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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를 비롯한 진핵생물에서 자가포식작용은 세포에게 주어지는 외부환경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세포의 항상성과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작이다. 

자가포식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런 자가포식 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소화포라는 새로운 

이중막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TG (Autophagy-related 

genes)라는 물질들이 관여한다. 그 중 Atg8 은 자가소화포막에 존재하는 

phosphatidylethanolamine 에 결합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Atg8 은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g8 은 

분해할 물질을 표지하는 수용체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어댑터 

단백질과 상호작용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용체 및 어댑터 단백질에는 Atg8 

interacting motif 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효모에서의 Atg8 의 상호작용체를 분석함으로써 

자가포식작용에 관여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상호작용체 구축을 위해 Atg8 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관한 스크리닝이 

필요했고, 본 연구에서는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BiFC)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5,911 개의 후보군 중 111 개의 후보군을 추려낼 수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치, 기능을 분석하며 후보군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얻어낸 후보군이 

실제로 자가포식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용체의 가능성을 

가진 그룹과 분해 대상의 가능성을 가진 그룹으로 후보군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의 GFP processing assay 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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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개의 후보군이 자가포식작용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이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가포식작용의 새로운 조절자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자가포식작용, Atg8 상호작용체,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GFP 

processing assay, Saccharomyces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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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1.1. 자가포식작용 (Autophagy) 

자가포식작용 (Autophagy)이란 세포 내의 물질들을 리소좀으로 끌고가 분해하는 

과정으로, 영양분 부족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 세포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작이다. 효모를 비롯한 진핵생물 내에 보존된 기작으로 항상성 유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 및 노화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런 자가포식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neurodegeneration, 비만, 당뇨, 각종 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Kaur and Debnath, 2015).  

 일반적인 자가포식작용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자가포식작용의 유도, 

nucleation, 자가소화포막의 확장, 액포로의 이동 및 융합, 물질의 분해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질로부터 분해의 대상이 되는 

물질들을 분리하기 위해 둘러싸는 새로운 이중막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이것을 자가소화포라 칭한다. 자가소화포는 de novo하게 생성되는 구조로써 

점으로부터 이중막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짐에 있어 다양한 

단백질들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백질 군을 총칭하여 ATG 

(Autophagy-related genes)라고 한다. 

 포도당 부족과 같은 영양분 부족 상황이 왔을 때, TOR (Target of rapamycin)는 

불활성된다. 이는 Atg13의 인산화를 더 이상 일으키지 못하고, Atg13이 Atg1, 

Atg17 complex과 결합하여 더 큰 complex를 이루게 한다. 이에 Atg9 vesicle과 

PI3K complex가 recruit되어 더 큰 complex를 만든다. 이후, Atg8을 비롯한 

ubiquitin-like conjugation system과 만나며 자가소화포가 신장된다. 자가소화포가 

다 만들어져 분해할 물질을 둘러싸면, 이것이 리소좀 혹은 액포로 끌려간다. 

자가소화포의 외막과 리소좀의 막이 융합하며 자가소화포는 리소좀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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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 자가소화포는 리소좀에 존재하는 가수분해효소 등에 의해 

분해된다 (Farré and Subramani, 2016).    

 한편, 자가포식과정은 선택적 자가포식과정과 비선택적 자가포식과정으로 나뉜다. 

비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은 세포 소기관 혹은 물질의 구분 없이 세포질의 임의 

부분을 자가소화포로 둘러싸서 분해하는 과정이다. 선택적 자가포식과정은 분해할 

대상에 대한 구분이 있어 특정 세포소기관 혹은 단백질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기작이다. 이러한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은 특정 대상임을 인지하는 수용체 단백질과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는 자가소화포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결합한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돕는 어댑터 단백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경우 분해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분류된다 

(Nakatogawa et al., 2009). 

 

1.2. 자가포식작용에서의 Atg8의 주요 역할 

Atg8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가소화포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Atg8은 ubiquitin-like 단백질로서 ubiquitin 프로세싱 과정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자가소화포막에 결합된다. 먼저 Atg8은 Atg4에 의해 카르복실기 말단이 

분해가 된다. 이후 차례대로 E1-like enzyme, E2-like enzyme, E3-like 

enzyme인 Atg7, Atg3, 그리고 Atg5-12 복합체에 의해 프로세싱 된 후 

자가소화포막에 존재하는 PE (phosphatidylethanolamine) 에 결합한다. 이와 같이 

자가소화포막에 결합된 Atg8은 자가소화포가 리소좀에 융합되어 분해될 때까지 

PE에 결합해 있다. 

 이러한 Atg8의 특별한 역할은 선택적 자가소화작용에서 부각된다. Atg8은 

현재까지 알려진 자가포식작용 수용체 및 어댑터 단백질들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용체 및 어댑터 단백질들과 결합이 가능한 부위로 

AIM (Atg8-family interacting motif)가 알려져 있다. 염기 서열로는 WXXL-like 

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체의 단백질의 W 부위는 Atg8의 Glu17, Ile21, Pr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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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32, Lys48, Leu50, Phe104이 이루는 주머니 형태의 부위에 결합한다. 수용체 

단백질의 L 부위는 Atg8의 Tyr49, Val51, Pro52, Leu55, Phe60, Val63이 이루는 

주머니 형태의 부위에 결합한다. 이와 같은 결합 부위는 효모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NN Noda et al., 2009). 

현재까지 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Atg8과 결합하여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에서 수용체 또는 어댑터 단백질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것은 Cvt 

pathway (Cytoplasm-to-vacuole targeting pathway)에 관여하는 Atg19, 

aggregation된 단백질들을 분해하는 aggrephagy에 관여하는 Cue5,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는 mitophagy에 관여하는 Atg32, 퍼옥시좀을 분해하는 

pexophagy에 관여하는 Atg36, 그리고 소포체와 핵을 분해하는 과정인 

reticulophagy와 nucleophagy에 관여하는 Atg39, Atg40, Vac8이다. 또한, 이들이 

Atg8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scaffold 역할을 해주는 Atg11 역시 Atg8과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다(Gatica et al., 2018). 

 

1.3.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BiFC; Bimolecular Fluorescence Complementation)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Tandem affinity purification-

mass spectroscopy (TAP-MS), 공동면역침전분석(Co-immunoprecipitation), 

Affinity chromatography,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과 같은 protein-fragment 

complementation 등이 존재한다 (Rao et al. 2014).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의 방법으로 Atg8과 상호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을 찾아내었다.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은 형광 단백질을 반으로 가른 뒤, 이것이 합쳐지면서 형광 

신호를 다시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한다.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단백질에 EGFP, EYFP, ECFP, Venus 등의 형광단백질을 반으로 가른 N-말단과 

C-말단을 각각 융합한다. 그 다음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리(100Å) 

이내에 위치하게 되면 단백질이 상호작용한다. 이에 융합되어 있던 형광 신호를 

내지 못하던 두 형광단백질의 거리 역시 가까워지며 합쳐져 형광 신호가 복구된다 

(TK Kerppola, 2008). 이런 BiFC는 특별한 물질 처리 없이 단백질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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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볼 수 있으며,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세포 

내의 어느 위치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에 용이하다. 이는 형광 

신호가 나타내는 위치와 세포 소기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표지 단백질과 co-

localization을 확인함으로써 확정 지을 수 있다. 

