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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A는 flavin mononucleotide(FMN)을 보유하는 light-oxygenvoltage(LOV) 도메인 단백질로써 Bacillus subtilis에서 청색광에 반응
하여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 YtvA는 수용액에서 dimer로
존재하며, 다른 LOV 도메인 단백질에 비해 빛에 의한 구조 변화가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YtvA의 Jα-helix의 기능과 형광 리
포터 단백질로 사용하기 위한 genetic engineering 실험을 수행하였다.
Jα-helix의 기능 연구를 위하여 해당 부분을 절단시키거나 대체하여 단
백질의 빛에 의한 구조변화를 native gel로 분석하였고, Jα-helix의 유
무에 따라 dark regeneration kinetic과 FMN과의 결합력 변화도 관찰
하였다. 실험 결과 Jα-helix가 없는 YtvA 단백질은 dark 상태에서는
dimer로, light 상태에서는 monomer로 존재하며 dark regeneration 시
간은 빨라지고 FMN과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YtvA를 형
광 리포터 단백질로 세포 이미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파장(650 nm
이상)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random mutagenesis 방
법을

이용하여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하였고,

반복적인

mutagenesis 실험 결과 장파장 쪽으로 형광이 변화하는 단백질의 특정
위치를 발견하였다. YtvA는 GFP 계열 단백질에 비해 산소에 비의존적
이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장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면 세포내의 시공간적
변화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고, 응용 범위 또한 넓어 질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는 빛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내 조절 신호 변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biotechnology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주요어 : YtvA, light-oxygen-voltage(LOV), Jα-helix,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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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빛에 의해 조절 되는 단백질은 생체 system내에서 시공간적으로 정밀
한 조절이 가능하고 세포 내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세포의
정상 기능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이
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빛 자체가 allosteric effector로서 작용할 수
있어 빛을 통해 light sensing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외부
환경 자극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은 세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세포 내에는 빛, pH, 저분자 물질을 포함한 외부 신호를 감지하는 PerArnt-Sim (PAS) domain이 존재하여 외부 자극에 대한 신호를 전달한
다. PAS domain의 서브 그룹인 light-oxygen-voltage (LOV) domain
이 발견된 이래로 빛에 의해 조절되는 신호 전달을 세포 및 분자 수준에
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1),2)또한 LOV
domain은

FMN을

chromophore로

갖는

형광

단백질(fluorescent

proteins)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engineering을 통하여 형광 단백질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OV는 Arabidopsis thaliana의 phototropin에서 처음으로 규명되었으
며 식물의 굴광성, 엽록체 운동 및 기공 개폐 과정을 조절한다.1),3),4)
Phototropin에는 LOV1과 LOV2가 있으며 Ser/Thr kinase domain과
연결되어 있다. LOV2 domain은 빛에 반응하여 phototropin의 자가인산
화 및 활성화를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LOV1의 역할은 정확하게 규
명되지 않았다.5-7) LOV domain은 chromophore인 FMN과 결합하며
청색광을 흡수함으로써 photocycle이 시작되고 이 상태를 light 상태라
고 지칭하게 된다. 청색광에 노출되면 LOV의 cysteine 잔기와 FMN 고
1

리의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일련의 구조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LOV
domain의 신호전달이 시작된다.8-10) 청색광을 흡수하여 light 상태로 전
환된 LOV domain을 빛을 차단하여 dark 상태로 유지하면 다시 청색광
을 흡수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를 dark 상태라고 지칭한다. 또한
단백질의 dark와 light 상태의 전환은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빛에 의해
유도되는 LOV domain의 구조변화는 주로 flavin ring의 인접 지역으로
제한되어 발생한다. Neurospora crassa으로부터 분리 보고된 단백질인
white collar-1(WC-1), VIVID 그리고 Arabidopsis 에서 분리된
FKF1은 LOV domain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WC-1 단백질의 경우
에는 결합하는 chromophore가 FMN이 아닌 FAD(Flavin adenine
dinucleotide)라는 차이점이 있다.
LOV domain에서 빛에 의한 신호가 effector domain으로 전달되는 기
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Avena sativa 의 LOV2 domain의 경우
α-helix 부분과 C-말단의 core domain이 신호전달 과정에 관련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Avena sativa 의 LOV2 domain(AsLOV2)은 FMN 조
효소에 의해 청색광이 흡수되면 unfold된 Jα-helix가 effector domain
으로의 신호전달을 촉진하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1),12) 하지만 Xray crystallography 등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LOV domain에서의
kinase activation 과정에 Jα-helix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
가 보고되었다.6)현재까지 다양한 종에서 분리된 LOV domain에서 Jαhelix의 역할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종류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갖
는 것으로 유추된다.
YtvA는 Bacillus subtilis 에서 유래된 flavo 단백질로 총 261개의 아
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acteria에서

청색광에

반응하는

phototropin의 특성을 지니는 단백질로 처음 분리 보고 되었다. 식물
2

phototropin LOV domain이 Ser/Thr kinase domain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bacteria의 LOV domain은 다양한 signaling output
domain과 연결되어 스트레스 반응과 바이러스의 독성을 조절한다.13-16)
YtvA는

N-terminal

부분(아미노산

1-24),

LOV/PAS

core

domain(25-126), C-terminal sulfate transporter, anti-sigma factor
antagonist (STAS) domain(148-258) 으로 구성되어 있다.17) STAS
domain은 trinucleotide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며18),19) Core

LOV

domain과 STAS domain을 연결하는 linker 부분인 Jα-helix는 Avena

sativa 에서 유래된 As-LOV domain의 Jα-helix 부분과 서열과 구조
가 매우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지만11) YtvA-LOV domain의 Jα-helix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YtvA 단백질은 다른 FMN과
결합하는 LOV domain과 비교하였을 때 light과 dark 상태로의 전환인
photocycle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X-ray crystallography와
ultracentrifugation (AUC), synchrotron radiation X-ray scattering
(SAXS) 분석을 통하여 YtvA 단백질은 dimer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20-22) 특히, YtvA 단백질의 2개의 subunit 간의 구조변화가 청색광
을 통한 신호전달에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라는 사실이 3차원 X-ray 구
조 분석을 통해 보고되었다. YtvA-LOV domain과 다른 LOV domain의
구조적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YtvA-LOV가 상대적으로 빛에 의해 유
도되는 구조변화가 작다고 알려져 있다.11),23) 다른 일반적인 LOV
domain과

마찬가지로

chromophore

결합

YtvA에서도
위치에

있는

빛으로

유도되는

cysteine

구조변화는

잔기와

flavin

mononucleotide (FMN) 사이에 가역적인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유도된
다.
As-LOV domain은 Avena sativa phototropin에서 유래되었으며 C3

말단의 Jα-helix는 약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As-LOV
domain의 Jα-helix는 빛에 의해 구조변화가 유도되어 신호전달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8),11),24) As-LOV와 YtvALOV domain의 단백질 서열은 50% 정도 일치하지만 3차 구조에서는 2
개의 Jα-helix 방향을 제외하면 core 부분은 align이 매우 잘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MN chromophore를 갖는 YtvA-LOV domain은 light 상태에서 고
유한 녹색 형광을 보이는 형광 단백질(fluorescent proteins)의 특성을
갖고 있다. 형광 단백질을 이용하면 유전자 조절, 단백질 localization,
단백질의 결합 등 세포 내 과정의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살아있는 세포
의 대사 과정을 정밀하게 이미징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5)
현재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은 형광체(fluorophore)만 있으면 기능이 가능하며, 그 외에 반응을 위
한 이온 등의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유전자 속에 쉽게 주
입하여 형광 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FP는 살아있는 세포가 스스
로 유전자를 발현하고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세포독성이 없게 되고
따라서 이전의 방법들과 다르게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다. 하지만 GFP는 몇 가지의 큰 단
점을 가지고 있다. GFP는 비교적 큰 크기(~25 kD)의 단백질로26)
chromophore 형성이 산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호기성의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27) 또한 pH 5 이하의 환경에서는 GFP 형광이 안정하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YtvA-LOV domain은 작은 크기
(~19 kD)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정확하게 이미징이 가능하
고 넓은 범위의 pH 환경에서도 안정하며, 산소에 비의존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GFP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
4

다.28) 그러나 동물 조직은 근적외선 (650 nm-900 nm) 파장의 빛에
의해 투과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의 이미징을 위해서는 형광 단백질
이 장파장 (650 nm 이상)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9). 따
라서 다른 형광단백질의 경우 방출 파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YtvA 단백질의 경우 stokes shifts가 작고 형광이 약
하기 때문에 방출 파장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빛에 의한 신호전달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과 이미징 단백질로의
engineering은 세포 내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빛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를 규명하
고 세포 이미징을 위한 단백질 특성 개량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YtvA-LOV domain의 신호전달 메커니
즘과 Jα-helix의 역할 규명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As-LOV와
YtvA-LOV domain의 구조적 상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역할이 알려
진 As-LOV의 Jα-helix를 이용하여 YtvA-LOV Jα-helix 역할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YtvA-LOV 단백질의 dark recovery rate는 매우 느
리기 때문에 photoswitch로 사용하기에 불활성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만약 빛에 의해 반응하는 단백질의 dark regeneration
kinetic을 조절하는 중요 인자를 찾게 된다면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
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종류의 light-sensing domain에서 공통
으로 존재하는 구조인 Jα-helix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light-sensing
단백질의 신호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장파장의 형광을 방출하는 YtvA 단백질을 찾기 위하여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여

di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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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을

진행하였다.

Directed evolution은 단백질 개량을 목적으로 수행하며30),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모방한 방법이다. 먼저 단백질의 mutation을 유발하여 mutant
library를 구축한 후에 원하는 특성을 보이는 단백질만을 선택하는
screening 실험을 수행한다. Library 구축과 screening 과정은 원하는
특성을 갖는 단백질을 얻을 때까지 반복 수행하기 때문에 빠른 mutant
library 구축과 기능이 변화된 단백질을 고효율로 screening 하는 것이
evolution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백질 특성 개
량을 위해 특정 위치만 mutation 시키는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은 단백질의 구조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
이 있는 반면,31) random mutagenesis 방법은 구조나 메커니즘의 정보
가 필요하지 않고 mutation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여 YtvA mutant library를 구축하였으며
96-well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과 형광 스펙트럼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고효율의 screening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광화학적 특성이 변화된
YtvA mutant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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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light, dark 상태에 따른 LOV domain 내부 변화 (B)
YtvA-LOV (PDB code : 2PR6)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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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결과

제 1 절 단백질 디자인
Jα-helix의 역할 규명을 위해 YtvA-LOV domain의 여러 유도체를
디자인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A)는 YtvA-LOV (PDB code :
2PR6)의 dimer 구조이며 그림 2(B)는 As-LOV (PDB code : 2V1B)
와 YtvA-LOV monomer의 구조를 align한 결과이다. 구조를 align한
결과를 살펴보면 두 단백질은 C-말단 부분의 Jα-helix가 위치한 방향
만 다르고 PAS β-fold의 core 부분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져 align
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tvA의 Jα-helix는 21개 아미노산
으로 C-말단의 PAS β-fold와 직접 결합한 구조를 갖지만 As-LOV
domain의 Jα-helix는 직접 PAS β-fold와 결합하지 않고 loop에 의해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이미 As-LOV domain의 unfold된 Jα-helix가
effector domain으로의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YtvA-LOV domain의 Jα-helix의 역할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As-LOV와 YtvA-LOV domain의 구조적 상동성이 크기 때
문에 이미 역할이 알려진 As-LOV의 Jα-helix를 이용하여 YtvALOV Jα-helix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YtvA-LOV의 Jα-helix의
역할 규명을 목표로 하여 몇 가지 단백질을 그림 2(C)와 같이 디자인
하였다. 먼저 As-LOV의 helix 부분을 YtvA에 연결하여 Ytv-As25,
Ytv-As32를 제작하였다. Ytv-As25는 YtvA의 core부분에 As-LOV
의 Jα-helix를 치환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Ytv-As32는 빛에 의한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최소한의 잔기를 알아보기 위해 As-LOV의 Jα-helix
부분에 7개의 아미노산을 추가하여 디자인하였다. Ytv-Y21은 Y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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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부분에 21개의 Jα-helix가 모두 존재하는 original YtvA 단백질
이며 Ytv-Y0은 21개의 Jα-helix를 모두 제거하고 YtvA core 부분만
을 남겨 Jα-helix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디자인하였다. 또한 Jα-helix의
역할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아미노산 잔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Jαhelix의 21개 아미노산 중 11,15,18개 아미노산을 부분적으로 절단하였
고 남아있는 Jα-helix 아미노산의 숫자에 따라 각각 명명하였다 (YtvY10, Ytv-Y6, Ytv-Y3). YtvA-LOV, As-LOV domain에서는 FMN
chromophore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active site에 존재하는 cysteine
잔기를 mutation 하게 되면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빛에 의
해 유도되는 신호전달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62번 cysteine 위치를
serine으로 mutation 하여 dark 상태의 단백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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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YtvA-LOV dimer의 구조 (PDB code : 2PR6) (B) YtvALOV domain (green, PDB code : 2PR6)과 As-LOV domain
(magenta, PDB code : 2V1B)의 β subunit 구조 align 결과 (PAS core
구조는 ribbon, Jα-helix는 cartoon으로 표시) (C) 서로 다른 Jα-helix
linker를 갖는 YtvA-LOV 유도체의 모식도 (D) YtvA-LOV와 AsLOV domain의 단백질 서열의 비교 (별은 두 단백질 모두에서 보존된
잔기 상동성이 높은 잔기는 콜론, 상동성이 낮은 잔기는 점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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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UV-Vis 스펙트럼 측정
YtvA-LOV domain은 UV-Vis 스펙트럼 측정 결과 photocycle을 보
이며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와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의 최대
흡수 파장이 다르게 관찰된다.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서는 447, 474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며 청색광을 조사한 후인 light 상태
에서는 447, 474 nm 파장 부근의 피크가 사라지며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이 확인된다. Jα-helix를 갖는 original YtvA-LOV domain인
Ytv-Y21의 형광을 측정한 결과 [그림 3(A)] 청색광을 3분 동안 조사
한 light 상태의 단백질인 경우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ght 상태의 단백질을 빛을 차단한 후 10, 20, 40, 60, 120,
180, 240분 시간 간격으로 UV-Vis를 측정한 결과 시간이 경과할 수록
390 nm 파장의 흡광이 사라지며 447, 474 nm 파장의 흡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iginal YtvA-LOV domain인 Ytv-Y21과 같
은 방법으로 Ytv-As25, Ytv-Y0의 UV-Vis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As-LOV의 Jα-helix를 융합한 단백질인 Ytv-As25와 Jαhelix를 제거하고 YtvA core만 존재하는 Ytv-Y0 단백질 모두 light 상
태에서 dark 상태로의 변화인 photocycle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dark
상태에서는 original YtvA-LOV domain과 같이 최대 흡광도가 447 nm
와 475 nm 파장에서 확인되었다.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원
래의 YtvA-LOV domain에 비해 5 nm 정도 blue shift를 보이는 385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었다 [그림 3(B,C)]. Jα-helix가 치
환되거나 제거된 Ytv-As25, Ytv-Y0 단백질과 original YtvA-LOV
domain인 Ytv-Y21과의 UV-Vis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되어도 photocycle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light 상태에서
5 nm 정도 blue shift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original YtvA-LOV
11

