸
도메인을

모식도이다.

Hippo

신호가

통한homodimerization에

있을

때

의하여

MST2는
activation

SARAH
loop의

T180이 trans-autophosphorylation되어 활성화된다 (Ni L et al.,
2013).
WW45은 WW 도메인과 SARA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SARAH
도메인을 통하여 MST2 SARAH 도메인과 결합하고 WW 도메인은
NDR/LATS (Large tumor suppressor) 인산화 효소의 PPXY
motif와 결합함으로써 scaffolding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Lee KP
et al., 2010; Salah Z

et al., 2012). LATS1은 다른 NDR family

인산화 효소와 함께 AGC 인산화효소 그룹에 속하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군데의 진화적으로 보존된 regulatory site가 순차적으로
인산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Chan EH et al., 2005). 즉, 활성화된
MST2에 의하여 먼저 카르복시 말단 HM motif의 Thr 1079 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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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ST1과 MST2 구조의 activation loop 형태 비교
Activation loop의 Thr177와 Thr183이 인산화되어 활성상태의
MST1(PDB code : 3COM ) 과 Thr180이 인산화되어 있지 않은
비활성 상태의 MST2 (PDB code : 4LGD)의 구조를 비교한 그림이다.
MST1과

MST2는

각각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activation loop는 주황색 선 (MST1)과 파란색 코일 (MST2)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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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화가

일어난

후,

activation

loop의

Ser

909

잔기에서

자가인산화가 일어나 완전히 활성화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Chan
EH et al., 2005). MOB1 (Mps one binder kinase activatorlike 1) 단백질은 효모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며,
LATS1의 activator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exander
Hergovich, 2012).

활성화된 MST2는 kinase와 SARAH 도메인

사이의 linker에 MOB1이 docking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MOB1
아미노

말단

부위의

Thr12번과

Thr35번을

인산화

시킨다

(Praskova M et al., 2008; Lisheng Ni et al., 2015). 인산화된
MOB1은 LATS1의 아미노 말단에 위치한 MOB1 결합 도메인과
상호작용

함에

따라

LATS1을

MST2와
돕는

HM부위가

인산화될

수

(Lisheng

Ni

al.,

effector로서
안에서

et

작용하는

TEAD등의

있도록

2015).

가깝게

scaffolding

Hippo

하여

역할을

한다

신호전달에서

YAP1(Yes-associated

전사인자와

위치하게

결합하여 cyclin

주요한

protein)은

핵

E과 같이 cell

cycle에 관여되거나 Diap1과 같은 세포사멸을 막는 유전자들의 전사를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Tsutomu Oka et al., 2008; Kodaka M et
al., 2015). 그러나 활성화된 LATS1에 의하여 YAP1의 Ser 127번
잔기에 인산화가 되면 세포질의 14-3-3 단백질과 결합하여 핵 내로
이동하는 대신 세포질에 머무르게 되어 세포사멸이 방해되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 (Kodaka M et al., 2015; Zhao B et al., 2011).
이러한 Hippo 신호전달의 조절 이상은 세 포의 정상적인 증식과
사멸을 방해하여 암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람에서는 간, 췌장,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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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발암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Kieran et al., 2013).
Hippo 신호전달경로에서 상위 단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ST2가
기질을

인산화시키는

정확한

기작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암

억제연구에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MST2의
기질 특이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ppo

신호

전달에서

MST2가

직접적으로

인산화시키는 기질들과 그 기질들의 인산화자리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고안하여 in vitro kinase assay를 해봄으로써, 다른 인산화 효소들과
달리 MST2는 어떠한 기질 특이성을 가지는지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MST2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대한 이해는 이 단백질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Hippo 신호전달의 조절 기작을 이해하고 나아가 Hippo
신호전달 과정을 특이적으로 저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억제제 또는
조절제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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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anonical Hippo signaling pathway 모식도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의