 효모의 경우에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배를 이용한다. 

효모의 경우 haploid와 diploid 모든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백질을 표지할 때, 서로 다른 교배형을 가진 세포에 각각 

형질전환 시킨다. 그리고 교배를 시키면 diploid가 되면서 두 세포가 합쳐진다. 

이에 따라 세포 내의 표지된 단백질의 위치가 가까워지고, 형광 단백질 절편이 

원복 되며 신호를 낸다 (Sung et al., 2013).   

 

1.4. 자가포식작용의 활성 측정 방법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크게는 

현미경을 통한 관찰, 생화학적인 방법, 단백질 변형 측정 등이 있다. 현미경을 통한 

관찰은 다시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관찰과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관찰로 나뉜다. 

전자현미경의 높은 배율로 자가소화포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가소화포 소낭 개수, 자가소화포의 크기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가포식작용의 활성도를 측정한다. 형광현미경을 통한 관찰의 경우 주로 

자가포식작용에 관여하거나 기질이 되는 단백질에 형광단백질을 융합시켜 위치를 

관찰한다. 생화학적인 방법은 주로 자가포식작용의 기질이 되는 단백질의 활성도를 

측정한다. 단백질의 활성도 변화로 자가포식작용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한다. 단백질 

변형 측정은 자가포식작용에 의해 인산화 상태가 변하거나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단백질의 변형 정도를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생화학적인 방법인 Pho8∆60 assay와 단백질의 변형 측정의 한 

방법인 GFP processing assay를 이용하여 자가포식작용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2.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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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tg8의 상호작용체를 구축하고 분석한다. 상호작용체의 구축은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얻어낸 후보군을 두 가지 목표로 

연구한다. 첫째는 이들의 세포 내 위치, 기능 등을 분류해보고 기존에 다른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법을 이용한 문헌들과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이를 통해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후보군을 발견한다. 

둘째는 이렇게 얻은 후보군을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의 신호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한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자가포식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GFP processing assay 방법을 통해 스크리닝 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이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Atg8과의 상호작용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자가포식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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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효모 균주 및 배지 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균주의 목록은 다음 표 1-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효모 균주는 BY4741 (MATa his3∆1 leu2∆ 0 met15∆ 0 ura3∆ 0 )또는 BY4742 

(MATα his3∆1 leu2∆ 0 lys2∆ 0 ura3∆ 0 )에서 유래되었다. 실험을 위한 효모 

세포들은 30℃에서 키워졌으며, 주로 YPD (1% yeast extract, 2% glucose, 2% 

peptone)와 synthetic complete medium (SC; 0.67% yeast nitrogen base without 

amino acids, 2% glucose, appropriate amino acid) 배지에서 자랐다. 자가포식작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nitrogen starvation medium (SD-N; 0.17% yeast nitrogen 

base without amino acids and ammonium sulfate, 2% glucose) 배지로 옮겨 

배양하였다. 효모 균주의 경우 프라이머들을 이용한 PCR-매개 유전자 타겟팅 

방법으로 유전적 변형을 주었다 (표 2). 변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colony-PCR 방법을 통해 확인되었다. VN 및 일부 유전자의 GFP 융합 형태를 

가진 효모 균주에 대해서 라이브러리의 균주를 이용하였다. 이들도 PCR-매개 

유전자 타겟팅 방법을 이용하여 변형되었다. 

 

2. 형질전환 

균주들의 제작은 형질전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YPD 배지, OD600에서 0.7 근처로 

키운 효모 세포들을 lithium acetate를 이용한 방법으로 형질전환을 시켰다 (RD 

Gietz et al., 1995) (표 1). 형질전환이 이루어진 세포들은 각 균주가 가진 선택적 

marker에 따라 SC-His, SC-Leu, SC-Ura의 고체 배지 위에서 배양되었다. 

이들은 30℃에서 3일 동안 배양된 뒤, colony-PCR 과정을 통해 표지 및 결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한 벡터에는 선택적 marker 가 

포함되어 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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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에 사용한 효모 균주 목록 

Strain Genotype Reference 

BY4741 MATa his3∆1 leu2∆ 0 met15∆ 0 ura3∆ 0 Research genetics 

BY4742 MATα his3∆1 leu2∆ 0 lys2∆ 0 ura3∆ 0 Research genetics 

VN strains MATa his3∆1 leu2∆ 0 met15∆ 0 ura3∆ 0 GENE-VN::KlURA3 (Sung et al., 2013) 

GFP strains MATa his3∆1 leu2∆ 0 met15∆ 0 ura3∆ 0 GENE-GFP::His3MX6 (Huh et al., 2003) 

HY1968 MATα his3∆1 leu2∆ 0 lys2∆ 0 ura3∆ 0 VC-ATG8::His3MX6 This study 

HY1969 MATa his3∆1 leu2∆ 0 lys2∆ 0 ura3∆ 0 GFP-ATG8::His3MX6 This study 

YTS159 
MATα his3∆1 leu2∆ 0 lys2∆ 0 ura3∆ 0 pho8::pho8∆60 

pho13::KanMX 

(H Cheong et al., 

2008) 