domain과 동일한 UV-Vis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A) Ytv-Y21 (B) Ytv-As25 (C) Ytv-Y0의 light과 dark 상
태에서의 UV-Vis 스펙트럼. 빛을 조사한 후의 단백질 (red)을 다양한
시간 (0, 10, 20, 40, 60, 120, 180, 240)으로 dark incubation하여 측
정한 UV-Vis 스펙트럼. 완벽하게 dark 상태로 되돌아간 단백질은
dark blue색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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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ative PAGE 분석
그림 2(C)와 같이 디자인한 YtvA-LOV domain 유도체들은 빛에 의
한 단백질의 4차 구조의 변화에 의해 gel 상에서 이동성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을 native gel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4). Light 상
태의 단백질은 항상 3분 동안 청색광을 조사하여 light 상태로 전환한
후 native gel에 로딩하였으며 전기영동 중에도 청색광을 계속 조사하였
다. 반면에 dark 상태는 빛을 차단하고 충분한 incubation을 하여 dark
상태로 전환된 단백질을 native gel에 로딩하였으며 전기영동 시에도 빛
을 차단한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한 native gel인
그림 4(A)는 Ytv-As25, Ytv-As32와 Ytv-Y21의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와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의 이동성의 차이를 나타낸
native page 결과이다. 1번과 2번 lane은 As-LOV의 Jα-helix를 YtvA
core 부분에 융합한 Ytv-As25와 Ytv-As32 단백질로 dark 상태에서
는 각각의 dark mutant(C62S)와 비슷한 이동성이 확인되었다. 광화학
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dark mutant는 light과 dark 상태 모두에서
이동성의 차이가 생기지 않고 dimer로 존재하였다. 반면에 Ytv-As25
와 Ytv-As32 단백질은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서와는 다르게 dark mutant보다 native gel 상에서 더 빠르
게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인 Ytv-Y21은 light과 dark 상태 native gel 상에서 모두 같은
이동성을 보였다. 그림 4(A) 결과를 통해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인 Ytv-Y21는 light과 dark 상태 모두에서 dimer
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된 단백질은
light과 dark 상태에서 이동성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YtvAs25와 Ytv-As32 단백질은 dark 상태에서는 dimer로, light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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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onomer로 존재한다고 예상하였다.
그림 4(B) native gel 분석을 통해 빛에 의해 유도되는 이동성의 차이
는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역적으로 일어나
는 단백질의 이동성 변화를 통해 native gel 상에서 light에서 dark의
변화인 photocycle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tive gel 상에서 light과 dark 상태에 따라 이동성의 차이를 보이는
Ytv-As25, Ytv-As32 단백질을 청색광을 조사하여 light 상태의 단백
질 상태에서 다시 빛을 차단하고 incubation을 하여 dark 상태의 단백
질로 전환한 후에 native gel로 이동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Light 상태
에서 dark 상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LD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그림
4(A)의 dark 상태의 native gel 결과와 동일한 위치에서 Ytv-As25,
Ytv-As32 단백질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Photocycle이 발생하며
빛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의 dimer-monomer 전환이 가역적으로 일
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LD 상태의 Ytv-As25, Ytv-As32
단백질을 다시 청색광을 조사하여 light 상태의 단백질로 전환하였고 이
를 LDL로 명명하였다. LDL 상태의 단백질을 native gel에 로딩하여 이
동성을 살펴본 결과 그림 4(B)의 lane 3, 4와 같이 단백질의 band 위치
가 그림 4(A)의 light 상태와 같은 monomer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LD,
LDL 단백질의 native gel 분석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빛의 조사로 인한
단백질 응집이나 올리고머화 현상이 일어나 불순물 밴드가 생성되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photocycle 후에도 light과 dark 상태에 따른 단백질
의 이동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역적으로 일
어나는 단백질의 이동성 변화는 단백질 안에 존재하는 chromophore의
photocycle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cysteine 아미노산의 thiol
group과 FMN chromophore 사이의 공유결합 형성이 단백질 올리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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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단백질의 이동성 변화를 통해 native
gel 상에서 photocycle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앞에서 디자인한 Jα-helix가 제거되어 YtvA core 부분만 존재하는
Ytv-Y0 단백질을 이용하여 native gel 분석을 수행한 결과 Ytv-As25
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림 4(C,D)와 같이 dark와 light 상태에
서 Ytv-As25와 Ytv-Y0의 이동성 차이를 비교해보면 두 단백질 모두
비슷한 경향으로 gel 상에서 이동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단
백질을 각각 10, 20, 40 μM의 농도로 native gel에 로딩한 결과 light
상태에서는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 비해 native gel 상의 단백질
band가 더 빠르게 이동하고, 이 때 dark 상태에서 확인된 단백질 band
는 light 상태의 단백질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큰 위치에서 확인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YtvA의 Jα-helix가 치환되거나 제거된 Ytv-As25,
Ytv-Y0 단백질은 빛에 의해 단백질의 4차 구조가 변화되어 dimer가 2
개의 monomer로 분리되며 그 결과로 인해 native gel 상에서 다른 이
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
한 Ytv-As25, Ytv-As32와 Jα-helix를 제거하고 YtvA core 부분만
존재하는 Ytv-Y0 단백질 모두에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이동성의 변화
가 관찰되기 때문에 특정 Jα-helix 서열에 관계없이 original Jα-helix
가 제거 되었을 때 빛에 의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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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As-LOV helix를 갖는 YtvA-LOV의 native gel 분석 결
과. Lane 1,2는 Ytv-As25, Ytv-As32, 3,4는 각각의 C62S dark
mutant. Lane 5는 Ytv-Y21 (B) Lane 1,2는 Ytv-As25, Ytv-As32
light상태의 단백질을 dark 상태로 incubation한 상태(LD)와 LD 상태
의 단백질을 다시 light상태로 전환한 (LDL)단백질 (C) Ytv-As25 (D)
Ytv-Y0 단백질의 dark와 light 상태. Lane 1부터 3까지 각각 10, 20,
40 μM의 농도로 단백질을 로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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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Blue native PAGE 분석
Native gel 분석은 그림4(A-D)와 같이 동일한 단백질 마커를 사용하
여 단백질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만 가능하고 정확한 단백질의 크기를 확
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Native gel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YtvA-LOV domain의 monomer-dimer의 전환을 정확
하게 확인하기 위해 blue native gel 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Blue native gel 실험에는 native 단백질 마커를 사용하여 더욱 정확하
게 단백질 크기를 확인하였다. Native gel 분석은 단백질의 크기뿐만 아
니라 pI와 shape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
하기 어렵지만 blue native gel 분석을 이용하면 단백질의 크기와 올리
고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Blue native gel에서 사용하는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은 음전하를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 때
문에 전하를 보이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백질 자체의 전하를 음전하로
바뀌게 하며 그 결과 단백질이나 단백질 복합체는 acrylamide gel 상에
서 다른 요인 없이 오직 크기에 따라서만 이동하게 된다. Blue native
gel은 pH 7.0 조건의 running 버퍼를 사용하는데 이는 native gel의 pH
8.6 조건의 running 버퍼에 비해 더 생체내의 pH와 유사한 조건 하에
서 전기영동을 진행하게 된다는 장점도 갖고있다.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된 Ytv-As25와 Jα-helix가 제거되어 core 부분만 존
재하는 Ytv-Y0 단백질을 blue native g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5(A)]. 그 결과 두 단백질 모두 빛에 의해 monomer로 전환되어 각각
단백질의 monomer 크기인 19 kD와 16 kD 위치에서 정확하게 band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dark 상태 단백질인
C62S mutant를 이용하여 크기 비교를 한 결과 Ytv-As25와 Ytv-Y0
의 dark mutant 단백질은 dimer 크기 위치에서 band가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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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lue native gel 분석은 native 단백질 마커와 60 kD 크기를 갖는
BSA를 동시에 전기영동 하여 단백질의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Native gel 분석과 마찬가지로 blue native gel 분석을 통해서도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된 단백질의 PAS β-fold core 구조는 빛을 조
사하였을 때 단백질 구조가 변하여 dimer가 monomer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Native gel과 blue native gel 분석 결과 Jα-helix를 치환하거나 제거
한 단백질인 Ytv-As25와 Ytv-Y0과는 달리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인 Ytv-Y21은 빛에 의한 구조변화가 거의 일어나
지 않으며, PAS β-fold core 각각의 monomer는 dimer 형태를 유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YtvA-LOV domain의 Jα-helix는
dimer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Dimer 형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Jα-helix 아미노산 잔기를 확인하기 위해 Jα-helix
를 서로 다른 길이로 절단하여 여러 개의 유도체를 디자인 하였다. 총
21개의 Jα-helix 아미노산 중 11, 15, 18개 절단하여 YtvA core 부분
과 Jα-helix 아미노산이 10, 6, 3개가 남아있는 단백질을 디자인하였다
(Ytv-Y10, Ytv-Y6, Ytv-Y3). 21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Jα-helix를
모두 포함하는 original YtvA 단백질인 Ytv-Y21과 Jα-helix를 모두
제거하고 core 부분만 가지는 Ytv-Y0도 함께 blue native gel 분석을
이용하여 이동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5(B,C)에서 1번 lane은
Ytv-Y21이며 2번부터 4번 lane은 Jα-helix를 서로 다른 길이로 절단
한 단백질인 Ytv-Y10, Ytv-Y6, Ytv-Y3을 각각 나타낸다. 1번부터 4
번 lane은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와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서 모
두 Ytv-Y21 단백질과 비슷하게 dimer 크기의 단백질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lane 7,8의 dark mutant와 비교 하였을 때에도 Jα-helix의
18

아미노산 잔기와는 관계없이 dark mutant와 동일하게 dimer 위치에서
band가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Jα-helix가 제거되거나 치환된 YtvY21과

Ytv-Y0

단백질은

같은

gel에서

light과

dark

상태에서

monomer와 dimer 전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Jα-helix 부분의 3개의 아미노산(Thr-Lys-Gln)만 존재하여도
단백질의 dimer 형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lue native gel 분석을 통해 native gel에서 정확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였으며 YtvA-LOV domain의 Jαhelix는 PAS β-fold의 dimer 형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3개의 아
미노산(Thr-Lys-Gln)만 존재하여도 dimer 형태가 유지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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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Light 상태의 Ytv-As25, Ytv-Y0 단백질을 native 단백질
마커를 이용해 blue native gel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Lane 1은 YtvAs25, 2는 Ytv-As25의 C62S mutant, 3은 Ytv-Y0, 4는 Ytv-Y0의
C62S mutant, lane 5는 BSA (B) light 상태 (C) dark 상태에서 다양한
길이의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의 blue native gel 분석
결과. Lane 1부터 6까지는 각각 Ytv-Y21, Ytv-Y10, Ytv-Y6, YtvY3, Ytv-Y0, Ytv-As25를 나타내며 lane 7,8은 Ytv-Y21과 Ytv-Y0
의 C62S mutant. Lane 9는 크기 비교를 위해 사용한 BSA. 5번과 6번
lane만 빛에 의한 이동성 변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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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형광 (Fluorescence) 분석
그림 6(A)는 Original Jα-helix를 갖고 있는 단백질인 Ytv-Y21과
Jα-helix가 모두 제거되고 core 부분만 갖는 단백질인 Ytv-Y0의 형광
분석

결과이다.

형광

emission

스펙트럼은

280

nm

파장에서

excitation을 한 후 290 nm 부터 550 nm 범위의 형광 emission을 측
정하였다. Original Jα-helix을 갖는 Ytv-Y21 단백질은 light 상태에서
tryptophan 잔기의 영향으로 340 nm 파장에서 최대 형광 값을 보이고
dark 상태에서는 FMN 형광 파장 부근인 496 nm 파장의 형광이 증가
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Jα-helix가 모두 제거되고 core 부분
만 갖는 단백질인 Ytv-Y0의 경우 Jα-helix를 갖는 Ytv-Y21 단백질
과 비교하였을 때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빛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FMN 형광 파장인 500 nm 파장 부근의 emission이
사라지면서 340 nm 파장 부근에서 최대 emission peak가 관찰되지만
약간 red-shift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Jα-helix가 제거된 단
백질인

Ytv-Y0와

Jα-helix를

갖는

Ytv-Y21을

비교했을

때

tryptophan 잔기의 형광 대비 FMN 형광(F500/F340)의 값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tvA-LOV domain의 Trp103에 의해 확인되
는 340 nm 파장의 형광은 단백질의 농도에 의존적이다. 단백질 내의
tryptophan 잔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백질 농도가 높아져야만 340
nm의 형광이 강하게 된다. 그림 6(A)의 Ytv-Y21의 경우 340 nm 파
장의 tryptophan 형광에 비해 500 nm 파장의 FMN 형광이 훨씬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Ytv-Y0 단백질의 경우 340 nm 파장과
500 nm 파장의 형광을 비교하였을 때 FMN 형광 파장인 500 nm 에서
의 형광 emission이 더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형광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Jα-helix가 결여되고 YtvA core만 존재하는 단백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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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FMN과의 결합력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tvA-LOV domain은 light 상태에서 dark 상태로 이동하면서 447
nm의 흡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흡광 변화를 시간 별로 측정한 것
이 dark regeneration kinetic이다. YtvA-LOV domain에서 photocycle
kinetic의 조절은 effector domain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
소이며, YtvA 단백질의 photocycle recovery kinetic을 측정하는 것은
빛에 의해 조절되는 단백질에서 신호전달의 기초를 분자적인 수준에서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32-34)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domain의 dark regeneration kinetic을
UV-Vis spectrometer를 이용해 30초 간격으로 총 2시간 측정하였을
때 [그림 6(B)] half-life가 25.7±4.6분이고,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Y21은 47.6±13.7분으로 측정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YtvA-LOV
domain의 경우 다른 LOV domain에 비해 dark regeneration time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domain의 경
우

dark

regeneration

regeneration

time의

time이
변화는

감소하는
Jα-helix가

것을

확인하였다.