사람에서의

canonical

Hippo

신호전달을 나타낸 그림이다. Hippo 신호전달이 일어날 때 RASSF1
등의 상위 단백질에 의하여 MST1/2의 활성화가 일어나면 adaptor
protein인 hWW45의 도움을 받아 LATS1/2가 인산화된다. 이 때
MST2에 의하여 인산화된 MOB1이 이 과정을 돕는 scaffolding
단백질 역할을 한다. 인산화된 LATS1는 전사활성인자인 YAP1의
인산화 및 14-3-3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세포질에 머물도록 한다.
반면 Hippo 신호전달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YAP1이 핵 안으로
들어가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
11

실험 재료 및 방법

재조합 플라스미드와 항체
human

MST2(MST2-16–491, 이하 MST2)는 아미노 말단에

GST tag과 tabacco etch virus (TEV) cleavage site를 포함하고
있는 pGEX-TEV-KG 벡터에 클로닝되었다. MST2의 56번 Lys을
Arg으로 치환시킨 비활성 돌연변이(MST2-16–491-K56R, 이하
MST2-K56R)는 QuickChange (Stratagene)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MOB1은 1번 아미노산을 제외한 전체 단백질을 TEV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GST tag과 fusion 시켜서 발현되도록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었다 (pGEX-KG-MOB1-2-216 : 이하 MOB1). YAP1은
단백질의

solubility를

증가시키기

위해

아미노

말단의

48개

아미노산을 제외한 단백질을 발현시키도록 고안하였다 (pGEX-KGYAP1-49end : 이하 YAP1). LATS1은 기능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발현시키기

위한

아미노

재조합

말단의

543개

플라스미드를

아미노산을

고안하였다

제외하고

(pGEX-KG-

LATS1-544end :이하 LATS1).
6가지의 기질 펩타이들은 thrombin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GST
tag을

포함하여

발현되도록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었다.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MST2-T180 : TDTMAKRNT(180)VIGTPFWMAPEVIQE
LATS1-S909 : QHQRCLAHS(909)LVGTPNYIAPEVLLR
12

각

LATS1-T1079 : PEHAFYEFT(1079)FRRFFDDNGYPYNYP
MOB1-T12 : LFSSRSSKT(12)FKPKKNIPEGSHQYE
MOB1-T35 : ELLKHAEAT(35)LGSGNLRQAVMLPEG
YAP1-S127 : TPQHVRAHS(127)SPASLQLGAVSPGTL
모든 재조합 플라스미드는 최종적으로 DNA sequenc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일차 항체는 각 단백질의 특정한 인산화 자리가 인산화된
것을 검출할 수있는 항체로써 western blot을 위해 아래에 표기된
비율로

4℃에서

20시간

반응시켰다.

Phospho-Mst1

(Thr183)/Mst2 (Thr180) rabbit mAb (1:1000, Cell Signaling);
Phospho-MOB1 (Thr35) rabbit mAb (1:1000, Cell Signaling);
Phospho-LATS1

(Thr1079)

rabbit

mAb

(1:1000,

Signaling); and phospho-YAP1 (Ser127) rabbit mAb

Cell

(1:2000,

abcam). ) 이차 항체는 Rabbit IgG Antibody (1:2000, Bioss) 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뒤 검출하였다.

GST-단백질 및 펩타이드의 정제
MST2, MST2-K56R, YAP1, LATS1, MOB1 단백질의 발현 및
정제를

위하여

먼저

각각의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

균주

Rosetta cell에 형질전환시켰다. 형질전화된 박테리아는 37 ℃에서
키우다가 OD600 값이 약 0.6에 이르면, 0.5 mM IPTG를 첨가하여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이후 30 ℃에서 4시간 이상 추가로 기른
후 6,000 rpm에서 15분간 centrifuge하여 박테리아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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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mulsiflex를 이용하여 cell lysis를 일으키고 18,000 rpm에서
30분간 centrifuge를 돌려 상층액을 gluthathione agarose resin
(QIAGEN) 과 섞어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Resin에 붙은 단백질은