HY1970 YTS159 vps34∆::KlURA3 This study 

HY1971 YTS159 aha1∆::KlURA3 This study 

HY1972 YTS159 ara1∆::KlURA3 This study 

HY1973 YTS159 csr1∆::KlURA3 This study 

HY1974 YTS159 erg6∆::KlURA3 This study 

HY1975 YTS159 hri1∆::KlURA3 This study 

HY1976 YTS159 hsp104∆::KlURA3 This study 

HY1977 YTS159 nat1∆::KlURA3 This study 

HY1978 YTS159 qcr6∆::KlURA3 This study 

HY1979 YTS159 rpl24a∆::KlURA3 This study 

HY1980 YTS159 rpl24b∆::KlURA3 This study 

HY1981 YTS159 ssa1∆::KlURA3 This study 

HY1982 YTS159 tdh1∆::KlURA3 This study 

HY1983 YTS159 tma20∆::KlURA3 This study 

HY1984 YTS159 tma22∆::KlURA3 This study 

HY1985 YTS159 wwm1∆::KlURA3 This study 

HY1986 YTS159 ycp4∆::KlURA3 This study 

HY1987 YTS159 ydj1∆::KlURA3 This study 

HY1988 YTS159 ydl124w∆::KlURA3 This study 

HY1989 YTS159 ylr257w∆::KlURA3 This study 

HY1990 YTS159 ymr196w∆::KlURA3 This study 

HY1991 YTS159 ymr315w∆::KlURA3 This study 

HY1992 YTS159 ynl010w∆::KlURA3 This study 

HY1993 YTS159 yop1∆::KlURA3 This study 

HY1994 YTS159 ypl260w∆::KlURA3 This study 

HY1995 BY4741 OM45-GFP::His3MX6 atg8∆::KlURA3 This study 

HY1996 BY4741 OM45-GFP::His3MX6 aha1∆::KlURA3 This study 

HY1997 BY4741 OM45-GFP::His3MX6 ara1∆::KlURA3 This study 

HY1998 BY4741 OM45-GFP::His3MX6 csr1∆::KlURA3 This study 

HY1999 BY4741 OM45-GFP::His3MX6 erg6∆::KlURA3 This study 

HY2000 BY4741 OM45-GFP::His3MX6 hri1∆::KlURA3 This study 

HY2001 BY4741 OM45-GFP::His3MX6 hsp104∆::KlURA3 This study 

HY2002 BY4741 OM45-GFP::His3MX6 nat1∆::KlURA3 This study 

HY2003 BY4741 OM45-GFP::His3MX6 qcr6∆::KlURA3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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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004 BY4741 OM45-GFP::His3MX6 rpl24a∆::KlURA3 This study 

HY2005 BY4741 OM45-GFP::His3MX6 rpl24b∆::KlURA3 This study 

HY2006 BY4741 OM45-GFP::His3MX6 ssa1∆::KlURA3 This study 

HY2007 BY4741 OM45-GFP::His3MX6 tdh1∆::KlURA3 This study 

HY2008 BY4741 OM45-GFP::His3MX6 tma20∆::KlURA3 This study 

HY2009 BY4741 OM45-GFP::His3MX6 tma22∆::KlURA3 This study 

HY2010 BY4741 OM45-GFP::His3MX6 wwm1∆::KlURA3 This study 

HY2011 BY4741 OM45-GFP::His3MX6 ycp4∆::KlURA3 This study 

HY2012 BY4741 OM45-GFP::His3MX6 ydj1∆::KlURA3 This study 

HY2013 BY4741 OM45-GFP::His3MX6 ydl124w∆::KlURA3 This study 

HY2014 BY4741 OM45-GFP::His3MX6 ylr257w∆::KlURA3 This study 

HY2015 BY4741 OM45-GFP::His3MX6 ymr196w∆::KlURA3 This study 

HY2016 BY4741 OM45-GFP::His3MX6 ymr315w∆::KlURA3 This study 

HY2017 BY4741 OM45-GFP::His3MX6 ynl010w∆::KlURA3 This study 

HY2018 BY4741 OM45-GFP::His3MX6 yop1∆::KlURA3 This study 

HY2019 BY4741 OM45-GFP::His3MX6 ypl260w∆::KlURA3 This study 

HY2020 BY4741 PEX11-GFP::His3MX6 atg8∆::KlURA3 This study 

HY2021 BY4741 PEX11-GFP::His3MX6 atg36∆::KlURA3 This study 

HY2022 BY4741 PEX11-GFP::His3MX6 aha1∆::KlURA3 This study 

HY2023 BY4741 PEX11-GFP::His3MX6 ara1∆::KlURA3 This study 

HY2024 BY4741 PEX11-GFP::His3MX6 csr1∆::KlURA3 This study 

HY2025 BY4741 PEX11-GFP::His3MX6 erg6∆::KlURA3 This study 

HY2026 BY4741 PEX11-GFP::His3MX6 hri1∆::KlURA3 This study 

HY2027 BY4741 PEX11-GFP::His3MX6 hsp104∆::KlURA3 This study 

HY2028 BY4741 PEX11-GFP::His3MX6 nat1∆::KlURA3 This study 

HY2029 BY4741 PEX11-GFP::His3MX6 qcr6∆::KlURA3 This study 

HY2030 BY4741 PEX11-GFP::His3MX6 rpl24a∆::KlURA3 This study 

HY2031 BY4741 PEX11-GFP::His3MX6 rpl24b∆::KlURA3 This study 

HY2032 BY4741 PEX11-GFP::His3MX6 ssa1∆::KlURA3 This study 

HY2033 BY4741 PEX11-GFP::His3MX6 tdh1∆::KlURA3 This study 

HY2034 BY4741 PEX11-GFP::His3MX6 tma20∆::KlURA3 This study 

HY2035 BY4741 PEX11-GFP::His3MX6 tma22∆::KlURA3 This study 

HY2036 BY4741 PEX11-GFP::His3MX6 wwm1∆::KlURA3 This study 

HY2037 BY4741 PEX11-GFP::His3MX6 ycp4∆::KlURA3 This study 

HY2038 BY4741 PEX11-GFP::His3MX6 ydj1∆::KlURA3 This study 

HY2039 BY4741 PEX11-GFP::His3MX6 ydl124w∆::KlURA3 This study 

HY2040 BY4741 PEX11-GFP::His3MX6 ylr257w∆::KlURA3 This study 

HY2041 BY4741 PEX11-GFP::His3MX6 ymr196w∆::KlURA3 This study 

HY2042 BY4741 PEX11-GFP::His3MX6 ymr315w∆::KlURA3 This study 

HY2043 BY4741 PEX11-GFP::His3MX6 ynl010w∆::KlURA3 This study 

HY2044 BY4741 PEX11-GFP::His3MX6 yop1∆::KlURA3 This study 

HY2045 BY4741 PEX11-GFP::His3MX6 ypl260w∆::KlURA3 This study 

HY2046 BY4741 FAA4-GFP::His3MX6 atg8∆::KlURA3 This study 

HY2047 BY4741 FAA4-GFP::His3MX6 aha1∆::KlURA3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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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048 BY4741 FAA4-GFP::His3MX6 ara1∆::KlURA3 This study 