결여됨에

따라

Dark
FMN

chromophore 결합 위치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고 그 결과로 인해 dark
regeneration time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native gel 분석을 통해서도 Jα-helix가 FMN과의 결합 안정성을 높이
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과 같이 native gel
을 이용하여 light과 dark 상태에서 FMN 형광을 측정한 결과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된 YtvA 단백질인 Ytv-Y0과 Ytv-As25의 dark 상태
에서는 FMN이 결합하지 못하고 native gel의 아래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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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Jα-helix를 갖는 YtvA (Ytv-Y21)와 Jα-helix가 없는 YtvA
(Ytv-Y0)의 형광 스펙트럼. Dark 상태의 Ytv-Y21은 FMN의 영향으
로 496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이고 Ytv-Y0은 해당 파장의
형광 emission이 감소함. Light 상태에서 Ytv-Y0은 340 nm 파장의
emission이 red-shift를 보임 (B) 447 nm 파장의 흡광 변화를 측정한
dark regeneration kinetic. 447 nm 파장에서 증가하는 흡광도를 기반
으로 하여 1차 지수 함수로 근사하여 parameter를 결정한 결과 Jαhelix가 제거된 Ytv-Y0의 light 상태에서 dark 상태로의 변화인 dark
regeneration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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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형광 모드로 측정한 native gel (A) light과 (B) dark 상태에서
의 Ytv-Y0과 Ytv-As25. Lane 1,2는 Ytv-Y0과 Ytv-As25 단백질을
형광 모드(CY2-Blue)로 측정. lane 3과 4는 같은 gel을 coomassie
blue로 염색.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는 dark 상태에서 FMN과
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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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Mutant library 제작
YtvA 단백질은 FMN chromophore로 인해 고유한 녹색 형광을 보이
는 형광 단백질로써 널리 사용되는 GFP와 비교할 때 작은 크기를 가지
며 산소나 pH에 비의존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YtvA 단
백질의 아미노산 잔기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
한 특성을 갖는 mutant의 제작이 어렵다. 또한 YtvA 단백질은 형광이
약하며 살아있는 세포의 이미징에 사용하기에는 방출 파장이 너무 짧아
서 동물 조직을 투과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장파장의 형광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진 YtvA 단백질을 얻기
위해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하였다. Directed evolution은 단백질의
활성이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library 구축과
screening 의 두 단계의 실험을 거쳐 수행한다. 먼저 실험실 내에서 유
전자 변이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갖는 단백질 mutant library를 구축한
후에 원하는 특성을 갖는 단백질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screening
실험을 수행한다. 이 두 단계의 실험은 단백질이 원하는 특성을 보일 때
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mutant library를 빠르게 구축하여 기능이
변화된 단백질을 고효율로 screening 하는 것이 evolution 효율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Mutant library 확립에는 원하는 위치
를 원하는 아미노산으로 치환하는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과
무작위적인 아미노산으로 치환하는 random mutagenesis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이 중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였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YtvA 단백질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mutant를
제작하기에는 아미노산 잔기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
점을

가진다.

특정

위치만

mutation

시키는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은 단백질의 구조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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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 때문에 구조나 메커니즘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mutation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지

않은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여 mutant library를 구축하였다. YtvA 단
백질 서열 내에서 random 하게 mutation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높은
mutation rate를 보이고 실험실 내에서 쉽고 저렴하게 수행이 가능한 방
법인 error-prone PCR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총 953개의
mutant

library를

구축하였고

그

중

무작위로

선별한

mutant의

sequencing을 진행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random하게 mutation이 일어
난 것을 확인 하였다. 각각의 mutant는 plasmid 상태로 BL21(DE3)에
transformation 하여 단백질을 발현 시킨 후에 형광 screening을 진행
하였다. screening은 96-well format을 이용한 형광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 96-well plate 상에서 IPTG를 이용해 여
러 개의 mutant 단백질을 빠르게 발현하였으며 cell pellet 상태로 형광
shift를 확인하였다 (그림 8). UV-Vis 스펙트럼 비교를 위해서는 필요
로 하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cell pellet 상태로는 shift 비교가 불가능
하다. 하지만 형광 screening을 이용하면 적은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YtvA의 형광이 낮아도 cell pellet 상태에서 YtvA의 형광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할 수 있었다. 형광 스펙트럼 측정은 YtvA 단백질
의 dark 상태와 light 상태에서의 최대 흡수 파장인 450, 390 nm 에서
각각 excitation 한 후 방출 파장의 shift를 측정하였다. 모든 screening
에는 wild-type YtvA 단백질을 control로 같이 진행하였고 YtvA
wild-type 단백질의 형광 방출 스펙트럼과 비교를 하여 형광 스펙트럼
의 양상이 변화하는 mutant를 1차적으로 screening하였다. Cell을 발현
시켜 형광을 측정하는 screening방법은 발현되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형광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screening후에 shift 양상
26

이 보이는 mutant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을 발현시켜 2차 형광
screening을 진행하였다. 총 953개의 mutant를 screening 하였고, 1,2
차

형광

screening에서

모두

shift를

보이는

mutant

단백질은

sequencing을 진행하여 단백질 서열의 어느 위치가 어떤 종류의 아미노
산으로 치환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정확한 형광 방출 파장의 확인과
UV-Vis 스펙트럼 결과를 얻기 위해 단백질을 정제하였다. YtvA는 형
광단백질로 dark와 light 상태에서 최대 흡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항
상 동일한 조건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빛을 차단하고 정제해 주었으며,
정제된 단백질은 측정 전에 dark 상태로 overnight incubation하여
dark 상태의 단백질 조건에서 빛을 최대한 차단한 후 UV-Vis와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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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96-well format을 이용한 YtvA mutant library의 screening
모식도. Error prone PCR을 이용해 YtvA 단백질에 random mutation을
유발하여 mutant library를 구축함. 96 well을 이용해 단백질 발현 후
형광을 측정하여 shift 정도를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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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Mutant 단백질의 광학적 특성 분석
96-well

format을

이용하여

YtvA

단백질의

mutant

library를

screening한 결과 1,2차 screening에서 모두 형광 shift를 보이는
mutant를 확인하였다. YtvA 단백질의 91번 glutamine 위치가 histidine
으로 바뀌면 형광 emission이 더 장파장 부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 mutant 단백질의 정확한 스펙트럼 확인을 위해 정제를 한
후, 정제된 단백질로 형광을 측정하였다[그림 9(A)]. wild-type YtvA
를

정제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

한

결과

450

nm

파장에서

excitation시에 500 nm 부근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인다는 이미 알려
진 결과와 동일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고35) 이를 통해 실험 방법이
나 단백질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wild-type
YtvA 단백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제된 Q91H mutant의 형광을 측정하
였다. 형광 측정 결과 wild-type YtvA 단백질은 450 nm excitation시
에 495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였고, Q91H mutant는 521.5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 값을 확인하였다. Q91H mutant는 형광 방
출파장이 wild-type YtvA 단백질에 비해 26.5 nm 정도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며 형광 스펙트럼의 shape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tvA 단백질의 light 상태에서의 최대 흡수 파장인 390 nm에서도
excitation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확인하였다. 390 nm excitation을 수행
하여도 450 nm excitation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Q91H mutant 단백
질의 형광 emission 파장이 더 장파장 쪽으로 shift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ld-type YtvA 단백질은 390 nm excitation시에 501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이는 반면 Q91H mutant 단백질의 경우
23 nm 정도 장파장 쪽으로 이동한 524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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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Q91H mutant의 UV-Vis를 측
정한 결과[그림 9(B)] dark 상태에서는 425, 447, 474 nm 파장에서 각
각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wild-type YtvA와 동일함을 확인
하였다. 동일한 단백질을 청색광을 3분 동안 조사하여 light 상태의 단
백질로 변화시킨 후 측정한 UV-Vis 결과에서도 wild-type YtvA와 동
일하게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 되었다. UV 스펙트럼에서
는 wild-type YtvA 단백질과 비교하였을 때 Q91H mutant가 shift를
보이지 않았지만 photocycle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주로 YtvA 단백질에서 active site cysteine 잔기를
mutation 시킨 후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하였다. Active site를
mutation 하게 되면 YtvA 단백질의 형광이 증가하게 되고 screening
시에 높은 형광은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cysteine 잔기의 mutation으
로 인해 photocycle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하지만
YtvA 단백질의 91번 glutamine 위치는 FMN과 직접 결합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YtvA 단백질의 특성인 photocycle은 유지하면서 형광
emission만 장파장 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91번 위치의 glutamine은 전하를 가지지 않지만 mutation된 histidine
아미노산은 positive 전하를 갖는다. mutation으로 인한 단백질의 전하
변화가 91번 위치의 형광 shift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
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91번 glutamine 위치를 전하를 보이지 않는 아
미노산인 leucine으로 mutation하여 형광을 측정하였다. Q91L mutant
를 450 nm, 390 nm 파장에서 각각 excitation 시켜 형광 emission을
측정하였다. 450 nm excitation시에는 496.5 nm 에서 emission을 보이
는데 이는 wild-type YtvA의 emission과 비교하였을 때 emission 파
장이 거의 같은 결과이며 shift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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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nm excitation의 경우에도 502 nm 파장에서 emission이 확인 되
었으며 이 결과 역시 wild-type의 YtvA 단백질의 emission 값과 동일
하였다[그림 9(C)]. 91번 위치의 glutamine을 positive 전하를 갖는 아
미노산인 histidine으로 mutation한 경우에는 형광 emission의 shift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91번 위치의 glutamine을 전하를 갖지 않는 아미
노산인 leucine으로 mutation하면 형광 shift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91번 위치의 mutation을 통한 형광 shift는
mutation되는 아미노산의 전하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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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Q91H mutant(red)와 wild-type YtvA(black)의 형광 스
펙트럼 비교 (B) wild-type YtvA(black)과 Q91H mutant(red)의
UV-Vis 측정. Dark 상태에서는 447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을 보이며,
light 상태에서는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을 보임 (C) Q91L
mutant(blue)와 wild-type YtvA(black)의 형광 스펙트럼 비교
32

그림 10. YtvA 단백질의 91번 위치와 FMN 위치 비교(PDB code :
2P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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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glutamine 아미노산 바로 옆에 위치한 90번 valine 아미노산이
leucine으로 mutation 되었을 경우에도 wild-type YtvA 단백질과는 다
른 광학적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90L mutant 단백질
을 450 nm, 390 nm에서 excitation 시켜 형광을 측정한 결과 wildtype YtvA 단백질에 비해 형광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림 11(A)]. UV-Vis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wild-type YtvA 단백질은
photocycle이 관찰되며 dark 상태에서는 447, 474 nm에서 최대 흡광
도가 관찰 되고 light 상태에서는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
된 반면 V90L mutant

단백질의 경우 UV 흡광을 보이지 않고

photocycle도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1(B)]. YtvA 90번 valine의 경우
FMN과 직접 결합하지는 않으나 FMN과의 결합과 단백질 고유의 형광
에 관여하는 Leu106과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Leu106은 FMN binding
pocket 근처에 위치하며 FMN의 isoalloxazine ring과 hydrophobic 상
호작용을 함으로써 chromophore를 안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35) YtvA
단백질의

dimerization에

관여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다.20)

또한

Leu106을 mutation 시키면 단백질 고유의 형광이 사라진다는 결과도
보고되어있다.36) Val90과 hydrophobic 상호작용을 하는 Ile78과 Ile92
역시 FMN과 hydrophobic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V90L mutation으로
인해 Leu106, Ile78, Ile92와의 결합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UV-Vis 흡광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예상된다.
Random mutagenesis를 이용하여 총 953개의 mutant library를 구축
한 후 그 중 무작위로 53개의 mutant를 sequencing한 결과 random한
위치에 다수의 mutation이 확인 되었으며 이 중 90번, 91번 위치가
mutation 된 경우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YtvA 단백
질의 90번, 91번 위치 모두 FMN과 직접 수소 결합하는 부분이 아니고
34

YtvA dimer interface에 관여하는 중요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위치의 중요성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YtvA 단백질의 90번, 91번 아미노산 위치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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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V90L mutant(blue)와 wild-type YtvA(black)의 형광
스펙트럼 비교 (B) Wild-type YtvA(black)와 V90L mutant(blue)의
UV-Vis 측정. Wild-type YtvA와 비교하여 UV 흡수 파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 (C) YtvA 단백질의 90번 위치와 FMN 위치 비교(PDB
code : 2PR6)와 interaction 하는 잔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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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고찰

YtvA-LOV domain은 빛에 의해 조절 되는 단백질로 외부 환경 자극
을 인지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PAS
domain의 서브 그룹이다. 청색광에 반응하여 chromophore 결합 위치
의 cysteine 잔기와 flavin mononucleotide (FMN) 사이의 가역적인 공
유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구조변화가 일어난다. 빛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단백질인 LOV domain을 이용하면 생체 시스템 내에서 시공간적으로 정
밀하게 기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빛
에 의해 유도되는 YtvA-LOV domain의 신호전달에 대한 자세한 기전
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dimer로 존재한다는 것이 X-ray
crystallography, AUC,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실험을 통하
여 보고되었다. Jα-helix를 갖는 YtvA 단백질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LOV-LOV, STAS-STAS domain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dumbbelllike 모양의 dimer 구조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37) 아직까지 올리고
머화 상태의 변화나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실험
을 통해 LOV domain이 C-말단에 Jα-helix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구
조를 공유하지만 Jα-helix의 역할은 domain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Jα-helix가 있는 YtvA-LOV의 경우
light과 dark 상태 모두에서 두 개의 Jα-helix가 서로 안정된 interface
를 형성하여 dimer 상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Jα-helix부분
을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하거나 YtvA core 부분만 남기
고 Jα-helix를 제거한 경우에는 청색광에 반응하여 2개의 PAS cor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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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분리되어 monomer로 전환되는 것을 blue native gel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YtvA-LOV의 dimer interface는 β-sheet 바깥쪽에 위치한 소수성
잔기인 Val25, Val27, Ile29, Tyr41, Met111, Ile113, Tyr118, Val120,
Ile122가 2개의 monomer 사이의 결합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20)
Dimer interface 잔기는 다양한 PAS domain에서 보존되어 있으며38)
특히 As-LOV domain의 dimer interface 잔기는 Lys413, Phe415,
Ile417, Phe429, Met499, Lys503, Tyr508, Ile510, Val512으로
YtvA-LOV의 잔기와 매우 유사하게 보존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
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단백질의 Jα-helix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As-LOV

domain의

경우

unfolding Jα-helix가 빛에 의한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
려져 있는 반면 YtvA PAS β-fold는 Jα-helix가 없이도 effector
domain을 통하여 빛에 의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에39) Jα-helix가 제거된 YtvA를 디자인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YtvA-LOV의 Jα-helix는 PAS β-fold dimer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을 native gel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UV-Vis와 형광 분석 실험
을 통해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domain은 dark
regeneration time이 빨라지며 FMN 결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빛에 의해 조절되는 domain에서 photocycle
kinetic의 조절은 effector domain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이미 FMN chromophore 주변의 미세환경 변화는 light에서
dark 상태로의 전환에 중요한 요인이라 알려져 있었고34) 본 실험을 통
해 Jα-helix 또한 FMN 결합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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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domain은 FMN chromophore로 인해 고유한 녹색 형광을 보이
는 형광 단백질이다.5),40) LOV domain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형광 리포
터 단백질로 사용하게 되면 GFP에 비해 더 정밀한 위치의 바이러스 감
염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단백질의 이동 또한 정밀하게 관찰이 가능하다.
더욱이 식물과 동물 세포의 소기관을 추적할 때에 LOV domain은 세포
내 조효소에 비의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LOV
domain의 형광은 넓은 범위의 pH에서 안정하며, 산소에 비의존적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물학적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때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런 장점을 갖는 LOV domain이 좀 더 장파장
의 형광을 방출하게 되면 살아있는 세포의 이미징이 가능하며 장파장의
빛은 낮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변세포의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다. 하지만 LOV domain은 cysteine 잔기의 활성 위치를 mutation
시키게 되면 단백질 고유의 형광은 증가하지만 photocycle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stokes shifts가 작아 장파장 쪽으로 형광을 방
출하는 mutation을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는 directed evolution을 이용하여 장파장의 형광을 방출하는
YtvA-LOV 단백질의 mutant를 확인하였다. 무작위적인 mutation을 유
발하는 error-prone PCR 방법을 이용하여 총 953개의 mutant library
를 구축하였다. 무작위로 53개의 mutant를 sequencing을 하여 YtvA
sequence의 random한 위치에 다수의 mutation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하
였다. 그 후 96-well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mutant library의 형광을
screening 하여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한 결과 26 nm 정도 장파장
쪽으로 형광을 방출하는 mutation을 발견하였다. YtvA 단백질의 91번
glutamine 아미노산이 histidine으로 mutation 되었을 때 형광이 장파
장 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이 위치가 leucine으로 mutation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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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형광 shift를 보이지 않았다. histidine은 양전하를 갖는 단백질
이고 leucine은 전하가 없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전하차이로 인
해 형광 shift가 보인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형
광 shift는 단백질의 위치뿐만 아니라 mutation되는 잔기의 전하도 중요
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통
해 찾은 Q91H mutation은 FMN과 직접 결합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
에 photocycle은 유지하며 방출 형광만 장파장으로 이동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YtvA 단백질의 UV-Vis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는 447, 474 nm 파장에서 각각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며 청색광
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었
다. YtvA 단백질의 90번 valine의 경우 leucine으로 mutation되면
YtvA 단백질에서 보여지는 UV 흡수 파장이 보이지 않고 photocycle도
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90번 valine의 경우 Leu106과 수소
결합을 형성하며 Ile78과 Ile92과는 hydrophobic 결합을 형성한다.
Leu106,