PBSTR 완충용액 (8 mM Na 2 HPO 4 , 150 mM NaCl, 2 mM
KH2PO4, 3 mM KCl, 0.05% Tween® 20, 5 mM
Mercaptoethanol) 으로 충분히 씻어주고 4 ℃에서 16시간 이상
TEV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하여 GST tag을 제거하였다
(단백질:TEV 효소 (w/w) = 20:1). GST가 제거된 단백질을 회수한
뒤, 이를 Resource Q anion exchange column과 Superdex 200
gel filtration column (GE Healthcare)을 통해 95% 이상의
순도로 정제하였고, 20 mM Tris (pH 8.0), 100 mM NaCl, 2 mM
DTT가 포함된 버퍼에서 최대 6.5 mg/ml로 농축하였다.
6가지 기질펩타이드 MST2-T180, LATS1-S909, LATS1-T1079,
MOB1-T12, MOB1-T35, YAP1-S127는 앞서 기질단백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발현시켰는데, Rosetta 대신 BL21 (DE3) cell을
사용하였다. Cell lysis 후, 발현된 단백질은 gluthathione agarose
resin을 이용하여 앞서와 같이 일차정제하였으며, GST tag을 제거하는
대신, 20 mM reduced L-gluthatione (SIGMA-ALDRICH)을
이용하여 GST fusion 펩타이드를 얻었다. 여기서 얻어진 샘플은
Superdex 200 gel filteration 컬럼을 통해 이차정제하여 20 mM
Tris (pH 8.0) and 150 mM NaCl이 포함된 버퍼에서 각 12
mg/ml로 농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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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kinase assay
in vitro kinase assay는 50 mM Tris-Cl (pH 7.5), 150 mM
NaCl, 10 mM MgCl2, 1 mM DTT, 0.1 mM ATP가 포함된 용액에서
상온에서 20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MST2 인산화 효소 또는 그의
비활성 돌연변이 효소 (MST2-K56R)은 각 1 μM씩 140 mM의
기질 펩타이드 (MST2-T180 펩타이드, LATS1-S909 펩타이드,
LATS1-T1079

펩타이드,

MOB1-T12

펩타이드,

MOB1-T35

펩타이드, YAP1-S127 펩타이드)와 반응시킨 후 5× SDS sample
buffer를 첨가하고 5분간 100°C에서 끓여 반응을 종료하였다.

Thrombin cleavage
GST-펩타이드는 20 mM Tris-HCl (pH 8), 100 mM NaCl이
포함된

버퍼에서

단백질

50µg당 1unit의 농도로 트롬빈 단백질

분해효소 (thrombin protease, Sigma Aldrich) 를 사용하여 GSTtag을 제거하였다.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5× SDS
sample buffer를 넣고 5분간 100°C에서 끓여 반응을 종료하였다.

인산화단백질 염색
in vitro kinase assay를 거친 단백질들은 SDS-PAGE gel에서 이후
3차수로 10분씩 3회 Fix solution (50% methanol and 10%
acetic

acid)으로

30분

2회

고정시킨

후

Pro-Q®

diamond

phosphoprotein gel stain solution (Invitrogen)으로 암실에서
90분 동안 염색하였다. 이후 20% acetonitrile과 50 mM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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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 (pH 4.0)를 포함한 Destaining 용액으로 30분 3회 씻어낸
후 ChemiDoc MP (BIO-RAD)으로 반응을 검출하였다. 인산화단백질
염색이 끝난 gel은 쿠마시 블루 (Coomassie blue)로 재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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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MST2에 의한 기질 단백질의 인산화와 기질 펩타이드의 정제
본 실험에서는 MST2 인산화효소의 기질에 대한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Hippo 신호전달과정에서 MST2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려진 기질들을 정제하여 in vitro kinase assay 실험을 통한
인산화여부를

관찰하였다.