HY2049 BY4741 FAA4-GFP::His3MX6 csr1∆::KlURA3 This study 

HY2050 BY4741 FAA4-GFP::His3MX6 erg6∆::KlURA3 This study 

HY2051 BY4741 FAA4-GFP::His3MX6 hri1∆::KlURA3 This study 

HY2052 BY4741 FAA4-GFP::His3MX6 hsp104∆::KlURA3 This study 

HY2053 BY4741 FAA4-GFP::His3MX6 nat1∆::KlURA3 This study 

HY2054 BY4741 FAA4-GFP::His3MX6 qcr6∆::KlURA3 This study 

HY2055 BY4741 FAA4-GFP::His3MX6 rpl24a∆::KlURA3 This study 

HY2056 BY4741 FAA4-GFP::His3MX6 rpl24b∆::KlURA3 This study 

HY2057 BY4741 FAA4-GFP::His3MX6 ssa1∆::KlURA3 This study 

HY2058 BY4741 FAA4-GFP::His3MX6 tdh1∆::KlURA3 This study 

HY2059 BY4741 FAA4-GFP::His3MX6 tma20∆::KlURA3 This study 

HY2060 BY4741 FAA4-GFP::His3MX6 tma22∆::KlURA3 This study 

HY2061 BY4741 FAA4-GFP::His3MX6 wwm1∆::KlURA3 This study 

HY2062 BY4741 FAA4-GFP::His3MX6 ycp4∆::KlURA3 This study 

HY2063 BY4741 FAA4-GFP::His3MX6 ydj1∆::KlURA3 This study 

HY2064 BY4741 FAA4-GFP::His3MX6 ydl124w∆::KlURA3 This study 

HY2065 BY4741 FAA4-GFP::His3MX6 ylr257w∆::KlURA3 This study 

HY2066 BY4741 FAA4-GFP::His3MX6 ymr196w∆::KlURA3 This study 

HY2067 BY4741 FAA4-GFP::His3MX6 ymr315w∆::KlURA3 This study 

HY2068 BY4741 FAA4-GFP::His3MX6 ynl010w∆::KlURA3 This study 

HY2069 BY4741 FAA4-GFP::His3MX6 yop1∆::KlURA3 This study 

HY2070 BY4741 FAA4-GFP::His3MX6 ypl260w∆::KlURA3 This study 

HY2071 BY4741 SEC63-GFP::His3MX6 atg8∆::KlURA3 This study 

HY2072 BY4741 SEC63-GFP::His3MX6 aha1∆::KlURA3 This study 

HY2073 BY4741 SEC63-GFP::His3MX6 ara1∆::KlURA3 This study 

HY2074 BY4741 SEC63-GFP::His3MX6 csr1∆::KlURA3 This study 

HY2075 BY4741 SEC63-GFP::His3MX6 erg6∆::KlURA3 This study 

HY2076 BY4741 SEC63-GFP::His3MX6 hri1∆::KlURA3 This study 

HY2077 BY4741 SEC63-GFP::His3MX6 hsp104∆::KlURA3 This study 

HY2078 BY4741 SEC63-GFP::His3MX6 nat1∆::KlURA3 This study 

HY2079 BY4741 SEC63-GFP::His3MX6 qcr6∆::KlURA3 This study 

HY2080 BY4741 SEC63-GFP::His3MX6 rpl24a∆::KlURA3 This study 

HY2081 BY4741 SEC63-GFP::His3MX6 rpl24b∆::KlURA3 This study 

HY2082 BY4741 SEC63-GFP::His3MX6 ssa1∆::KlURA3 This study 

HY2083 BY4741 SEC63-GFP::His3MX6 tdh1∆::KlURA3 This study 

HY2084 BY4741 SEC63-GFP::His3MX6 tma20∆::KlURA3 This study 

HY2085 BY4741 SEC63-GFP::His3MX6 tma22∆::KlURA3 This study 

HY2086 BY4741 SEC63-GFP::His3MX6 wwm1∆::KlURA3 This study 

HY2087 BY4741 SEC63-GFP::His3MX6 ycp4∆::KlURA3 This study 

HY2088 BY4741 SEC63-GFP::His3MX6 ydj1∆::KlURA3 This study 

HY2089 BY4741 SEC63-GFP::His3MX6 ydl124w∆::KlURA3 This study 

HY2090 BY4741 SEC63-GFP::His3MX6 ylr257w∆::KlURA3 This study 

HY2091 BY4741 SEC63-GFP::His3MX6 ymr196w∆::KlURA3 This study 



10 

 

HY2092 BY4741 SEC63-GFP::His3MX6 ymr315w∆::KlURA3 This study 

HY2093 BY4741 SEC63-GFP::His3MX6 ynl010w∆::KlURA3 This study 

HY2094 BY4741 SEC63-GFP::His3MX6 yop1∆::KlURA3 This study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라이머 목록 

Primer Sequence (5’ to 3’) 

AHA1-F 
AATCGTTTATAGTAGCAACAATATATCAATATGGTCGTGA 

CACAGGAAACAGCTATGACC 

AHA1-R 
CATGAGAACAATATATCTTATAATACGGCACCAAAGCCGA 

GTTGTAAAACGACGGCCAGT 

AHA1-400 GGATTACCATCGATGACAAC 

ARA1-F 
AAAGCGTCTTGATTTTAATCAACTGCTATCATGTCTTCTT 

CACAGGAAACAGCTATGACC 

ARA1-R 
TTGTCTTAATACTTTAAATTGTCCAAGTTTGGTCCGTTAC 

GTTGTAAAACGACGGCCAGT 

ARA1-400 AGGTTCTACGAGAGATCTGC 

CSR1-F 
CACATAAGAAGACCACATATAAACTAGATTATGTCCTTTG 

CACAGGAAACAGCTATGACC 

CSR1-R 
GTCTATACAGTATGGAGCGTCGCGTGGCTTGGCTCAAACT 

GTTGTAAAACGACGGCCAGT 

CSR1-400 AGCTAAAGCAAGCAGGTCTC 

ERG6-F 
AATATAGTAGGCAGCATAAGATGAGTGAAACAGAATTGAG 

CACAGGAAACAGCTATGACC 

ERG6-R 
CTTATTGATCTAGTGAATTTATTGAGTTGCTTCTTGGGAA 

GTTGTAAAACGACGGCCAGT 

ERG6-400 CGTATATGGTACCTCGTTCC 

NAT1-F 
ATTGAGGAAGGCGATTGACCCTAACGAAGTATGTCTAGGA 

CACAGGAAACAGCTATGACC 

NAT1-R 
TTGAGGAGTTGCAGGCTACAAGTAATACTGTAGAATTTCG 

GTTGTAAAACGACGGCCAGT 

NAT1-400 GTCCACTCCTTGAAGTATGC 

QCR6-F 
CACACACGGATAAAGAAAAAGAAATAGAAAATGGGCATGT 

CACAGGAAACAGCTATGACC 

QCR6-R 
TATAGGGAATATGACGGATAAACAGACTACTTTAATTTGT 

GTTGTAAAACGACGGCCAGT 

QCR6-400 ATCACACAAGCATGCAGAGC 

RPL24A-F 
TTGAAAAACGTGGATTAATATAGTGATAAAATGAAGGTTG 

CACAGGAAACAGCTATGACC 

RPL24A-R 
TTCATTGTACATAATAAGTTCGAGCATAAATCTTAACGAG 

GTTGTAAAACGACGGCCAGT 

RPL24A-400 ATGAGAGAGCTTCAGATAGC 

RPL24B-F 
TTTTTCACAGCTTTTTAATTTAGAAGAACAATGAAGGTTG 

CACAGGAAACAGCTATGACC 

RPL24B-R 
AAACTAACAAAAGTTAATTATCTTAACGGGAAGTGGCGGC 

GTTGTAAAACGACGGCC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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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L24B-400 GACAACGAGGAGCTTCGCAG 