Ile78,

Ile92

모두

FMN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V90L

mutation으로 인해 FMN 과의 결합이 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UV 흡수
파장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YtvA 단백질의 90번, 91번 위
치 모두 FMN과 직접 수소결합 하지 않으며 YtvA dimer interface에도
관여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요성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90번, 91번 위치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YtvA-LOV 단백질의 Jα-helix 역할 규명과 형광 특성
의 변화를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빛에 의해 조절되는 단백질의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YtvA 단백질에서 Jα40

helix의 역할을 규명함으로 YtvA-LOV와 As-LOV간의 빛에 의한 신
호전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단백질 구조 중 신호전달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한 이 결과는 새로운 광화학적 도구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빛에 의한 신호전달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다양한 effector
domain 제작에 기초연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41-43) 또한 YtvA
단백질에서

photocycle은

유지하면서

광화학적

특성이

변화되는

mutant를 확인 하였다. 이미 As-LOV domain에서는 mutation을 통해
photocycle은 유지하면서 dark regeneration time을 변화한 연구가 진
행되어 있으나44) YtvA 단백질의 경우에는 보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찾아낸 mutant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mutation 위치에 따른 YtvA 단백질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YtvA 단백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생리학적인 센서와 형광 마커로의 활용에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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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방법

제 1 절 클로닝
As-LOV domain의 Jα-helix 서열은 pHIS8-3 벡터의 As-LOV2
domain

유전자를

주형가닥으로

HF

Phusion

효소(New

England

Biolabs)를 사용하여 PCR 과정을 통해 증폭하였다. YtvA-As25의
primer는 Forward : 5’-TTTGTCGGAATTCAGAATGATGGCACC
GAGCACGTGCG, Reverse : 5’ -CGAGTGCGGCCGCAAGCTTGTCG
ACTTAGTCGATGTTCTCGGCGGTC를

사용하였고

YtvA-As32는

Reverse : 5’- CGAGTGCGGCCGCAAGCTTGTCGACTTACAGCTCC
TTGGCGGCCTC를 사용하였다. PCR 생성물을 EcoRⅠ과 NotⅠ 의 제
한 효소로 처리 한 뒤, 젤을 이용해 정제 하였고 동일한 제한 효소를 처
리한 pET28a(+) 벡터와 T4 Ligase(New England Biolabs)을 이용해
연결 하였다. Ligation 후에 E.coli XL1-Blue strain에 42 ℃ 45초 조
건으로 transformation 하고, DNA sequencing을 통해 원하는 DNA 서
열임을 확인하였다. Ytv-Y0, Ytv-Y3, Ytv-Y6, Ytv-Y10, Ytv-Y21는
원하는 Jα-helix의 길이(0, 3, 6, 10, 21 아미노산)에 상응하는 종결코
돈을 이용하여 클로닝 하였으며, 각각의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dark

mutant(C62S)는

QuikChange

Site-Directed

Kit(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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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백질 발현과 정제
pET28a(+)에

연결된

다양한

Ytv-LOV domain

유도체는

각각

E.coli BL21(DE3) strain 으로 42℃ 45초 조건으로 transformation
하였다. 단백질 발현을 위해 BL21(DE3) strain내에서 OD 0.8~1.0 사
이로 배양하고 그 후 β-D-1-thiogalactopyranoside(IPTG)를 200
μM 농도로 처리하여 18℃ incubator에서 16시간 이상 배양하여 단백질
을 과 발현 하였다. 과 발현된 단백질 세포 pellet을 25 mM TrisHCl(pH 8.0), 500 mM NaCl, 10 mM imidazole이 포함되어 있는 버퍼
를 이용해 풀어 준 후 ice 위에서 3분 동안 sonication 하여 용해 하였
다. 단백질은 NI-NTA 레진을 이용하여 정제 하였으며 25 mM TrisHCl(pH 8.0), 500 mM NaCl, 250 mM imidazole이 포함 되어 있는 버
퍼를 이용해 단백질을 용출 하였고, 이를 25 mM Tris-HCl(pH 8.0),
500 mM NaCl, 10% glycerol, 1 mM DTT의 버퍼를 이용해 16시간 이
상 dialysis 하였다. 그 후 Amicon centrifugal filter tube(Millipore)를
이용한 농축 과정을 진행하였다. Native gel 분석을 위해 용출 버퍼에
최대 400 μM의 FMN을 첨가하여 완벽하게 FMN이 결합된 단백질도 정
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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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ative gel 분석
YtvA-LOV 유도체의 이동성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native gel 전
기영동을 이용하였다. 12% polyacrylamide gel을 25 mM TrisHCl(pH 8.6), 192 mM glycine이 포함된 running 버퍼 하에서 150
volt로 90분 전기영동 하였다. Dark 상태의 단백질은 4℃에서 foil로 감
싸 incubation 하였고 light 상태의 단백질은 blue LED flash light(470
nm)를 3분 동안 조사해 준 후 gel에 로딩하였다. 전기영동 후 native
gel은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하여 단백질 밴드를 확인 하였
고 light 상태에서는 빛(blue LED light, 530-540 lux,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9 cm)을 조사해 주고, dark 상태는 foil로 감싸 빛을 차단 한 상태
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제 4 절 Blue native gel 분석
50%(W/V) acrylamide, 0.5%(W/V) Bis(acrylamide:Bis =100:1)의
조성을 갖는 버퍼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가 3.5% stacking gel과 18%
resolving gel을 제작하였다. 50 mM tricine, 7.5 mM imidazole,
0.02%(W/V)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조성을 갖는 pH 7.0의
cathode 버퍼와 25 mM imidazole(pH 7.0)이 포함된 anode 버퍼를 이
용하여 100 volt로 50분, 150 volt로 30분 동안 전기영동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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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UV-Vis 측정
YtvA-LOV

유도체들의

흡광

데이터는

Hitachi

U-3010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은 25 μM 농도로 측정하
였으며 light 상태의 단백질은 측정 전에 blue LED flash light(710720 lux,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4.5 cm)을 이용하여 3분 동안 빛을 조사
하였으며 dark 상태의 단백질은 4℃에서 foil로 감싸 16시간 이상
incubation한 후 50 mM Tris-HCl(pH 8.0), 150 mM NaCl, 1 mM
DTT의 버퍼에 단백질을 용해한 후 측정하였다. Dark regeneration
kinetic은 447 nm에서 30초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제 6 절 형광(Fluorescence) 측정
형광 스펙트럼은 Jasco FP 6500 spectrofluori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excitation 1 nm, emission 5 nm 의 band width로 20℃에서
측정하였다. 단백질은 1 μM 농도로 light 상태의 단백질은 blue LED
flash light(710-720 lux,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4.5 cm)를 3분 동안 조
사하였으며 dark 상태의 단백질은 빛을 차단한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100 mM Tris-HCl(pH 8.0), 100 mM NaCl, 1 mM DTT 버퍼 조건에
서 단백질을 용해시킨 후 280 nm에서 excitation시켜 295 nm에서 550
nm 파장까지 emission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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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Mutant library 합성
Error-prone

PCR은

Genemorph

Ⅱ

random

mutagenesis

kit(Agilent Technologies)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core 부분만 primer(Forward : 5’-GGTTGCTAGCAT
GGCTAGTTTTCAATCATT, Reverse : 5’-GGTTGGATCCGATA
TCATTCTGAATTCCGA)를 이용해 kilobase당 16개의 mutation이
일어나게 조절하여 PCR 한 후 젤로 정제하였다. 얻어진 DNA 절편은
NheⅠ, BamHⅠ 제한 효소를 처리 한 후 동일한 제한 효소를 처리한
pET28a 벡터와 T4 Ligase을 이용하여 연결한 후 E.coli XL1-Blue
strain에 42℃ 45초 조건으로 transformation 하였고 DNA plasmid
kit(geneall

Technologies)를

이용해

얻어진

plasmid를

DNA

sequencing 하여 mutation 여부를 확인 하였다. 총 953개의 DNA
library를 구축하였다. DNA library는 단백질의 발현을 위해 42℃ 45초
조건으로 BL21(DE3)로 transforma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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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Mutant library screening.
DNA library는 deep-well 96-well plates(Bioneer)를 이용하여
screening하였다. DNA library는 BL21(DE3)로 transformation 한 후
에 1개의 colony만 골라 50 μg/mL Kanamycin이 포함되어 있는 200
μL의 Luria Broth(LB)에 접종하였다. Plate는 공기와 가스가 통할 수
있게 microporous films(Axygen)을 부착하였다. 37℃, 225 rpm에서
16시간 이상 incubation 한 후 50 μg/mL Kanamycin이 포함된 LB 배
지 1 mL에 16시간 이상 배양한 용액을 50 μL씩 넣은 후 37℃, 225
rpm 조건 하에서 OD 0.8~1.0까지 배양하였다. 그 후 0.5 mM IPTG를
각 well에 첨가한 후 18℃, 225 rpm 조건에서 16시간 이상 incubation
하여 단백질을 과 발현 하였다. 그 후 12000 rpm, 20분, 4℃ 조건으로
원심분리를 통해 단백질 pellet을 얻었으며 80 μL의 PBS로 용해한 후
384 black well plate(SPL)에 옮겨 준 후 spectramax M5 plate
reader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450 nm, 390

nm

파장에서 각각

excitation 후 650 nm까지의 emission 파장을 모니터링 하여 형광
shift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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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nt library 중 무작위로 선별한 mutant의 sequencing 결과
Mutant
number

The number
of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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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11E, V25D

2

3

V40I, I92K, M111L

3

2

R24Q, V88I

4

1

G67W

5

2

I9T, A19V

7

2

Q44 Deletion, G99R

9

4

S3 Deletion, L34I, L82S, Q91K

10

1

I57S

14

5

I9L, K18 Deletion, V27 Deletion, K60M, V90A

16

2

Q12 Stop, L34I

134

4

G11E, V25D, I29L, I126 Deletion

175

1

V90L

326

2

G99R, Q44 Deletion

329

5

T30A, Q44 Deletion, P87T, Q91 Stop, G99R

331

7

Q44 Deletion, F46L, V47A, Y52 Stop, H69R, G99R, T100S

332

6

A2 Deletion, G26C, L34I, F46I, L82S, Q91K

334

3

L34I, L82S, Q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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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19T, L34I, L82S, Q91K

341

4

I9T, A19V, E35G, N4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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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67W, K11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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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2 Deletion, Q44 Deletion, G99R

348

3

Q44 Deletion, G99R, E112D

349

2

Q44 Deletion, G9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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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46L

362

1

N43 Stop

368

1

G99V

370

1

M111K

377

1

M104I

391

3

H69Y, P72H, Q93R

392

1

V1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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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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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5 Deletion, P87S

395

4

A73Q, K85N, P87S, Q93L

396

1

D115G

3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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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1L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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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0L, E114D

725

2

N77D, V90L

748

4

I29F, Y41H, F64L, Y95C

802

4

D21G, H22Y, N37S, Q91H

834

2

S3I, Q91H

837

2

V75M, Q91H

847

1

E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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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the function and optical
properties of light-regulated YtvA
Lee Rang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tvA,

the

photosensory

light-oxygen-voltage

(LOV)

from

Bacillus subtilis, binds flavin mononucleotide and controls the
general stress reaction in response to blue light illumination. It was
first identified in plant phototropins and form a subgroup of the
Per-Arnt-Sim (PAS) superfamily. YtvA is dimeric in solution and
previously reported that it undergoes surprisingly small structural
changes in dark and light states compared with other light-sensing
proteins. In this study, we described that the function of Jα-helix in
YtvA an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fluorescent reporter
protein by genetic engineering. The significant mobility changes
were detected by native gel analysis after light illumination. The
absence of the Jα-helix affected the dimerization of YtvA-LOV as
well as dark regeneration kinetics and the stability of the flavin
mononucleotide (FMN) binding affinity. The longer (>650 nm)
emission wavelength of fluorescent proteins is crucial for the
application in live-cell imaging. We identified YtvA mutants with the
red-shifted fluorescence emission compared to the YtvA wild type
protein by directed evolution. The YtvA proteins has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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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 small size and efficient
expression under anaerobic conditions. Our observations will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photosignal propagation in lightsensing proteins with different mechanism and new optogenetic
tools with fine tuning of light signals to various effector domains.