MST2

인산화효소는

아미노

말단에

activation loop가 포함된 kinase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trans-autophosphorylation에

의하여

인산화되는

Threonine

180번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박테리아에서 발현시켜 정제한 MST2는
이미 Thr180에 부분적으로나마 인산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가)). 이는 MST2가 박테리아에서 발현되는 과정에서 이미
trans-autophosphorylation을

통해

인산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얻어진 MST2는 세포 내 기질단백질로 알려진
MOB1과 LATS1의 인산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4
(가), (나)]. 또한, 실험의 정확한 통제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활성상태로
얻어진 MST2를 lambda protein phosphatase로 처리하여 탈인산화
시킨 후 kinase assay 실험을 수행하여 앞서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MST2 단백질 자기 자신을 인산화시켜 활성화되며 또한 기질
단백질인 MOB1과 LATS1과도 잘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YAP1은 MST2에 의해 활성화 되는 LATS1의 기질로써
전사활성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제된 MST2, LATS1, YAP1을
17

(가)

(나)

그림 4. MST2에 의하여 인산화되는 기질 단백질 MOB1, LATS1
(가)

MST2에 의한 MOB1의 인산화를 0.2 mM의 ATP가 있는

환경에서 in vitro kinase assay한 결과이다. MST2와 MOB1은 각
최종 1µM, 200 µM로 상온에서 20시간 이상 반응하였다. MST2는
anti phospho-MST2 (T180) 항체를 사용하여 western blot하였고
MOB1은 proQ와 쿠마시 염색을 하였다.

(나) (가)와 같은 조건에서 MST2와 LATS1을 in vitro kinase
assay한 후 proQ와 쿠마시로 본 결과이다. LATS1 기질을 최종
40µM로 하여 MST2는 각각 1µM, 2µM로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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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in vitro kinase assay 결과, YAP1이 MST2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산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가), (나)). 즉
YAP1은 MST2와 LATS1이 모두 존재할 경우뿐 아니라, MST2만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인산화가 됨을 볼 수 있다. 반면, LATS1만
존재하는

경우는

YAP1의

인산화를

관찰할

수

없었는데,

이는

LATS1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Hippo
신호전달 경로에서 LATS1에 의하여 YAP1이 인산화되는 부위는
Serine 127번으로 알려져 있다. ProQ 용액을 이용하여 확인한 인산화
단백질이 YAP1의 127번 Serine 잔기의 인산화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5 (다)에서는 YAP1의 pS127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western blot 과 ProQ에서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MST2의 활성이 이러한
반응을 일으킨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MST2의 비활성 돌연변이
(K56R)를 이용하여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다)에서 보듯이
MST2가 비활성 상태일 경우 어떠한 인산화 반응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YAP1 Ser127의 인산화는 활성상태의 MST2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세포
내에서도 MST2에 의해 YAP1이 직접 인산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In vitro kinase assay를 통해 MST2에 의한 인산화가 확인된
단백질들을

토대로

아미노산

서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자

각각의

인산화자리를 포함하는 24개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GST tag이 붙은
상태로 발현이 되도록 고안하였다 (그림 6 (가)). 먼저 MST2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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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ST2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인산화된 YAP1 단백질
(가)

정제된

100µM로

in

MST2,
vitro

LATS1,

kinase

YAP1을

assay를

각각

수행하여

1µM,

10µM,

proQ와 쿠마시

염색으로 본 결과이다. MST2, LATS1, YAP1 단백질은 약 50
kDa으로 젤 상에서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

온도별 (4°C, 상온), 시간별 (2시간, 20시간)로 MST2,

LATS1, YAP1의 in vitro kinase assay 결과를 proQ과 쿠마시로
나타내었다.

(다)

MST2

인산화효소와

비활성화효소

(MST2-K56R)를

사용하여 in vitro kinase assay후 anti-phospho-YAP1 (S127)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및 proQ와 쿠마시 염색을 하였다.