SSA1-F 
TCAAGTAAATAACAGATAATATGTCAAAAGCTGTCGGTAT 

CACAGGAAACAGCTATGACC 

SSA1-R 
CACCAATTGGCTTAATCAACTTCTTCAACGGTTGGACCTT 

GTTGTAAAACGACGGCCAGT 

SSA1-400 TGGTTTCATCATTGTCAACG 

TDH1-F 
GTACTTCACTAAATTTACACACAAAACAAAATGATCAGAA 

CACAGGAAACAGCTATGACC 

TDH1-R 
TCCTCATCAAGATTGCTTTATTTAAGCCTTGGCAACATAT 

GTTGTAAAACGACGGCCAGT 

TDH1-400 GACAGCAAACAGGAAGCTCG 

TMA20-F 
AAGACGGTAAACTAAAACAGCAGAGAGGAAATGTTTAAGA 

CACAGGAAACAGCTATGACC 

TMA20-R 
GATAGTAATATAGTGTTGACGGCTCCGTTTGTTACTCAAC 

GTTGTAAAACGACGGCCAGT 

TMA20-400 TTCTCTAATGTGAGTTCACG 

TMA22-F 
GCTAAACTAAAGAAAAGCATATTGCATAAAATGTTAAGAG 

CACAGGAAACAGCTATGACC 

TMA22-R 
CCAGAACGGTGCTATTACATATTTATGGATTGCTTACTTG 

GTTGTAAAACGACGGCCAGT 

TMA22-400 CAAGAACGCACATTGGTTGG 

WWM1-F 
ATGGCTCAAAGTAAAAGTAATCCTCCTCAAGTGCCTTCTGCACAGGAAA

CAGCTATGACC 

WWM1-R 
GTCACTACCGTCAAATCCATCATCAAATCCGCCGTCGAACGTTGTAAAAC

GACGGCCAGT 

WWM1-300 GCAACAAGTTGAATGAGGAG 

YCP4-F 
CAATACAGACTCAATTGAAGCACTATAAGAATGGTAAAGACACAGGAAAC

AGCTATGACC 

YCP4-R 
CGCGAACTGTTGTTTCTTACATGACAGTACAGCAGGATAAGTTGTAAAAC

GACGGCCAGT 

YCP4-300 GCGCTTCCCCTTCTTGGAAC 

YDL124W-F 
AACGGAGGTCAGTTAACAACACTTTTACAGATGTCATTTC 

CACAGGAAACAGCTATGACC 

YDL124W-R 
CGTACATAAATTATCCGGTATTTATACTTTTTGAGCAGCG 

GTTGTAAAACGACGGCCAGT 

YDL124W-400 AGACAAGTGTCAATTCAACC 

YLR257W-F 
TACCACATATCAAGAGAAAGAGAAGTAAGAATGGTTGACG 

CACAGGAAACAGCTATGACC 

YLR257W-R 
TCATCAGAAGTCACTCCAGTTTCAATATTCCATTCTACTG 

GTTGTAAAACGACGGCCAGT 

YLR257W-400 GGTGAATGGTTGGATCTGAC 

YMR196W-F 
GGTAAGAGATAGCAAGTCTAAACAGCAACAATGAACAAGC 

CACAGGAAACAGCTATGACC 

YMR196W-R 
TCACCGCAGTTAATCAAGACACATCCTTATTCAACGGACT 

GTTGTAAAACGACGGCCAGT 

YMR196W-400 AGGAGAGCTCATCACAAGAG 

YMR315W-F 
TGGTTCCAAAAAGTAAAGTAATAGCCAAAAATGTCCCCAT 

CACAGGAAACAGCTATG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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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R315W-R 
AAAACGGTAATCATGGCTGCTCAATTTTAACGTAGTCACC 

GTTGTAAAACGACGGCCAGT 

YMR315W-400 TTACGATGGAGAAGCTGTTG 

YNL010W-F 
TGACATAGCATTTATATATATACAAGGGAAATGGTCAAAG 

CACAGGAAACAGCTATGACC 

YNL010W-R 
TTAATATTTCGTAAGAGTCTTGCACTAATTTTCCATCAAT 

GTTGTAAAACGACGGCCAGT 

YNL010W-400 ACACAACGACGTTCATCTAG 

YOP1-F 
AATAAACAAAGACATAACCGCACTCCAATCATGTCCGAAT 

CACAGGAAACAGCTATGACC 

YOP1-R 
AGAGTTTGATTTGAGGATATAGGTGAGTTGCCTCTTAATG 

GTTGTAAAACGACGGCCAGT 

YOP1-400 GAGTTGCATAGATAGGATGG 

YPL260W-F 
AATAACTGTCTAAAAAGAGCATGTTTGCATCCGCTGGACA 

CACAGGAAACAGCTATGACC 

YPL260W-R 
AGAAACACTCTCCTCTATTCCTGTTGATATTCAGATTCAG 

GTTGTAAAACGACGGCCAGT 

YPL260W-400 TTGTGATTCAGCAATGGTCC 

ATG8-F4 
GAGGGGATTGATAAGAGAATCTAATAATTGTAAAGTTGAGGAATTCGAGC

TCGTTTAAAC 

ATG8-R5-VC 
TTTTTTCAAATGGATATTCAGACTTAAATGTAGACTTCATACCACCAGAAC

CCTTGTACAGCTCGTCCATG 

ATG8-R5 
TTTTTTCAAATGGATATTCAGACTTAAATGTAGACTTCATACCACCAGAAC

CTTTGTATAGTTCATCCATGC 

ATG8+300R TCCTTATCCTTGTGTTCTTG 

R5 BiFC CHK CAAGATCCGCCACAACATCG 

CgCHK GGTCATAGCTGTTTCCTGTG 

 

표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라스미드 목록 

Plasmid Genotype Source 

HB0021 pCgURA This study 

HB0544 pFA6a-HIS3MX-pATG8-VC This study 

HB0545 pFA6a-HIS3MX-pATG8-GFP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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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VC-Atg8 균주와 VN library의 균주들을 각각 YPD 배지에서 키운 뒤, 이들을 

섞어 교배 과정을 진행하였다. 선택 과정을 거치기 위해 키운 세포들을 SC-

HU배지에 도말하여 30℃에서 배양하였다. 선택배지에서 살아남은 균주를 YPD 

배지에 접종하여 2일간 배양하였다. 현미경 관찰을 위해 균주들을 SC배지에서 

mid-logarithmic phase까지 키웠다.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 세포들은 SD-N 배지로 옮겨져 추가로 2시간을 더 키웠다. 세포들은 96-

well 유리 바닥 플레이트에 옮겨졌다. 이후 두 번의 관찰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는 

INCell analyzer 2000 장비로 대략적인 관찰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이는 Plan Fluor 100x/1.30 NA oil immersion 

objective lens가 장착된 Nikon Eclipse E1 현미경에 의해 수행되었다. 

 

4. Pho8∆60 assay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의 결과를 토대로 분류된 일부 유전자들을 YTS159 

(BY4742 pho8::pho8∆60 pho13::KanMX) 균주에 각각 결실시켜 표 1-1과 같이 

제작하였다. 이 균주들을 SC 배지에서 OD600에서 1.0 이내가 되도록 키웠다. 