Keywords : YtvA, light-oxygen-voltage (LOV), Jα-helix, Random
mutagenesis
Student Number : 2014-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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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A는 flavin mononucleotide(FMN)을 보유하는 light-oxygenvoltage(LOV) 도메인 단백질로써 Bacillus subtilis에서 청색광에 반응
하여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 YtvA는 수용액에서 dimer로
존재하며, 다른 LOV 도메인 단백질에 비해 빛에 의한 구조 변화가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YtvA의 Jα-helix의 기능과 형광 리
포터 단백질로 사용하기 위한 genetic engineering 실험을 수행하였다.
Jα-helix의 기능 연구를 위하여 해당 부분을 절단시키거나 대체하여 단
백질의 빛에 의한 구조변화를 native gel로 분석하였고, Jα-helix의 유
무에 따라 dark regeneration kinetic과 FMN과의 결합력 변화도 관찰
하였다. 실험 결과 Jα-helix가 없는 YtvA 단백질은 dark 상태에서는
dimer로, light 상태에서는 monomer로 존재하며 dark regeneration 시
간은 빨라지고 FMN과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YtvA를 형
광 리포터 단백질로 세포 이미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파장(650 nm
이상)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random mutagenesis 방
법을

이용하여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하였고,

반복적인

mutagenesis 실험 결과 장파장 쪽으로 형광이 변화하는 단백질의 특정
위치를 발견하였다. YtvA는 GFP 계열 단백질에 비해 산소에 비의존적
이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장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면 세포내의 시공간적
변화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고, 응용 범위 또한 넓어 질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는 빛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내 조절 신호 변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biotechnology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주요어 : YtvA, light-oxygen-voltage(LOV), Jα-helix, Random
mutagenesis
학

번 : 2014-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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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빛에 의해 조절 되는 단백질은 생체 system내에서 시공간적으로 정밀
한 조절이 가능하고 세포 내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세포의
정상 기능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이
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빛 자체가 allosteric effector로서 작용할 수
있어 빛을 통해 light sensing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외부
환경 자극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은 세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세포 내에는 빛, pH, 저분자 물질을 포함한 외부 신호를 감지하는 PerArnt-Sim (PAS) domain이 존재하여 외부 자극에 대한 신호를 전달한
다. PAS domain의 서브 그룹인 light-oxygen-voltage (LOV) domain
이 발견된 이래로 빛에 의해 조절되는 신호 전달을 세포 및 분자 수준에
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1),2)또한 LOV
domain은

FMN을

chromophore로

갖는

형광

단백질(fluorescent

proteins)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engineering을 통하여 형광 단백질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OV는 Arabidopsis thaliana의 phototropin에서 처음으로 규명되었으
며 식물의 굴광성, 엽록체 운동 및 기공 개폐 과정을 조절한다.1),3),4)
Phototropin에는 LOV1과 LOV2가 있으며 Ser/Thr kinase domain과
연결되어 있다. LOV2 domain은 빛에 반응하여 phototropin의 자가인산
화 및 활성화를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LOV1의 역할은 정확하게 규
명되지 않았다.5-7) LOV domain은 chromophore인 FMN과 결합하며
청색광을 흡수함으로써 photocycle이 시작되고 이 상태를 light 상태라
고 지칭하게 된다. 청색광에 노출되면 LOV의 cysteine 잔기와 FMN 고
1

리의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일련의 구조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LOV
domain의 신호전달이 시작된다.8-10) 청색광을 흡수하여 light 상태로 전
환된 LOV domain을 빛을 차단하여 dark 상태로 유지하면 다시 청색광
을 흡수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를 dark 상태라고 지칭한다. 또한
단백질의 dark와 light 상태의 전환은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빛에 의해
유도되는 LOV domain의 구조변화는 주로 flavin ring의 인접 지역으로
제한되어 발생한다. Neurospora crassa으로부터 분리 보고된 단백질인
white collar-1(WC-1), VIVID 그리고 Arabidopsis 에서 분리된
FKF1은 LOV domain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WC-1 단백질의 경우
에는 결합하는 chromophore가 FMN이 아닌 FAD(Flavin adenine
dinucleotide)라는 차이점이 있다.
LOV domain에서 빛에 의한 신호가 effector domain으로 전달되는 기
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Avena sativa 의 LOV2 domain의 경우
α-helix 부분과 C-말단의 core domain이 신호전달 과정에 관련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Avena sativa 의 LOV2 domain(AsLOV2)은 FMN 조
효소에 의해 청색광이 흡수되면 unfold된 Jα-helix가 effector domain
으로의 신호전달을 촉진하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1),12) 하지만 Xray crystallography 등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LOV domain에서의
kinase activation 과정에 Jα-helix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
가 보고되었다.6)현재까지 다양한 종에서 분리된 LOV domain에서 Jαhelix의 역할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종류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갖
는 것으로 유추된다.
YtvA는 Bacillus subtilis 에서 유래된 flavo 단백질로 총 261개의 아
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acteria에서

청색광에

반응하는

phototropin의 특성을 지니는 단백질로 처음 분리 보고 되었다. 식물
2

phototropin LOV domain이 Ser/Thr kinase domain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bacteria의 LOV domain은 다양한 signaling output
domain과 연결되어 스트레스 반응과 바이러스의 독성을 조절한다.13-16)
YtvA는

N-terminal

부분(아미노산

1-24),

LOV/PAS

core

domain(25-126), C-terminal sulfate transporter, anti-sigma factor
antagonist (STAS) domain(148-258) 으로 구성되어 있다.17) STAS
domain은 trinucleotide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며18),19) Core

LOV

domain과 STAS domain을 연결하는 linker 부분인 Jα-helix는 Avena

sativa 에서 유래된 As-LOV domain의 Jα-helix 부분과 서열과 구조
가 매우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지만11) YtvA-LOV domain의 Jα-helix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YtvA 단백질은 다른 FMN과
결합하는 LOV domain과 비교하였을 때 light과 dark 상태로의 전환인
photocycle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X-ray crystallography와
ultracentrifugation (AUC), synchrotron radiation X-ray scattering
(SAXS) 분석을 통하여 YtvA 단백질은 dimer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20-22) 특히, YtvA 단백질의 2개의 subunit 간의 구조변화가 청색광
을 통한 신호전달에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라는 사실이 3차원 X-ray 구
조 분석을 통해 보고되었다. YtvA-LOV domain과 다른 LOV domain의
구조적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YtvA-LOV가 상대적으로 빛에 의해 유
도되는 구조변화가 작다고 알려져 있다.11),23) 다른 일반적인 LOV
domain과

마찬가지로

chromophore

결합

YtvA에서도
위치에

있는

빛으로

유도되는

cysteine

구조변화는

잔기와

flavin

mononucleotide (FMN) 사이에 가역적인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유도된
다.
As-LOV domain은 Avena sativa phototropin에서 유래되었으며 C3

말단의 Jα-helix는 약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As-LOV
domain의 Jα-helix는 빛에 의해 구조변화가 유도되어 신호전달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8),11),24) As-LOV와 YtvALOV domain의 단백질 서열은 50% 정도 일치하지만 3차 구조에서는 2
개의 Jα-helix 방향을 제외하면 core 부분은 align이 매우 잘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MN chromophore를 갖는 YtvA-LOV domain은 light 상태에서 고
유한 녹색 형광을 보이는 형광 단백질(fluorescent proteins)의 특성을
갖고 있다. 형광 단백질을 이용하면 유전자 조절, 단백질 localization,
단백질의 결합 등 세포 내 과정의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살아있는 세포
의 대사 과정을 정밀하게 이미징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5)
현재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은 형광체(fluorophore)만 있으면 기능이 가능하며, 그 외에 반응을 위
한 이온 등의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유전자 속에 쉽게 주
입하여 형광 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FP는 살아있는 세포가 스스
로 유전자를 발현하고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세포독성이 없게 되고
따라서 이전의 방법들과 다르게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다. 하지만 GFP는 몇 가지의 큰 단
점을 가지고 있다. GFP는 비교적 큰 크기(~25 kD)의 단백질로26)
chromophore 형성이 산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호기성의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27) 또한 pH 5 이하의 환경에서는 GFP 형광이 안정하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YtvA-LOV domain은 작은 크기
(~19 kD)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정확하게 이미징이 가능하
고 넓은 범위의 pH 환경에서도 안정하며, 산소에 비의존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GFP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
4

다.28) 그러나 동물 조직은 근적외선 (650 nm-900 nm) 파장의 빛에
의해 투과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의 이미징을 위해서는 형광 단백질
이 장파장 (650 nm 이상)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9). 따
라서 다른 형광단백질의 경우 방출 파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YtvA 단백질의 경우 stokes shifts가 작고 형광이 약
하기 때문에 방출 파장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빛에 의한 신호전달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과 이미징 단백질로의
engineering은 세포 내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빛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를 규명하
고 세포 이미징을 위한 단백질 특성 개량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YtvA-LOV domain의 신호전달 메커니
즘과 Jα-helix의 역할 규명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As-LOV와
YtvA-LOV domain의 구조적 상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역할이 알려
진 As-LOV의 Jα-helix를 이용하여 YtvA-LOV Jα-helix 역할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YtvA-LOV 단백질의 dark recovery rate는 매우 느
리기 때문에 photoswitch로 사용하기에 불활성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만약 빛에 의해 반응하는 단백질의 dark regeneration
kinetic을 조절하는 중요 인자를 찾게 된다면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
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종류의 light-sensing domain에서 공통
으로 존재하는 구조인 Jα-helix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light-sensing
단백질의 신호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장파장의 형광을 방출하는 YtvA 단백질을 찾기 위하여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여

directed
5

evolution을

진행하였다.

Directed evolution은 단백질 개량을 목적으로 수행하며30),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모방한 방법이다. 먼저 단백질의 mutation을 유발하여 mutant
library를 구축한 후에 원하는 특성을 보이는 단백질만을 선택하는
screening 실험을 수행한다. Library 구축과 screening 과정은 원하는
특성을 갖는 단백질을 얻을 때까지 반복 수행하기 때문에 빠른 mutant
library 구축과 기능이 변화된 단백질을 고효율로 screening 하는 것이
evolution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백질 특성 개
량을 위해 특정 위치만 mutation 시키는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은 단백질의 구조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
이 있는 반면,31) random mutagenesis 방법은 구조나 메커니즘의 정보
가 필요하지 않고 mutation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여 YtvA mutant library를 구축하였으며
96-well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과 형광 스펙트럼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고효율의 screening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광화학적 특성이 변화된
YtvA mutant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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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light, dark 상태에 따른 LOV domain 내부 변화 (B)
YtvA-LOV (PDB code : 2PR6)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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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결과

제 1 절 단백질 디자인
Jα-helix의 역할 규명을 위해 YtvA-LOV domain의 여러 유도체를
디자인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A)는 YtvA-LOV (PDB code :
2PR6)의 dimer 구조이며 그림 2(B)는 As-LOV (PDB code : 2V1B)
와 YtvA-LOV monomer의 구조를 align한 결과이다. 구조를 align한
결과를 살펴보면 두 단백질은 C-말단 부분의 Jα-helix가 위치한 방향
만 다르고 PAS β-fold의 core 부분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져 align
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tvA의 Jα-helix는 21개 아미노산
으로 C-말단의 PAS β-fold와 직접 결합한 구조를 갖지만 As-LOV
domain의 Jα-helix는 직접 PAS β-fold와 결합하지 않고 loop에 의해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이미 As-LOV domain의 unfold된 Jα-helix가
effector domain으로의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YtvA-LOV domain의 Jα-helix의 역할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As-LOV와 YtvA-LOV domain의 구조적 상동성이 크기 때
문에 이미 역할이 알려진 As-LOV의 Jα-helix를 이용하여 YtvALOV Jα-helix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YtvA-LOV의 Jα-helix의
역할 규명을 목표로 하여 몇 가지 단백질을 그림 2(C)와 같이 디자인
하였다. 먼저 As-LOV의 helix 부분을 YtvA에 연결하여 Ytv-As25,
Ytv-As32를 제작하였다. Ytv-As25는 YtvA의 core부분에 As-LOV
의 Jα-helix를 치환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Ytv-As32는 빛에 의한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최소한의 잔기를 알아보기 위해 As-LOV의 Jα-helix
부분에 7개의 아미노산을 추가하여 디자인하였다. Ytv-Y21은 Y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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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부분에 21개의 Jα-helix가 모두 존재하는 original YtvA 단백질
이며 Ytv-Y0은 21개의 Jα-helix를 모두 제거하고 YtvA core 부분만
을 남겨 Jα-helix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디자인하였다. 또한 Jα-helix의
역할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아미노산 잔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Jαhelix의 21개 아미노산 중 11,15,18개 아미노산을 부분적으로 절단하였
고 남아있는 Jα-helix 아미노산의 숫자에 따라 각각 명명하였다 (YtvY10, Ytv-Y6, Ytv-Y3). YtvA-LOV, As-LOV domain에서는 FMN
chromophore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active site에 존재하는 cysteine
잔기를 mutation 하게 되면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빛에 의
해 유도되는 신호전달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62번 cysteine 위치를
serine으로 mutation 하여 dark 상태의 단백질을 제작하였다.