(라)(다)의 결과를 anti-phospho-MST2 (T180), anti-phosphoLATS1 (T1079), anti-phospho-YAP1 (S127)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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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의 activation loop에 존재하는 Thr18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MST2-T180

펩타이드를

고안하였다.

LATS1의

경우,

활성화

과정에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인산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MST2에 의해 인산화된다고 알려진 Thr1079를 포함한 펩타이드와,
LATS1 스스로에 의해 자가인산화 된다고 알려진 Ser909를 포함한
펩타이드를 각각 디자인하여 서로간의 인산화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MOB1은 아미노 말단 쪽의 Thr12과, Thr35을 포함한 펩타이드를
각각 고안하였다. 또한 MST2에 의해 인산화 되는 것이 확인된 보인
YAP1의

Ser127

인산화

자리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도

함께

디자인하였다. 이렇게 고안된 6가지의 펩타이드는 GST에 fusion된
상태로

박테리아에서

column을

통해

발현되었으며,

정제하였다.

이후

각각은

G-agarose

최종적으로

Gel

affinity

filteration

column을 거쳤음에도 GST tag과 GST-펩타이드가 dimer를 이루어
그림 6 (나)에서와 같이 정제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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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질 펩타이드의 정제
MST2 인산화효소의 기질 MST2, LATS1, MOB1과 YAP1의 인산화
자리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각각의 인산화자리를 기준으로 아미노 말단
쪽 8개, 카르복시 말단 쪽 15개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만들어 정제하였다. 총 6가지의 펩타이드는 각각의 인산화 자리를 따서
MST2-T180,

LATS1-S909,

LATS1-T1079,

MOB1-T35, YAP1-S127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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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1-T12,

MST2에 의한 기질 펩타이드의 인산화
그림 7 (가)에서와 같이 in vitro kinase assay를 통한 MST2 기질
펩타이드의 인산화는 다양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MST2에 의한
인산화는 MST2-T180 펩타이드에서 잘 관찰되었으며 비활성화 효소
(K56R) 에서는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GST tag은 기질
펩타이드와 같이 정제되어 나왔으나 proQ에서는 인산화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MOB1에서의 인산화는 MST2에 의하여
인산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두 부위 Thr12, Thr35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나타났다. 즉, MOB1-T12 펩타이드는 뚜렷한 인산화 반응을
보인 반면 MOB1-T35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인산화가
관찰되었다.

한편

흥미롭게도

LATS1의

경우

MST2에

의해

인산화되는 Thr1079를 포함하는 펩타이드가 인산화 반응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고, 자가인산화에 관련된 Ser909 또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YAP1은

Ser127을

포함하는

펩타이드에서

YAP1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인산화 반응을 나타내었다. 기질간의 상대적인
인산화 정도를 알고자 각 펩타이드를 기준으로 MST2 또는 비활성화
효소 (K56R)와 반응하였을 때의 시그널을 측정한 결과, LATS1을
제외한 모든 펩타이드에서 인산화가 일어났으며, 그 중 MOB1-T12과
MST2-T180 펩타이드가 높은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MST2의 농도에 따른 기질 펩타이드의 인산화 정도를 알고자,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펩타이드와 일어난 펩타이드들로 나누어 다양한 비율로

in vitro kinase assay를 수행하였다. 그림 7 (나)에서는 인산화반응을
보 이 지 않 은 LATS1 펩 타 이 드 에 서 MST2 인 산 화 효 소 의 비 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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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그 외의 펩타이드에서는 낮추어 인산화 반응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LATS1-T1079는 높은 농도의 MST2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외의

MST2-T180,

MOB1-T12,

MOB1-T35,

YAP1-S127 펩타이드는 적은 농도의 MST2로도 충분히 인산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질