세포만을 모은 뒤, lysis buffer (25mM Tris-Cl, pH 9.0, 10mM MgSO4∙7H20, 

10mM ZnSO4∙7H2O)를 첨가하고 bead beating 방법으로 파괴했다. 이후 13,000 

rpm, 4℃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시켰다. 상등액만을 취한 뒤 55mM napthyl 

phosphate disodium salt를 첨가하고 30℃에서 2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이후 

stop buffer (2M glycine-NaOH, pH 11.0)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얻은 

용액의 excitation 340nm, emission 460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GFP processing assay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FP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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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를 이용했다. 각 세포 소기관을 대표하는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Om45, 

퍼옥시좀: Pex11, lipid particle: Faa4, 소포체: Sec63)들에 GFP를 표지한 균주를 

GFP library에서 살렸다. 이들을 백그라운드로 하여 Atg8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선정된 후보군을 각각 결실 시켰다. 균주를 colony-PCR 방법으로 

확인했고, SC 배지에서 mid-logarithm phase까지 키웠다. 동일한 균주를 각각 

키워 한 쪽엔 자가포식작용의 유도를 위해 SC배지에서 SD-N 배지로 옮겨 키웠다. 

대표 단백질에서 GFP만이 떨어지는 정도를 western blot assay로 확인하였다. 

 

6. Western blot analysis 

 Western blot analysis를 위해 효모 세포들을 SC 배지에서 mid logarithmic 

phase까지 키웠다. 세포만을 모으고 phosphate-buffered saline으로 두 번 

씻어냈다. 그리고 세포에 lysis buffer (50mM tris-Cl, pH 7.5, 150 mM NaCl, 0.15% 

NP-40, 1mM EDTA)와 protease inhibitor (10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mM benzamedine, 1mM leupeptin, 1mM pepstatin)을 첨가하여 bead 

beating 방법으로 세포를 파괴시켰다. 이후 13,000 rpm, 4℃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시켰다. 상등액만을 추출하여 모으고 6X sodium dodecyl sulfate sample 

buffer와 섞어주었다. 이를 95℃에서 3분간 가열해주었다. SDS-PAGE와 western 

blot assay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HRP가 결합된 GFP 항체 (600-

103-215, Rockland)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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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Atg8의 발현 위치 및 정도 확인 

 이후 연구에 앞서 우선 Atg8의 발현 정도와 세포 내의 위치를 형광 신호로 

알아보았다. 프로모터의 경우 원래의 Atg8 프로모터를 따랐으며, 표지 방법은 

PCR-매개 방법을 따랐다. GFP의 경우 pFA6a-His-pATG8-GFP, VC의 경우 

pFA6a-His-pATG8-VC 벡터를 주형으로 하고 프라이머로는 ATG8 F4와 

ATG8 R5, ATG8 R5-VC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Atg8의 N-말단에 

GFP와 VN이 표지된 균주를 만들었다. 균주가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관찰과 western blot assay를 통해 알아보았다. GFP를 표지한 경우를 

자가포식작용 유도 전후로 확인하였다. 프로모터를 바꾸지 않아도 형광 신호가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존에 알려진 사실대로 Atg8의 경우 자가포식작용 

유도 전에는 세포질 전반과 PAS 부위에서 점 형태의 형광 신호를 내었다. 이에 

반해 자가포식작용 유도 후에는 액포 부위에서 형광 신호가 진하게 방출되었다 

(그림 1a). VC를 표지한 균주를 western blot assay로 확인하였다. VC가 융합된 

Atg8이 잘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nitrogen starvation을 긴 시간 처리할수록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가포식작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Atg8도 분해됨을 보여준다 (그림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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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tg8의 세포 내 위치와 발현 

(a) Atg8에 GFP를 융합시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왼쪽은 SC 배지에서 키워 

자가포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오른쪽은 nitrogen starvation 배지 (SD-N)에서의 

배양을 통해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된 상황이다.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PAS (pre-autophagosomal site)와 세포질 전반에서 형광 신호가 나타난다.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된 상황에서는 Atg8의 분해가 일어나 세포 내부의 액포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형광 신호가 나타난다. (b) Atg8에 VC를 융합시켜 western blot assay로 확인한 

결과이다. 정상적으로 잘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가포식작용을 오래 유도할수록 

발현량이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2. Atg8 상호작용체 분석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통해 얻어낸 Atg8의 상호작용 후보군을 총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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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다. 이들을 위치, 기능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획득한 Atg8의 상호작용 후보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였다. 

  

2.1. 후보군 선정 

 Atg8의 상호작용체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enome-wide하게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Atg8은 C-말단이 분해되는 성질을 

가졌으므로 N-말단에 VN을 융합시킨 균주와 VN 융합 라이브러리의 균주 

5,911개에 대해 mating을 시킨 뒤 SC-HU 배지에서 selection 과정을 거치고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2a). 후보군을 선정함에 있어 두 

번의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INCell analyzer 

2000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60배의 배율에서 빠르게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25개의 후보군을 얻을 수 있었다. 425개의 후보군을 가지고 두 번째로 

형광현미경으로 100배의 배율에서 다시 한 번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421개의 형광 신호가 감지되는 후보군을 얻을 수 있었다. 이 

421개의 후보군 중에는 실제로 Atg8와 목표 단백질이 상호작용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단백질들의 상호작용 없이 VN과 VC이 상호작용을 하여 나타나는 

false positive 신호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가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self-

assembly 제거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b). 그 결과 421개 중 310개의 

후보군이 self-assembly로 제외되었다. 이로써 총 111개의 후보군이 Atg8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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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이용한 Atg8의 상호작용체 스크리닝 

(a) 스크리닝 모식도이다. 본 연구실에는 이미 5,911개의 균주에 해당하는 VN 융합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 이것을 VC-ATG8 균주와 교배를 시켜 diploid selection 과정을 

거친다. 이후 차례대로 INCell Analyzer 2000, 형광현미경으로 두 번의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b) Self-assembly 제거 실험 모식도이다. 가짜 형광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단백질 융합 없이 단독으로 발현시킨 VC와 VN 융합 라이브러리를 교배하여 마찬가지로 

diploid selection 과정을 거친다. 이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가짜 형광 신호를 

제거한다. (c) Self-assembly 제거 실험 이후에 남은 진짜 형광 신호를 띄는 후보군이다. 