9

그림 2. (A) YtvA-LOV dimer의 구조 (PDB code : 2PR6) (B) YtvALOV domain (green, PDB code : 2PR6)과 As-LOV domain
(magenta, PDB code : 2V1B)의 β subunit 구조 align 결과 (PAS core
구조는 ribbon, Jα-helix는 cartoon으로 표시) (C) 서로 다른 Jα-helix
linker를 갖는 YtvA-LOV 유도체의 모식도 (D) YtvA-LOV와 AsLOV domain의 단백질 서열의 비교 (별은 두 단백질 모두에서 보존된
잔기 상동성이 높은 잔기는 콜론, 상동성이 낮은 잔기는 점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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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UV-Vis 스펙트럼 측정
YtvA-LOV domain은 UV-Vis 스펙트럼 측정 결과 photocycle을 보
이며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와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의 최대
흡수 파장이 다르게 관찰된다.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서는 447, 474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며 청색광을 조사한 후인 light 상태
에서는 447, 474 nm 파장 부근의 피크가 사라지며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이 확인된다. Jα-helix를 갖는 original YtvA-LOV domain인
Ytv-Y21의 형광을 측정한 결과 [그림 3(A)] 청색광을 3분 동안 조사
한 light 상태의 단백질인 경우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ght 상태의 단백질을 빛을 차단한 후 10, 20, 40, 60, 120,
180, 240분 시간 간격으로 UV-Vis를 측정한 결과 시간이 경과할 수록
390 nm 파장의 흡광이 사라지며 447, 474 nm 파장의 흡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iginal YtvA-LOV domain인 Ytv-Y21과 같
은 방법으로 Ytv-As25, Ytv-Y0의 UV-Vis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As-LOV의 Jα-helix를 융합한 단백질인 Ytv-As25와 Jαhelix를 제거하고 YtvA core만 존재하는 Ytv-Y0 단백질 모두 light 상
태에서 dark 상태로의 변화인 photocycle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dark
상태에서는 original YtvA-LOV domain과 같이 최대 흡광도가 447 nm
와 475 nm 파장에서 확인되었다.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원
래의 YtvA-LOV domain에 비해 5 nm 정도 blue shift를 보이는 385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었다 [그림 3(B,C)]. Jα-helix가 치
환되거나 제거된 Ytv-As25, Ytv-Y0 단백질과 original YtvA-LOV
domain인 Ytv-Y21과의 UV-Vis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되어도 photocycle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light 상태에서
5 nm 정도 blue shift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original YtvA-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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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과 동일한 UV-Vis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A) Ytv-Y21 (B) Ytv-As25 (C) Ytv-Y0의 light과 dark 상
태에서의 UV-Vis 스펙트럼. 빛을 조사한 후의 단백질 (red)을 다양한
시간 (0, 10, 20, 40, 60, 120, 180, 240)으로 dark incubation하여 측
정한 UV-Vis 스펙트럼. 완벽하게 dark 상태로 되돌아간 단백질은
dark blue색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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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ative PAGE 분석
그림 2(C)와 같이 디자인한 YtvA-LOV domain 유도체들은 빛에 의
한 단백질의 4차 구조의 변화에 의해 gel 상에서 이동성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을 native gel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4). Light 상
태의 단백질은 항상 3분 동안 청색광을 조사하여 light 상태로 전환한
후 native gel에 로딩하였으며 전기영동 중에도 청색광을 계속 조사하였
다. 반면에 dark 상태는 빛을 차단하고 충분한 incubation을 하여 dark
상태로 전환된 단백질을 native gel에 로딩하였으며 전기영동 시에도 빛
을 차단한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한 native gel인
그림 4(A)는 Ytv-As25, Ytv-As32와 Ytv-Y21의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와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의 이동성의 차이를 나타낸
native page 결과이다. 1번과 2번 lane은 As-LOV의 Jα-helix를 YtvA
core 부분에 융합한 Ytv-As25와 Ytv-As32 단백질로 dark 상태에서
는 각각의 dark mutant(C62S)와 비슷한 이동성이 확인되었다. 광화학
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dark mutant는 light과 dark 상태 모두에서
이동성의 차이가 생기지 않고 dimer로 존재하였다. 반면에 Ytv-As25
와 Ytv-As32 단백질은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서와는 다르게 dark mutant보다 native gel 상에서 더 빠르
게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인 Ytv-Y21은 light과 dark 상태 native gel 상에서 모두 같은
이동성을 보였다. 그림 4(A) 결과를 통해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인 Ytv-Y21는 light과 dark 상태 모두에서 dimer
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된 단백질은
light과 dark 상태에서 이동성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YtvAs25와 Ytv-As32 단백질은 dark 상태에서는 dimer로, light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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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onomer로 존재한다고 예상하였다.
그림 4(B) native gel 분석을 통해 빛에 의해 유도되는 이동성의 차이
는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역적으로 일어나
는 단백질의 이동성 변화를 통해 native gel 상에서 light에서 dark의
변화인 photocycle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tive gel 상에서 light과 dark 상태에 따라 이동성의 차이를 보이는
Ytv-As25, Ytv-As32 단백질을 청색광을 조사하여 light 상태의 단백
질 상태에서 다시 빛을 차단하고 incubation을 하여 dark 상태의 단백
질로 전환한 후에 native gel로 이동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Light 상태
에서 dark 상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LD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그림
4(A)의 dark 상태의 native gel 결과와 동일한 위치에서 Ytv-As25,
Ytv-As32 단백질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Photocycle이 발생하며
빛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의 dimer-monomer 전환이 가역적으로 일
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LD 상태의 Ytv-As25, Ytv-As32
단백질을 다시 청색광을 조사하여 light 상태의 단백질로 전환하였고 이
를 LDL로 명명하였다. LDL 상태의 단백질을 native gel에 로딩하여 이
동성을 살펴본 결과 그림 4(B)의 lane 3, 4와 같이 단백질의 band 위치
가 그림 4(A)의 light 상태와 같은 monomer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LD,
LDL 단백질의 native gel 분석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빛의 조사로 인한
단백질 응집이나 올리고머화 현상이 일어나 불순물 밴드가 생성되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photocycle 후에도 light과 dark 상태에 따른 단백질
의 이동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역적으로 일
어나는 단백질의 이동성 변화는 단백질 안에 존재하는 chromophore의
photocycle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cysteine 아미노산의 thiol
group과 FMN chromophore 사이의 공유결합 형성이 단백질 올리고머
14

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단백질의 이동성 변화를 통해 native
gel 상에서 photocycle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앞에서 디자인한 Jα-helix가 제거되어 YtvA core 부분만 존재하는
Ytv-Y0 단백질을 이용하여 native gel 분석을 수행한 결과 Ytv-As25
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림 4(C,D)와 같이 dark와 light 상태에
서 Ytv-As25와 Ytv-Y0의 이동성 차이를 비교해보면 두 단백질 모두
비슷한 경향으로 gel 상에서 이동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단
백질을 각각 10, 20, 40 μM의 농도로 native gel에 로딩한 결과 light
상태에서는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 비해 native gel 상의 단백질
band가 더 빠르게 이동하고, 이 때 dark 상태에서 확인된 단백질 band
는 light 상태의 단백질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큰 위치에서 확인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YtvA의 Jα-helix가 치환되거나 제거된 Ytv-As25,
Ytv-Y0 단백질은 빛에 의해 단백질의 4차 구조가 변화되어 dimer가 2
개의 monomer로 분리되며 그 결과로 인해 native gel 상에서 다른 이
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
한 Ytv-As25, Ytv-As32와 Jα-helix를 제거하고 YtvA core 부분만
존재하는 Ytv-Y0 단백질 모두에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이동성의 변화
가 관찰되기 때문에 특정 Jα-helix 서열에 관계없이 original Jα-helix
가 제거 되었을 때 빛에 의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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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As-LOV helix를 갖는 YtvA-LOV의 native gel 분석 결
과. Lane 1,2는 Ytv-As25, Ytv-As32, 3,4는 각각의 C62S dark
mutant. Lane 5는 Ytv-Y21 (B) Lane 1,2는 Ytv-As25, Ytv-As32
light상태의 단백질을 dark 상태로 incubation한 상태(LD)와 LD 상태
의 단백질을 다시 light상태로 전환한 (LDL)단백질 (C) Ytv-As25 (D)
Ytv-Y0 단백질의 dark와 light 상태. Lane 1부터 3까지 각각 10, 20,
40 μM의 농도로 단백질을 로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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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Blue native PAGE 분석
Native gel 분석은 그림4(A-D)와 같이 동일한 단백질 마커를 사용하
여 단백질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만 가능하고 정확한 단백질의 크기를 확
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Native gel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YtvA-LOV domain의 monomer-dimer의 전환을 정확
하게 확인하기 위해 blue native gel 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Blue native gel 실험에는 native 단백질 마커를 사용하여 더욱 정확하
게 단백질 크기를 확인하였다. Native gel 분석은 단백질의 크기뿐만 아
니라 pI와 shape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
하기 어렵지만 blue native gel 분석을 이용하면 단백질의 크기와 올리
고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Blue native gel에서 사용하는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은 음전하를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 때
문에 전하를 보이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단백질 자체의 전하를 음전하로
바뀌게 하며 그 결과 단백질이나 단백질 복합체는 acrylamide gel 상에
서 다른 요인 없이 오직 크기에 따라서만 이동하게 된다. Blue native
gel은 pH 7.0 조건의 running 버퍼를 사용하는데 이는 native gel의 pH
8.6 조건의 running 버퍼에 비해 더 생체내의 pH와 유사한 조건 하에
서 전기영동을 진행하게 된다는 장점도 갖고있다.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된 Ytv-As25와 Jα-helix가 제거되어 core 부분만 존
재하는 Ytv-Y0 단백질을 blue native g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5(A)]. 그 결과 두 단백질 모두 빛에 의해 monomer로 전환되어 각각
단백질의 monomer 크기인 19 kD와 16 kD 위치에서 정확하게 band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dark 상태 단백질인
C62S mutant를 이용하여 크기 비교를 한 결과 Ytv-As25와 Ytv-Y0
의 dark mutant 단백질은 dimer 크기 위치에서 band가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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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lue native gel 분석은 native 단백질 마커와 60 kD 크기를 갖는
BSA를 동시에 전기영동 하여 단백질의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Native gel 분석과 마찬가지로 blue native gel 분석을 통해서도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된 단백질의 PAS β-fold core 구조는 빛을 조
사하였을 때 단백질 구조가 변하여 dimer가 monomer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Native gel과 blue native gel 분석 결과 Jα-helix를 치환하거나 제거
한 단백질인 Ytv-As25와 Ytv-Y0과는 달리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인 Ytv-Y21은 빛에 의한 구조변화가 거의 일어나
지 않으며, PAS β-fold core 각각의 monomer는 dimer 형태를 유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YtvA-LOV domain의 Jα-helix는
dimer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Dimer 형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Jα-helix 아미노산 잔기를 확인하기 위해 Jα-helix
를 서로 다른 길이로 절단하여 여러 개의 유도체를 디자인 하였다. 총
21개의 Jα-helix 아미노산 중 11, 15, 18개 절단하여 YtvA core 부분
과 Jα-helix 아미노산이 10, 6, 3개가 남아있는 단백질을 디자인하였다
(Ytv-Y10, Ytv-Y6, Ytv-Y3). 21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Jα-helix를
모두 포함하는 original YtvA 단백질인 Ytv-Y21과 Jα-helix를 모두
제거하고 core 부분만 가지는 Ytv-Y0도 함께 blue native gel 분석을
이용하여 이동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5(B,C)에서 1번 lane은
Ytv-Y21이며 2번부터 4번 lane은 Jα-helix를 서로 다른 길이로 절단
한 단백질인 Ytv-Y10, Ytv-Y6, Ytv-Y3을 각각 나타낸다. 1번부터 4
번 lane은 청색광을 조사한 light 상태와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서 모
두 Ytv-Y21 단백질과 비슷하게 dimer 크기의 단백질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lane 7,8의 dark mutant와 비교 하였을 때에도 Jα-helix의
18

아미노산 잔기와는 관계없이 dark mutant와 동일하게 dimer 위치에서
band가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Jα-helix가 제거되거나 치환된 YtvY21과

Ytv-Y0

단백질은

같은

gel에서

light과

dark

상태에서

monomer와 dimer 전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Jα-helix 부분의 3개의 아미노산(Thr-Lys-Gln)만 존재하여도
단백질의 dimer 형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lue native gel 분석을 통해 native gel에서 정확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였으며 YtvA-LOV domain의 Jαhelix는 PAS β-fold의 dimer 형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3개의 아
미노산(Thr-Lys-Gln)만 존재하여도 dimer 형태가 유지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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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Light 상태의 Ytv-As25, Ytv-Y0 단백질을 native 단백질
마커를 이용해 blue native gel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Lane 1은 YtvAs25, 2는 Ytv-As25의 C62S mutant, 3은 Ytv-Y0, 4는 Ytv-Y0의
C62S mutant, lane 5는 BSA (B) light 상태 (C) dark 상태에서 다양한
길이의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의 blue native gel 분석
결과. Lane 1부터 6까지는 각각 Ytv-Y21, Ytv-Y10, Ytv-Y6, YtvY3, Ytv-Y0, Ytv-As25를 나타내며 lane 7,8은 Ytv-Y21과 Ytv-Y0
의 C62S mutant. Lane 9는 크기 비교를 위해 사용한 BSA. 5번과 6번
lane만 빛에 의한 이동성 변화가 확인

20

제 5 절 형광 (Fluorescence) 분석
그림 6(A)는 Original Jα-helix를 갖고 있는 단백질인 Ytv-Y21과
Jα-helix가 모두 제거되고 core 부분만 갖는 단백질인 Ytv-Y0의 형광
분석

결과이다.

형광

emission

스펙트럼은

280

nm

파장에서

excitation을 한 후 290 nm 부터 550 nm 범위의 형광 emission을 측
정하였다. Original Jα-helix을 갖는 Ytv-Y21 단백질은 light 상태에서
tryptophan 잔기의 영향으로 340 nm 파장에서 최대 형광 값을 보이고
dark 상태에서는 FMN 형광 파장 부근인 496 nm 파장의 형광이 증가
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Jα-helix가 모두 제거되고 core 부분
만 갖는 단백질인 Ytv-Y0의 경우 Jα-helix를 갖는 Ytv-Y21 단백질
과 비교하였을 때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빛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FMN 형광 파장인 500 nm 파장 부근의 emission이
사라지면서 340 nm 파장 부근에서 최대 emission peak가 관찰되지만
약간 red-shift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Jα-helix가 제거된 단
백질인

Ytv-Y0와

Jα-helix를

갖는

Ytv-Y21을

비교했을

때

tryptophan 잔기의 형광 대비 FMN 형광(F500/F340)의 값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tvA-LOV domain의 Trp103에 의해 확인되
는 340 nm 파장의 형광은 단백질의 농도에 의존적이다. 단백질 내의
tryptophan 잔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백질 농도가 높아져야만 340
nm의 형광이 강하게 된다. 그림 6(A)의 Ytv-Y21의 경우 340 nm 파
장의 tryptophan 형광에 비해 500 nm 파장의 FMN 형광이 훨씬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Ytv-Y0 단백질의 경우 340 nm 파장과
500 nm 파장의 형광을 비교하였을 때 FMN 형광 파장인 500 nm 에서
의 형광 emission이 더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형광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Jα-helix가 결여되고 YtvA core만 존재하는 단백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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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FMN과의 결합력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tvA-LOV domain은 light 상태에서 dark 상태로 이동하면서 447
nm의 흡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흡광 변화를 시간 별로 측정한 것
이 dark regeneration kinetic이다. YtvA-LOV domain에서 photocycle
kinetic의 조절은 effector domain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
소이며, YtvA 단백질의 photocycle recovery kinetic을 측정하는 것은
빛에 의해 조절되는 단백질에서 신호전달의 기초를 분자적인 수준에서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32-34)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domain의 dark regeneration kinetic을
UV-Vis spectrometer를 이용해 30초 간격으로 총 2시간 측정하였을
때 [그림 6(B)] half-life가 25.7±4.6분이고, original Jα-helix를 갖는
Ytv-Y21은 47.6±13.7분으로 측정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YtvA-LOV
domain의 경우 다른 LOV domain에 비해 dark regeneration time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domain의 경
우

dark

regeneration

regeneration

time의

time이
변화는

감소하는
Jα-helix가

것을

확인하였다.