펩타이드들은

펩타이드

크기

(약

4

kD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GST tag(26 kDa)을 포함하고 있다. ProQ에 의하여
검출된 인산화 반응이 GST에 존재하는 Serine 또는 Threonine의
인산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림 7 (다)와 같이 GST tag을
자른 경우 인산화 신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였다. GST tag과
펩타이드 사이를 절단하는 트롬빈 단백질 분해효소의 농도를 점차
높이며 처리한 결과 GST-펩타이드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인산화
신호도 함께 낮아졌다. 펩타이드가 제거된 GST에서는 인산화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면 GST tag이 제거된 펩타이드의 인산화 신호는
점차 뚜렷해 지는 것으로 보아 펩타이드 내의 아미노산 부위에 인산화가
일어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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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6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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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ST2에 의한 기질 펩타이드의 다양한 정도의 인산화

(가)MST2

인산화효소

및

비활성화효소

(MST2-K56R)

1µM,

펩타이드기질 140 µM을 사용하여 0.1 mM의 ATP가 포함된 환경에서
in vitro kinase assay하고 proQ와 쿠마시로 염색하였다. MST2가
없는 환경에서 각각의 기질 펩타이드의 인산화를 기준으로 반응이
일어난

정도를

상대적으로

수치화하였다. 이 때 GST tag부분은

제외하고 GST-펩타이드만을 정량화하였다.

(나)LATS1-T1079 펩타이드 140 µM을 각 1 µM, 5 µM, 10 µM의
MST2 인산화효소와 in vitro kinase assay로 반응시킨 후 proQ와
쿠마시로 본 결과이다. MST2-T180, MOB1-T12, MOB1-T35 및
YAP1-S127 펩타이드는 각 140 µM씩 0.1µM, 0.5 µM, 1 µM의
MST2 인산화효소와 반응하였다. .

(다)MST2

인산화효소와

반응시킨

MST2-T180,

MOB1-T12

펩타이드를 트롬빈 단백질 분해효소(Thrombin protease)의 농도를
높이며 상온에서 2시간 처리한 결과이다. 트롬빈을 처리하지 않은 샘플,
0.05unit, 0.1unit, 0.2unit, 0.5unit, 1unit, 2unit의 농도로 처리한
샘플을 proQ와 쿠마시를 사용하여 인산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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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Hippo 신호전달과정은 세포 사멸과 장기기관의 크기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이 신호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eran F. Harvey et al., 2013).
MST2 인산화 효소는 Hippo 신호전달 과정에서 상위 단계에 작용하는
인산화 효소로써 MST2의 활성화는 LATS1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는

결국

전사활성인자인

YAP1의

인산화를

야기시켜

YAP1의

기능을 방해한다 (Tsutomu Oka et al., 2008; Kodaka M et al.,
2015). 따라서, Hippo 신호전달의 최상위 단계 효소인 MST2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전체 Hippo 신호전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MST2가 어떠한 기질 특이성을 가지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며, MST2와 기질간의 결합에 대한 구조적 정보도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MST2 인산화 효소의 기질에 대한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박테리아에서 발현 및 정제한 다양한 기질단백질과 MST2 효소를
사용하여 in vitro kinase assay를 수행하였다. 먼저, MST2 단백질은
자가인산화된 상태로 박테리아에서 발현 정제되어 활성을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자가인산화가 일어나는 MST2의 Thr18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기질로 사용하였을 때 실제로 인산화
반응이 일어남을 관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서 MS T4 k inase 도메 인의 act iva tion lo op에
DFG+1이라는 특정한 서열이 존재하여 +1의 서열이 Val일 때 Th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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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Catherine Chen et al., 2014), MST2
kinase 도메인은 MST4의 Kinase 도메인과 90%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며 DFGV 서열을 가지고 있어 Thr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세포 내 기질 단백질들은 인산화 위치에 Thr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그러나 YAP1의 경우, MST2의 세포 내
기질 단백질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인산화되는 아미노산 127번은
Ser으로 선호 아미노산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Ser 127을 포함한 YAP1 펩타이드와 YAP1 단백질
모두 MST2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산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제로
세포 내에서도 MST2에 의해 YAP1이 직접 인산화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MST2 인산화 효소의 세포 내 기질단백질로 MOB1과 LATS1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인산화되는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기질로
사용한 실험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MOB1의 경우
Thr12번과 Thr35번 위치에서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Thr12번과 Thr35번 아미노산을 포함한 펩타이드는 모두 인산화가
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특이하게도 Thr12번