총 111개의 균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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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으로 획득한 Atg8 상호작용체 후보군 

Gene Protein 
localization BiFC signal SD-N 0h BiFC signal SD-N 2h 

Group 1 

QCR6 Cytoplasm Punctate No signal 

YDJ1 Cytoplasm Punctate No signal 

CSR1 ER Punctate No signal 

ERG6 Cytoplasm Lipid particle Lipid particle 

YOP1 ER Punctate Punctate (low signal) 

WWM1 Cytoplasm Punctate Ambiguous 

YCP4 Cytoplasm, 
nucleus Punctate Punctate 

HRI1 Peroxisome Punctate Punctate 

TDH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AHA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Cytoplasm, punctate 

YMR315W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cytoplasm 
YLR257W Cytoplasm Punctate Punctate 

YDL124W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cytoplasm 

YPL260W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Cytoplasm, vacuole 

YMR196W Cytoplasm Punctate Vacuole 

ARA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NAT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Group 1&2 

RPL24A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RPL24B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YNL010W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SSA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HSP104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TMA20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TMA22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Group 2 

ADE6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CLU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PYC2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PYC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MCM3 No localization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TIF4632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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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1 No localization Punctate Vacuole 

SSA2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Vacuole 

TPD3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Vacuole 

ABP140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AIP1 Actin Punctate Punctate, vacuole 

DAK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INO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PGM2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HIS7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PMI40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DDR48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ARG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YHB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TRR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HYR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RGI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Vacuole 

SOD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GIS2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TMA10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RPC10 Cytoplasm, 
nucleol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Group 3 

XRN1 Cytoplasm Punctate Punctate 

CHC1 Late Golgi Late Golgi Late Golgi 

BUD3 Bud neck ER, Mitochondria No signal 

SSD1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RRP12 Cytoplasm, 
nucleus Cytoplasm Ambiguous 

TSL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DCP2 Punctate 
composite Punctate Punctate 

TPS2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SEC1 Bud neck, 
cytoplasm, bud ER, Golgi, Bud No signal 

GSY1 
Cytoplasm, 

punctate 
composite 

Punctate Ambiguous 

GCD1 Cytoplasm Punctate Punctate 

NMD3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Cytoplasm, vacuole 

GCD1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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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4 Cytoplasm Punctate Punctate 

SMI1 Punctate, late 
Golgi Bud Punctate, vacuole 

TRP2 Cytoplasm Cytoplasm Cytoplasm 

UGP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DLD3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cytoplasm, 

vacuole 
NOP58 Nucleolus Nucleolus Nucleolus 

ATG4 Cytoplasm, 
nucleus Cytoplasm Vacuole, ambiguous 

GLK1 
Cytoplasm, 

punctate 
composite 

Nucleolus Nucleolus 

TPS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cytoplasm, 
vacuole 

DHH1 Cytoplasm Punctate Punctate 

SVF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cytoplasm, 

vacuole 
NOB1 Cytoplasm Cytoplasm cytoplasm 

TIF3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Vacuole 

NAP1 Cytoplasm Punctate Vacuole 

YJL107C Not visible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cytoplasm 

REI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cytoplasm 

ARC40 Actin Actin Vacuole 

BDH1 Cytoplasm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cytoplasm 

URA4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ADH6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cytoplasm 

GET3 ER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cytoplasm 

GRE3 Cytoplasm, 
nucleus Punctate Punctate 

YPQ2 vacuolar 
membrane 

Punctate, vacuolar 
membrane Punctate, vacuole 

YJU3 ER ER, punctate Punctate 

APA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ADE1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vacuole 

SER2 Cytoplasm, 
nucleus Cytoplasm, punctate Punctate 

GRX3 Cytoplasm, 
nucleus Punctate Punctate 

IDI1 Cytoplasm, 
nucleus Punctate Punctate 

DAL80 Cytoplasm, 
nucleus Punctate Punctate 

GPP2 Cytoplasm, 
nucleus Punctate Punctate 

FSH1 
Cytoplasm, 

punctate 
composite 

Punctate Punc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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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1 Cytoplasm, 
nucleus Punctate Punctate 

SLA1 Cytoplasm, actin Punctate, actin Vacuole 

YPR136C Cytoplasm, 
nucleus nucleus (ambiguous) Nucleus (ambiguous) 

CUP1-1 Cytoplasm, 
nucleolus Punctate Ambiguous 

CUP1-2 Vacuolar 
membrane Punctate Punctate 

UTP20 Cell periphery, 
vacuole Cell periphery No signal 

PMC1 Vacuole Punctate Vacuole (ambiguous) 

TOR1 No localization Cytoplasm Cytoplasm 

ITR1 Ambiguous Cell periphery (low signal) Cell periphery (low 
signal) 

MUP1 Lipid particle Vacuole No signal 

KAR5 Golgi, early Golgi Cytoplasm Punctate 

SEC28 Golgi, early Golgi Golgi, early Golgi low signal 

ATG8 No localization Punctate Punctate 

TRM112 Cytoplasm, 
nucleus Punctate Low signal 

SDD2 Cytoplasm, 
nucleus Punctate No signal 

YPT52 Cytoplasm, 
nucleus Punctate Low signal 

 

표 5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형광 신호 위치 비율 

SD-N 0h   

Localization Number of candidates Ratio 

Cytoplasm, punctate 53 47.75% 

Punctate 36 32.43% 

Cytoplasm 8 7.21% 

Others 14 12.61% 

Total 111  

SD-N 2h   

Localization Number of candidates Ratio 

Vacuole (including others) 61 54.95% 

Punctate 26 23.42% 

Cytoplasm 3 2.70% 

Others 21 18.92% 

Total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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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치 분석 

 본 연구는 Atg8의 상호작용체를 구축하여 자가포식작용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수행할 때 

자가포식작용을 유도하여 형광 신호가 자가포식작용 전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세포 소기관에서 형광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3a). 그러나 자가포식작용 유도 전의 경우에는 punctate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 

패턴을 가진 후보군이 전체 111개 중 99개, 전체의 89.19%가 해당되었다. 

자가포식작용 유도 후에는 액포로 추정되는 형광 신호 패턴이 111개 중 60개, 

전체의 54.95%가 해당되었으며, 형광 신호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 그림 

3b). 앞선 Atg8의 GFP를 융합시켜 확인한 형광 신호의 패턴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a). 이에 따라 punctate 신호 역시 대부분 PAS (Pre-

autophagosomal site)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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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결과 

(a) Atg8과 VN 융합 라이브러리 균주 간의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 결과 중 일부이다. 세포 

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형광 신호가 방출되고 있다. 모두 자가포식작용을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다. (b) Atg8 단독 발현 형광 신호를 그대로 따르는 예시이다. 