결여됨에

따라

Dark
FMN

chromophore 결합 위치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고 그 결과로 인해 dark
regeneration time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native gel 분석을 통해서도 Jα-helix가 FMN과의 결합 안정성을 높이
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과 같이 native gel
을 이용하여 light과 dark 상태에서 FMN 형광을 측정한 결과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된 YtvA 단백질인 Ytv-Y0과 Ytv-As25의 dark 상태
에서는 FMN이 결합하지 못하고 native gel의 아래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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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Jα-helix를 갖는 YtvA (Ytv-Y21)와 Jα-helix가 없는 YtvA
(Ytv-Y0)의 형광 스펙트럼. Dark 상태의 Ytv-Y21은 FMN의 영향으
로 496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이고 Ytv-Y0은 해당 파장의
형광 emission이 감소함. Light 상태에서 Ytv-Y0은 340 nm 파장의
emission이 red-shift를 보임 (B) 447 nm 파장의 흡광 변화를 측정한
dark regeneration kinetic. 447 nm 파장에서 증가하는 흡광도를 기반
으로 하여 1차 지수 함수로 근사하여 parameter를 결정한 결과 Jαhelix가 제거된 Ytv-Y0의 light 상태에서 dark 상태로의 변화인 dark
regeneration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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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형광 모드로 측정한 native gel (A) light과 (B) dark 상태에서
의 Ytv-Y0과 Ytv-As25. Lane 1,2는 Ytv-Y0과 Ytv-As25 단백질을
형광 모드(CY2-Blue)로 측정. lane 3과 4는 같은 gel을 coomassie
blue로 염색.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는 dark 상태에서 FMN과
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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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Mutant library 제작
YtvA 단백질은 FMN chromophore로 인해 고유한 녹색 형광을 보이
는 형광 단백질로써 널리 사용되는 GFP와 비교할 때 작은 크기를 가지
며 산소나 pH에 비의존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YtvA 단
백질의 아미노산 잔기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
한 특성을 갖는 mutant의 제작이 어렵다. 또한 YtvA 단백질은 형광이
약하며 살아있는 세포의 이미징에 사용하기에는 방출 파장이 너무 짧아
서 동물 조직을 투과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장파장의 형광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진 YtvA 단백질을 얻기
위해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하였다. Directed evolution은 단백질의
활성이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library 구축과
screening 의 두 단계의 실험을 거쳐 수행한다. 먼저 실험실 내에서 유
전자 변이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갖는 단백질 mutant library를 구축한
후에 원하는 특성을 갖는 단백질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screening
실험을 수행한다. 이 두 단계의 실험은 단백질이 원하는 특성을 보일 때
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mutant library를 빠르게 구축하여 기능이
변화된 단백질을 고효율로 screening 하는 것이 evolution 효율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Mutant library 확립에는 원하는 위치
를 원하는 아미노산으로 치환하는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과
무작위적인 아미노산으로 치환하는 random mutagenesis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이 중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였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YtvA 단백질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mutant를
제작하기에는 아미노산 잔기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
점을

가진다.

특정

위치만

mutation

시키는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은 단백질의 구조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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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 때문에 구조나 메커니즘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mutation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지

않은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이용하여 mutant library를 구축하였다. YtvA 단
백질 서열 내에서 random 하게 mutation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높은
mutation rate를 보이고 실험실 내에서 쉽고 저렴하게 수행이 가능한 방
법인 error-prone PCR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총 953개의
mutant

library를

구축하였고

그

중

무작위로

선별한

mutant의

sequencing을 진행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random하게 mutation이 일어
난 것을 확인 하였다. 각각의 mutant는 plasmid 상태로 BL21(DE3)에
transformation 하여 단백질을 발현 시킨 후에 형광 screening을 진행
하였다. screening은 96-well format을 이용한 형광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였다. 96-well plate 상에서 IPTG를 이용해 여
러 개의 mutant 단백질을 빠르게 발현하였으며 cell pellet 상태로 형광
shift를 확인하였다 (그림 8). UV-Vis 스펙트럼 비교를 위해서는 필요
로 하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cell pellet 상태로는 shift 비교가 불가능
하다. 하지만 형광 screening을 이용하면 적은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YtvA의 형광이 낮아도 cell pellet 상태에서 YtvA의 형광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할 수 있었다. 형광 스펙트럼 측정은 YtvA 단백질
의 dark 상태와 light 상태에서의 최대 흡수 파장인 450, 390 nm 에서
각각 excitation 한 후 방출 파장의 shift를 측정하였다. 모든 screening
에는 wild-type YtvA 단백질을 control로 같이 진행하였고 YtvA
wild-type 단백질의 형광 방출 스펙트럼과 비교를 하여 형광 스펙트럼
의 양상이 변화하는 mutant를 1차적으로 screening하였다. Cell을 발현
시켜 형광을 측정하는 screening방법은 발현되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형광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screening후에 shift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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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는 mutant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을 발현시켜 2차 형광
screening을 진행하였다. 총 953개의 mutant를 screening 하였고, 1,2
차

형광

screening에서

모두

shift를

보이는

mutant

단백질은

sequencing을 진행하여 단백질 서열의 어느 위치가 어떤 종류의 아미노
산으로 치환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정확한 형광 방출 파장의 확인과
UV-Vis 스펙트럼 결과를 얻기 위해 단백질을 정제하였다. YtvA는 형
광단백질로 dark와 light 상태에서 최대 흡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항
상 동일한 조건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빛을 차단하고 정제해 주었으며,
정제된 단백질은 측정 전에 dark 상태로 overnight incubation하여
dark 상태의 단백질 조건에서 빛을 최대한 차단한 후 UV-Vis와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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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96-well format을 이용한 YtvA mutant library의 screening
모식도. Error prone PCR을 이용해 YtvA 단백질에 random mutation을
유발하여 mutant library를 구축함. 96 well을 이용해 단백질 발현 후
형광을 측정하여 shift 정도를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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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Mutant 단백질의 광학적 특성 분석
96-well

format을

이용하여

YtvA

단백질의

mutant

library를

screening한 결과 1,2차 screening에서 모두 형광 shift를 보이는
mutant를 확인하였다. YtvA 단백질의 91번 glutamine 위치가 histidine
으로 바뀌면 형광 emission이 더 장파장 부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 mutant 단백질의 정확한 스펙트럼 확인을 위해 정제를 한
후, 정제된 단백질로 형광을 측정하였다[그림 9(A)]. wild-type YtvA
를

정제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

한

결과

450

nm

파장에서

excitation시에 500 nm 부근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인다는 이미 알려
진 결과와 동일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고35) 이를 통해 실험 방법이
나 단백질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wild-type
YtvA 단백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제된 Q91H mutant의 형광을 측정하
였다. 형광 측정 결과 wild-type YtvA 단백질은 450 nm excitation시
에 495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였고, Q91H mutant는 521.5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 값을 확인하였다. Q91H mutant는 형광 방
출파장이 wild-type YtvA 단백질에 비해 26.5 nm 정도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며 형광 스펙트럼의 shape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tvA 단백질의 light 상태에서의 최대 흡수 파장인 390 nm에서도
excitation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확인하였다. 390 nm excitation을 수행
하여도 450 nm excitation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Q91H mutant 단백
질의 형광 emission 파장이 더 장파장 쪽으로 shift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ld-type YtvA 단백질은 390 nm excitation시에 501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을 보이는 반면 Q91H mutant 단백질의 경우
23 nm 정도 장파장 쪽으로 이동한 524 nm 파장에서 최대 emission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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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Q91H mutant의 UV-Vis를 측
정한 결과[그림 9(B)] dark 상태에서는 425, 447, 474 nm 파장에서 각
각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wild-type YtvA와 동일함을 확인
하였다. 동일한 단백질을 청색광을 3분 동안 조사하여 light 상태의 단
백질로 변화시킨 후 측정한 UV-Vis 결과에서도 wild-type YtvA와 동
일하게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 되었다. UV 스펙트럼에서
는 wild-type YtvA 단백질과 비교하였을 때 Q91H mutant가 shift를
보이지 않았지만 photocycle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주로 YtvA 단백질에서 active site cysteine 잔기를
mutation 시킨 후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하였다. Active site를
mutation 하게 되면 YtvA 단백질의 형광이 증가하게 되고 screening
시에 높은 형광은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cysteine 잔기의 mutation으
로 인해 photocycle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하지만
YtvA 단백질의 91번 glutamine 위치는 FMN과 직접 결합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YtvA 단백질의 특성인 photocycle은 유지하면서 형광
emission만 장파장 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91번 위치의 glutamine은 전하를 가지지 않지만 mutation된 histidine
아미노산은 positive 전하를 갖는다. mutation으로 인한 단백질의 전하
변화가 91번 위치의 형광 shift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
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91번 glutamine 위치를 전하를 보이지 않는 아
미노산인 leucine으로 mutation하여 형광을 측정하였다. Q91L mutant
를 450 nm, 390 nm 파장에서 각각 excitation 시켜 형광 emission을
측정하였다. 450 nm excitation시에는 496.5 nm 에서 emission을 보이
는데 이는 wild-type YtvA의 emission과 비교하였을 때 emission 파
장이 거의 같은 결과이며 shift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390 nm excitation의 경우에도 502 nm 파장에서 emission이 확인 되
었으며 이 결과 역시 wild-type의 YtvA 단백질의 emission 값과 동일
하였다[그림 9(C)]. 91번 위치의 glutamine을 positive 전하를 갖는 아
미노산인 histidine으로 mutation한 경우에는 형광 emission의 shift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91번 위치의 glutamine을 전하를 갖지 않는 아미
노산인 leucine으로 mutation하면 형광 shift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91번 위치의 mutation을 통한 형광 shift는
mutation되는 아미노산의 전하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1

그림 9. (A) Q91H mutant(red)와 wild-type YtvA(black)의 형광 스
펙트럼 비교 (B) wild-type YtvA(black)과 Q91H mutant(red)의
UV-Vis 측정. Dark 상태에서는 447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을 보이며,
light 상태에서는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을 보임 (C) Q91L
mutant(blue)와 wild-type YtvA(black)의 형광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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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YtvA 단백질의 91번 위치와 FMN 위치 비교(PDB code :
2P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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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glutamine 아미노산 바로 옆에 위치한 90번 valine 아미노산이
leucine으로 mutation 되었을 경우에도 wild-type YtvA 단백질과는 다
른 광학적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90L mutant 단백질
을 450 nm, 390 nm에서 excitation 시켜 형광을 측정한 결과 wildtype YtvA 단백질에 비해 형광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림 11(A)]. UV-Vis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wild-type YtvA 단백질은
photocycle이 관찰되며 dark 상태에서는 447, 474 nm에서 최대 흡광
도가 관찰 되고 light 상태에서는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
된 반면 V90L mutant

단백질의 경우 UV 흡광을 보이지 않고

photocycle도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1(B)]. YtvA 90번 valine의 경우
FMN과 직접 결합하지는 않으나 FMN과의 결합과 단백질 고유의 형광
에 관여하는 Leu106과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Leu106은 FMN binding
pocket 근처에 위치하며 FMN의 isoalloxazine ring과 hydrophobic 상
호작용을 함으로써 chromophore를 안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35) YtvA
단백질의

dimerization에

관여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다.20)

또한

Leu106을 mutation 시키면 단백질 고유의 형광이 사라진다는 결과도
보고되어있다.36) Val90과 hydrophobic 상호작용을 하는 Ile78과 Ile92
역시 FMN과 hydrophobic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V90L mutation으로
인해 Leu106, Ile78, Ile92와의 결합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UV-Vis 흡광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예상된다.
Random mutagenesis를 이용하여 총 953개의 mutant library를 구축
한 후 그 중 무작위로 53개의 mutant를 sequencing한 결과 random한
위치에 다수의 mutation이 확인 되었으며 이 중 90번, 91번 위치가
mutation 된 경우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YtvA 단백
질의 90번, 91번 위치 모두 FMN과 직접 수소 결합하는 부분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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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A dimer interface에 관여하는 중요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위치의 중요성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YtvA 단백질의 90번, 91번 아미노산 위치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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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V90L mutant(blue)와 wild-type YtvA(black)의 형광
스펙트럼 비교 (B) Wild-type YtvA(black)와 V90L mutant(blue)의
UV-Vis 측정. Wild-type YtvA와 비교하여 UV 흡수 파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 (C) YtvA 단백질의 90번 위치와 FMN 위치 비교(PDB
code : 2PR6)와 interaction 하는 잔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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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고찰

YtvA-LOV domain은 빛에 의해 조절 되는 단백질로 외부 환경 자극
을 인지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PAS
domain의 서브 그룹이다. 청색광에 반응하여 chromophore 결합 위치
의 cysteine 잔기와 flavin mononucleotide (FMN) 사이의 가역적인 공
유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구조변화가 일어난다. 빛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단백질인 LOV domain을 이용하면 생체 시스템 내에서 시공간적으로 정
밀하게 기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빛
에 의해 유도되는 YtvA-LOV domain의 신호전달에 대한 자세한 기전
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Jα-helix를 갖는 YtvA-LOV
domain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dimer로 존재한다는 것이 X-ray
crystallography, AUC,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실험을 통하
여 보고되었다. Jα-helix를 갖는 YtvA 단백질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LOV-LOV, STAS-STAS domain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dumbbelllike 모양의 dimer 구조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37) 아직까지 올리고
머화 상태의 변화나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실험
을 통해 LOV domain이 C-말단에 Jα-helix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구
조를 공유하지만 Jα-helix의 역할은 domain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Jα-helix가 있는 YtvA-LOV의 경우
light과 dark 상태 모두에서 두 개의 Jα-helix가 서로 안정된 interface
를 형성하여 dimer 상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Jα-helix부분
을 As-LOV domain의 Jα-helix로 치환하거나 YtvA core 부분만 남기
고 Jα-helix를 제거한 경우에는 청색광에 반응하여 2개의 PAS cor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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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분리되어 monomer로 전환되는 것을 blue native gel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YtvA-LOV의 dimer interface는 β-sheet 바깥쪽에 위치한 소수성
잔기인 Val25, Val27, Ile29, Tyr41, Met111, Ile113, Tyr118, Val120,
Ile122가 2개의 monomer 사이의 결합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20)
Dimer interface 잔기는 다양한 PAS domain에서 보존되어 있으며38)
특히 As-LOV domain의 dimer interface 잔기는 Lys413, Phe415,
Ile417, Phe429, Met499, Lys503, Tyr508, Ile510, Val512으로
YtvA-LOV의 잔기와 매우 유사하게 보존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
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단백질의 Jα-helix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As-LOV

domain의

경우

unfolding Jα-helix가 빛에 의한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
려져 있는 반면 YtvA PAS β-fold는 Jα-helix가 없이도 effector
domain을 통하여 빛에 의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에39) Jα-helix가 제거된 YtvA를 디자인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YtvA-LOV의 Jα-helix는 PAS β-fold dimer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을 native gel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UV-Vis와 형광 분석 실험
을 통해 original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domain은 dark
regeneration time이 빨라지며 FMN 결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빛에 의해 조절되는 domain에서 photocycle
kinetic의 조절은 effector domain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이미 FMN chromophore 주변의 미세환경 변화는 light에서
dark 상태로의 전환에 중요한 요인이라 알려져 있었고34) 본 실험을 통
해 Jα-helix 또한 FMN 결합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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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domain은 FMN chromophore로 인해 고유한 녹색 형광을 보이
는 형광 단백질이다.5),40) LOV domain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형광 리포
터 단백질로 사용하게 되면 GFP에 비해 더 정밀한 위치의 바이러스 감
염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단백질의 이동 또한 정밀하게 관찰이 가능하다.
더욱이 식물과 동물 세포의 소기관을 추적할 때에 LOV domain은 세포
내 조효소에 비의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LOV
domain의 형광은 넓은 범위의 pH에서 안정하며, 산소에 비의존적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물학적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때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런 장점을 갖는 LOV domain이 좀 더 장파장
의 형광을 방출하게 되면 살아있는 세포의 이미징이 가능하며 장파장의
빛은 낮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변세포의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다. 하지만 LOV domain은 cysteine 잔기의 활성 위치를 mutation
시키게 되면 단백질 고유의 형광은 증가하지만 photocycle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stokes shifts가 작아 장파장 쪽으로 형광을 방
출하는 mutation을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는 directed evolution을 이용하여 장파장의 형광을 방출하는
YtvA-LOV 단백질의 mutant를 확인하였다. 무작위적인 mutation을 유
발하는 error-prone PCR 방법을 이용하여 총 953개의 mutant library
를 구축하였다. 무작위로 53개의 mutant를 sequencing을 하여 YtvA
sequence의 random한 위치에 다수의 mutation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하
였다. 그 후 96-well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mutant library의 형광을
screening 하여 directed evolution을 진행한 결과 26 nm 정도 장파장
쪽으로 형광을 방출하는 mutation을 발견하였다. YtvA 단백질의 91번
glutamine 아미노산이 histidine으로 mutation 되었을 때 형광이 장파
장 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이 위치가 leucine으로 mutation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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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형광 shift를 보이지 않았다. histidine은 양전하를 갖는 단백질
이고 leucine은 전하가 없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전하차이로 인
해 형광 shift가 보인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형
광 shift는 단백질의 위치뿐만 아니라 mutation되는 잔기의 전하도 중요
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andom mutagenesis 방법을 통
해 찾은 Q91H mutation은 FMN과 직접 결합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
에 photocycle은 유지하며 방출 형광만 장파장으로 이동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YtvA 단백질의 UV-Vis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빛을 차단한 dark
상태에는 447, 474 nm 파장에서 각각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며 청색광
을 조사한 light 상태에서는 39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가 확인되었
다. YtvA 단백질의 90번 valine의 경우 leucine으로 mutation되면
YtvA 단백질에서 보여지는 UV 흡수 파장이 보이지 않고 photocycle도
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90번 valine의 경우 Leu106과 수소
결합을 형성하며 Ile78과 Ile92과는 hydrophobic 결합을 형성한다.
Leu106,