아미노산을 포함한

펩타이드에서 더 높은 인산화 반응이 관찰되었다. LATS1의 경우,
MST2에 의하여 Thr1079이 먼저 인산화되면 이후 Ser909번이
자가인산화 됨에 따라 LATS1이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n EH et al., 2005). LATS1-S909 펩타이드를 기질로 사용한
경우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MST2에 의해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LATS1-T1079 펩타이드를 기질로 사용한 경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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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ic

DE

Asp/Glu

Basic

KR

Lys/Arg

표 1. 기질 펩타이드 간 sequence alignment 및 구성 아미노산의
특성
펩타이드 기질의 인산화 자리(0번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아미노
말단과

카르복시

말단에

위치한

아미노산

서열들의

상동성을

본

그림이다. 산성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붉은색으로 염기성 아미노산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각 펩타이드 서열 끝에 이론적인 등전점 값이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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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MST2에 의한 인산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질 펩타이드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펩타이드 기질들의 특징을 알아내고자 각각의 인산화 자리를 중심으로
아미노 말단과 카르복시 말단 쪽으로 7개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서열에서

그

특이성을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질 펩타이드

서열간의 유사성을 보고자 하였으나 모든 펩타이드들 혹은 인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 펩타이드들 간에도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 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산화 효소가 특정 아미노산
공통배열

(consensus

sequence)을

가진

기질에

대해

특이성을

지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MST2 기질 펩타이들간의 특징적인
아미노산 서열을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인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
펩타이드들의 경우, 특이하게도 Lys, Arg 과 같은 염기성을 띠는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각
펩타이드들의 정전기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예외적으로 LATS1T1079 펩타이드에서는 산성을 띠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펩타이드의

이론적인 등전값은

인산화가 제일 잘 일어났던 MOB1-T12가 11.3으로 가장 높고,
MST2-T180

펩타이드는

8.8,

MOB1-T35,

YAP1-S127

펩타이드들도 각각 8.8, 10.2의 높은 등전점 값을 보였다. 반면,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LATS1-T1079는 4.8로 유일하게
산성을

띤다.

이로부터

MST2

인산화효소와

기질

펩타이드와의

결합에는 정전기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MST2의 삼차구조로부터 MST2의 catalytic cleft가 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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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세포 내 MST2의 기질인 LATS1의 Thr1079은 카르복시 말단 HM
도메인에 존재하는데, HM 도메인은 기존에 발표된 연구결과, alpha
helix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ichard Marais et al.,
2003). 이러한 삼차구조 형성이 MST2 인산화 효소와의 반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LATS1 단백질을 이용한 인산화
반응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Thr1079의 인산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Thr1079를 포함한 펩타이드의 경우 alpha helix를 형성하지
못하고

산성을

띠는

아미노산을

포함함에

따라

MST2의

기질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MST2와 기질들간의 상호작용에 정전기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질 펩타이드의 염기성 아미노산을 산성
아미노산으로 돌연변이 시켜 인산화 여부를 관찰하는 등의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LATS1 기질단백질의 alpha helix
형성이 MST2와의 반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기질단백질간의

복합체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조연구에

중요한

앞으로의
정보를

제공할

MST2와
것이며,

궁극적으로 MST2의 기질특이성 및 작용 메커니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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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ST2 kinase domain 표면의 정전기적 특성
MST2 인산화효소의 catalytic cleft 표면에서의 정전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붉은색은 산성, 파란색은 염기성을 띠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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