Ile78,

Ile92

모두

FMN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V90L

mutation으로 인해 FMN 과의 결합이 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UV 흡수
파장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YtvA 단백질의 90번, 91번 위
치 모두 FMN과 직접 수소결합 하지 않으며 YtvA dimer interface에도
관여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요성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90번, 91번 위치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YtvA-LOV 단백질의 Jα-helix 역할 규명과 형광 특성
의 변화를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빛에 의해 조절되는 단백질의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YtvA 단백질에서 Jα40

helix의 역할을 규명함으로 YtvA-LOV와 As-LOV간의 빛에 의한 신
호전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단백질 구조 중 신호전달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한 이 결과는 새로운 광화학적 도구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빛에 의한 신호전달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다양한 effector
domain 제작에 기초연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41-43) 또한 YtvA
단백질에서

photocycle은

유지하면서

광화학적

특성이

변화되는

mutant를 확인 하였다. 이미 As-LOV domain에서는 mutation을 통해
photocycle은 유지하면서 dark regeneration time을 변화한 연구가 진
행되어 있으나44) YtvA 단백질의 경우에는 보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찾아낸 mutant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mutation 위치에 따른 YtvA 단백질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YtvA 단백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생리학적인 센서와 형광 마커로의 활용에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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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방법

제 1 절 클로닝
As-LOV domain의 Jα-helix 서열은 pHIS8-3 벡터의 As-LOV2
domain

유전자를

주형가닥으로

HF

Phusion

효소(New

England

Biolabs)를 사용하여 PCR 과정을 통해 증폭하였다. YtvA-As25의
primer는 Forward : 5’-TTTGTCGGAATTCAGAATGATGGCACC
GAGCACGTGCG, Reverse : 5’ -CGAGTGCGGCCGCAAGCTTGTCG
ACTTAGTCGATGTTCTCGGCGGTC를

사용하였고

YtvA-As32는

Reverse : 5’- CGAGTGCGGCCGCAAGCTTGTCGACTTACAGCTCC
TTGGCGGCCTC를 사용하였다. PCR 생성물을 EcoRⅠ과 NotⅠ 의 제
한 효소로 처리 한 뒤, 젤을 이용해 정제 하였고 동일한 제한 효소를 처
리한 pET28a(+) 벡터와 T4 Ligase(New England Biolabs)을 이용해
연결 하였다. Ligation 후에 E.coli XL1-Blue strain에 42 ℃ 45초 조
건으로 transformation 하고, DNA sequencing을 통해 원하는 DNA 서
열임을 확인하였다. Ytv-Y0, Ytv-Y3, Ytv-Y6, Ytv-Y10, Ytv-Y21는
원하는 Jα-helix의 길이(0, 3, 6, 10, 21 아미노산)에 상응하는 종결코
돈을 이용하여 클로닝 하였으며, 각각의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dark

mutant(C62S)는

QuikChange

Site-Directed

Kit(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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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백질 발현과 정제
pET28a(+)에

연결된

다양한

Ytv-LOV domain

유도체는

각각

E.coli BL21(DE3) strain 으로 42℃ 45초 조건으로 transformation
하였다. 단백질 발현을 위해 BL21(DE3) strain내에서 OD 0.8~1.0 사
이로 배양하고 그 후 β-D-1-thiogalactopyranoside(IPTG)를 200
μM 농도로 처리하여 18℃ incubator에서 16시간 이상 배양하여 단백질
을 과 발현 하였다. 과 발현된 단백질 세포 pellet을 25 mM TrisHCl(pH 8.0), 500 mM NaCl, 10 mM imidazole이 포함되어 있는 버퍼
를 이용해 풀어 준 후 ice 위에서 3분 동안 sonication 하여 용해 하였
다. 단백질은 NI-NTA 레진을 이용하여 정제 하였으며 25 mM TrisHCl(pH 8.0), 500 mM NaCl, 250 mM imidazole이 포함 되어 있는 버
퍼를 이용해 단백질을 용출 하였고, 이를 25 mM Tris-HCl(pH 8.0),
500 mM NaCl, 10% glycerol, 1 mM DTT의 버퍼를 이용해 16시간 이
상 dialysis 하였다. 그 후 Amicon centrifugal filter tube(Millipore)를
이용한 농축 과정을 진행하였다. Native gel 분석을 위해 용출 버퍼에
최대 400 μM의 FMN을 첨가하여 완벽하게 FMN이 결합된 단백질도 정
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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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ative gel 분석
YtvA-LOV 유도체의 이동성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native gel 전
기영동을 이용하였다. 12% polyacrylamide gel을 25 mM TrisHCl(pH 8.6), 192 mM glycine이 포함된 running 버퍼 하에서 150
volt로 90분 전기영동 하였다. Dark 상태의 단백질은 4℃에서 foil로 감
싸 incubation 하였고 light 상태의 단백질은 blue LED flash light(470
nm)를 3분 동안 조사해 준 후 gel에 로딩하였다. 전기영동 후 native
gel은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하여 단백질 밴드를 확인 하였
고 light 상태에서는 빛(blue LED light, 530-540 lux,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9 cm)을 조사해 주고, dark 상태는 foil로 감싸 빛을 차단 한 상태
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제 4 절 Blue native gel 분석
50%(W/V) acrylamide, 0.5%(W/V) Bis(acrylamide:Bis =100:1)의
조성을 갖는 버퍼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가 3.5% stacking gel과 18%
resolving gel을 제작하였다. 50 mM tricine, 7.5 mM imidazole,
0.02%(W/V)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조성을 갖는 pH 7.0의
cathode 버퍼와 25 mM imidazole(pH 7.0)이 포함된 anode 버퍼를 이
용하여 100 volt로 50분, 150 volt로 30분 동안 전기영동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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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UV-Vis 측정
YtvA-LOV

유도체들의

흡광

데이터는

Hitachi

U-3010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은 25 μM 농도로 측정하
였으며 light 상태의 단백질은 측정 전에 blue LED flash light(710720 lux,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4.5 cm)을 이용하여 3분 동안 빛을 조사
하였으며 dark 상태의 단백질은 4℃에서 foil로 감싸 16시간 이상
incubation한 후 50 mM Tris-HCl(pH 8.0), 150 mM NaCl, 1 mM
DTT의 버퍼에 단백질을 용해한 후 측정하였다. Dark regeneration
kinetic은 447 nm에서 30초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제 6 절 형광(Fluorescence) 측정
형광 스펙트럼은 Jasco FP 6500 spectrofluori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excitation 1 nm, emission 5 nm 의 band width로 20℃에서
측정하였다. 단백질은 1 μM 농도로 light 상태의 단백질은 blue LED
flash light(710-720 lux,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4.5 cm)를 3분 동안 조
사하였으며 dark 상태의 단백질은 빛을 차단한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100 mM Tris-HCl(pH 8.0), 100 mM NaCl, 1 mM DTT 버퍼 조건에
서 단백질을 용해시킨 후 280 nm에서 excitation시켜 295 nm에서 550
nm 파장까지 emission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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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Mutant library 합성
Error-prone

PCR은

Genemorph

Ⅱ

random

mutagenesis

kit(Agilent Technologies)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Jα-helix가 제거된
YtvA-LOV core 부분만 primer(Forward : 5’-GGTTGCTAGCAT
GGCTAGTTTTCAATCATT, Reverse : 5’-GGTTGGATCCGATA
TCATTCTGAATTCCGA)를 이용해 kilobase당 16개의 mutation이
일어나게 조절하여 PCR 한 후 젤로 정제하였다. 얻어진 DNA 절편은
NheⅠ, BamHⅠ 제한 효소를 처리 한 후 동일한 제한 효소를 처리한
pET28a 벡터와 T4 Ligase을 이용하여 연결한 후 E.coli XL1-Blue
strain에 42℃ 45초 조건으로 transformation 하였고 DNA plasmid
kit(geneall

Technologies)를

이용해

얻어진

plasmid를

DNA

sequencing 하여 mutation 여부를 확인 하였다. 총 953개의 DNA
library를 구축하였다. DNA library는 단백질의 발현을 위해 42℃ 45초
조건으로 BL21(DE3)로 transforma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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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Mutant library screening.
DNA library는 deep-well 96-well plates(Bioneer)를 이용하여
screening하였다. DNA library는 BL21(DE3)로 transformation 한 후
에 1개의 colony만 골라 50 μg/mL Kanamycin이 포함되어 있는 200
μL의 Luria Broth(LB)에 접종하였다. Plate는 공기와 가스가 통할 수
있게 microporous films(Axygen)을 부착하였다. 37℃, 225 rpm에서
16시간 이상 incubation 한 후 50 μg/mL Kanamycin이 포함된 LB 배
지 1 mL에 16시간 이상 배양한 용액을 50 μL씩 넣은 후 37℃, 225
rpm 조건 하에서 OD 0.8~1.0까지 배양하였다. 그 후 0.5 mM IPTG를
각 well에 첨가한 후 18℃, 225 rpm 조건에서 16시간 이상 incubation
하여 단백질을 과 발현 하였다. 그 후 12000 rpm, 20분, 4℃ 조건으로
원심분리를 통해 단백질 pellet을 얻었으며 80 μL의 PBS로 용해한 후
384 black well plate(SPL)에 옮겨 준 후 spectramax M5 plate
reader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450 nm, 390

nm

파장에서 각각

excitation 후 650 nm까지의 emission 파장을 모니터링 하여 형광
shift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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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Mutant library 중 무작위로 선별한 mutant의 sequencing 결과
Mutant
number

The number
of mutation

Mutation site

1

2

G11E, V25D

2

3

V40I, I92K, M111L

3

2

R24Q, V88I

4

1

G67W

5

2

I9T, A19V

7

2

Q44 Deletion, G99R

9

4

S3 Deletion, L34I, L82S, Q91K

10

1

I57S

14

5

I9L, K18 Deletion, V27 Deletion, K60M, V90A

16

2

Q12 Stop, L34I

134

4

G11E, V25D, I29L, I126 Deletion

175

1

V90L

326

2

G99R, Q44 Deletion

329

5

T30A, Q44 Deletion, P87T, Q91 Stop, G99R

331

7

Q44 Deletion, F46L, V47A, Y52 Stop, H69R, G99R, T100S

332

6

A2 Deletion, G26C, L34I, F46I, L82S, Q91K

334

3

L34I, L82S, Q91K

335

4

A19T, L34I, L82S, Q91K

341

4

I9T, A19V, E35G, N43S

344

2

G67W, K116T

347

3

A2 Deletion, Q44 Deletion, G99R

348

3

Q44 Deletion, G99R, E112D

349

2

Q44 Deletion, G99R

359

1

F46L

362

1

N43 Stop

368

1

G99V

370

1

M111K

377

1

M104I

391

3

H69Y, P72H, Q93R

392

1

V120L
53

393

2

E35V, P72L

394

2

G45 Deletion, P87S

395

4

A73Q, K85N, P87S, Q93L

396

1

D115G

398

2

D31N, H69Y

399

2

G8V, Q93K

400

4

A2 Deletion, S3 Deletion, D21V, T70I

497

3

T50S, M111I, E112V

505

2

V47L, V90L

506

2

V90L, Q123K

507

2

G51D, V90L

508

2

P38H, V90L

509

2

K60M, V90L

510

3

V25F, L65 Stop, V90L

603

3

I9T, Q48H, E55V

653

1

Q91L

682

1

Q91H

715

2

V90L, E114D

725

2

N77D, V90L

748

4

I29F, Y41H, F64L, Y95C

802

4

D21G, H22Y, N37S, Q91H

834

2

S3I, Q91H

837

2

V75M, Q91H

847

1

E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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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the function and optical
properties of light-regulated YtvA
Lee Rang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tvA,

the

photosensory

light-oxygen-voltage

(LOV)

from

Bacillus subtilis, binds flavin mononucleotide and controls the
general stress reaction in response to blue light illumination. It was
first identified in plant phototropins and form a subgroup of the
Per-Arnt-Sim (PAS) superfamily. YtvA is dimeric in solution and
previously reported that it undergoes surprisingly small structural
changes in dark and light states compared with other light-sensing
proteins. In this study, we described that the function of Jα-helix in
YtvA an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fluorescent reporter
protein by genetic engineering. The significant mobility changes
were detected by native gel analysis after light illumination. The
absence of the Jα-helix affected the dimerization of YtvA-LOV as
well as dark regeneration kinetics and the stability of the flavin
mononucleotide (FMN) binding affinity. The longer (>650 nm)
emission wavelength of fluorescent proteins is crucial for the
application in live-cell imaging. We identified YtvA mutants with the
red-shifted fluorescence emission compared to the YtvA wild type
protein by directed evolution. The YtvA proteins has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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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 small size and efficient
expression under anaerobic conditions. Our observations will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photosignal propagation in lightsensing proteins with different mechanism and new optogenetic
tools with fine tuning of light signals to various effector domains.

Keywords : YtvA, light-oxygen-voltage (LOV), Jα-helix, Random
muta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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