자가포식작용을 유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PAS 신호와 함께 세포질 전반에서 형광 신호가 

방출된다. 자가포식작용을 유도하면 액포로 이동되어 분해되는 형광 신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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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능적 분석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통해 Atg8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선정된 후보군이 

자가포식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gene ontology를 

분석함으로써 후보군의 특성과 자가포식작용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Gene ontology 분석은 SGD (Saccharomyces genome database)의 

GO slim mapper를 이용하였고,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적은 항목은 제외하였다 (표 

6). Cluster frequency와 genome frequency 데이터를 바탕으로 P-value를 

계산하였다. P-value가 0.01보다 작을 때, Atg8의 기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중에서도 전체 유전체에 분포된 수준보다 본 연구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즉, 본 연구에서 특별히 많은 수의 후보군이 나온 프로세스는 

response to chemical, carbohydrate metabolic pathway, response to oxidative 

stress 등이다. Atg8은 자가포식작용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므로 그와 

상호작용을 하는 단백질 역시 본래 기능이 자가포식작용과 연관될 수 있다. 영양분 

부족과 같은 세포 내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면 그에 따라 

발현이 증가하는 단백질들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면서 세포 

내의 필요 없는 단백질과 세포소기관을 분해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후보군으로 선정된 Hsp104, Ydj1과 같은 경우에는 샤페론 및 코샤페론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이 Atg8과 상호작용하며 세포 내의 

단백질 quality control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면 영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세포는 자신의 영양분을 자가포식작용을 

이용하여 확보하고 재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carbohydrate의 metabolism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세포 내의 여러 생합성 과정에 있어 

자가포식작용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7 

 

표 6 Gene ontology 분석  

GO-Slim term Cluster 
frequency 

Genome 
frequency 

Genes annotated to the 
term P-value 

Response to 
chemical 

18 out of 111 
genes, 16.2% 

446 of 6433 
genes, 6.9% 

CUP1-1, CUP1-
2, DAK1, DAL80, GET3, 
GRE3, GRX3, HSP104, 
HYR1, SDD2, SOD1, SV
F1, TOR1, TPS1, TRR1, 
YDJ1, YDL124W, YHB1 

0.001 

Carbohydrate 
metabolic 
process 

17 out of 111 
genes, 15.3% 

198 of 6433 
genes, 3.1% 

ARA1, DAK1, GFA1, GL
K1, GPP2, GRE3, GSY1,
 HSP104, INO1, PGM2, 

PYC1, PYC2, TDH1, TPS
1, TPS2, TSL1, UGP1 

<0.0001 

Response to 
oxidative 

stress 

14 out of 111 
genes, 12.6% 

105 of 6433 
genes, 1.6% 

CUP1-1, CUP1-
2, GRE3, GRX3, HSP104
, HYR1, SDD2, SOD1, S
VF1, TOR1, TPS1, TRR1

, YDL124W, YHB1 

<0.0001 

Biological 
process 
unknown 

11 out of 111 
genes, 9.9% 

1133 of 6433 
genes, 
17.6% 

CUB1, FSH1, TMA10, T
MA22, WWM1, YCP4, YJ
L107C, YLR257W, YMR1
96W, YNL010W, YPR136

C 

0.032 

Nucleobase-
containing 

small molecule 
metabolic 
process 

10 out of 111 
genes, 9.0% 

198 of 6433 
genes, 3.1% 

ADE1, ADE4, ADE6, AP
A1, GLK1, PNC1, QCR6, 
TDH1, URA4, YMR315W 

0.0027 

Protein 
targeting 

9 out of 111 
genes, 8.1% 

307 of 6433 
genes, 4.8% 

ATG4, ATG8, GET3, HRI
1, NAP1, SSA1, SSA2, Y

DJ1, YPT52 
0.1135 

Protein 
complex 

biogenesis 

9 out of 111 
genes, 8.1% 

293 of 6433 
genes, 4.6% 

AIP1, ARC40, DCP2, NA
P1, NOB1, SLA1, TIF3, X

RN1, YOP1 
0.1025 

Generation of 
precursor 

metabolites 
and energy 

8 out of 111 
genes, 7.2% 

154 of 6433 
genes, 2.4% 

GLK1, GSY1, PGM2, QC
R6, RGI1, SOD1, TDH1, 

UGP1 
0.006 

Regulation of 
organelle 

organization 

7 out of 111 
genes, 6.3% 

283 of 6433 
genes, 4.4% 

AIP1, ARC40, DHH1, GR
X3, NAP1, SEC1, TPD3 0.3448 

Cytoskeleton 
organization 

6 out of 111 
genes, 5.4% 

238 of 6433 
genes, 3.7% 

ABP140, AIP1, ARC40, 
GRX3, NAP1, SLA1 0.3093 

Translational 
initiation 

6 out of 111 
genes, 5.4% 

61 of 6433 
genes, 0.9% 

CLU1, GCD1, GCD11, TI
F3, TIF4632, TOR1 0.0009 

Nuclear 
transport 

6 out of 111 
genes, 5.4% 

181 of 6433 
genes, 2.8% 

NAP1, NMD3, REI1, SSA
1, SSA2, YDJ1 0.1364 

Organelle 
assembly 

6 out of 111 
genes, 5.4% 

135 of 6433 
genes, 2.1% 

ATG4, ATG8, DCP2, DH
H1, TIF4632, YPT52 0.0322 

Cell wall 
organization or 

biogenesis 

6 out of 111 
genes, 5.4% 

198 of 6433 
genes, 3.1% 

GFA1, PMI40, SMI1, SO
D1, SSD1, TOR1 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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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folding 6 out of 111 
genes, 5.4% 

95 of 6433 
genes, 1.5% 

AHA1, GET3, HSP104, S
SA1, SSA2, YDJ1 0.0071 

Oligosaccharid
e metabolic 

process 

6 out of 111 
genes, 5.4% 

27 of 6433 
genes, 0.4% 

HSP104, PGM2, TPS1, T
PS2, TSL1, UGP1 <0.0001 

Transcription 
from RNA 

polymerase II 
promoter 

6 out of 111 
genes, 5.4% 

476 of 6433 
genes, 7.4% 

DAL80, DCP2, NAP1, RP
C10, SOD1, XRN1 0.5808 

rRNA 
processing 

6 out of 111 
genes, 5.4% 

311 of 6433 
genes, 4.8% 

NOB1, NOP58, RRP12, 
TRM112, UTP20, XRN1 0.6586 

Golgi vesicle 
transport 

6 out of 111 
genes, 5.4% 

191 of 6433 
genes, 3% 

ATG8, CHC1, CSR1, GE
T3, SEC28, YPT52 0.1499 

Response to 
heat 

6 out of 111 
genes, 5.4% 

73 of 6433 
genes, 1.1% 

AHA1, GET3, HSP104, T
OR1, TPS1, TPS2 0.0021 

Regulation of 
translation 

6 out of 111 
genes, 5.4% 

105 of 6433 
genes, 1.6% 

DHH1, GCD1, GCD11, G
IS2, SSD1, TPD3 0.0112 

Regulation of 
cell cycle 

5 out of 111 
genes, 4.5% 

233 of 6433 
genes, 3.6% 

AIP1, SMI1, TOR1, TPD3
, XRN1 0.6033 

Ribosomal 
small subunit 
biogenesis 

5 out of 111 
genes, 4.5% 

135 of 6433 
genes, 2.1% 

NOB1, NOP58, RRP12, 
TRM112, UTP20 0.0888 

Transmembra
ne transport 

5 out of 111 
genes, 4.5% 

234 of 6433 
genes, 3.6% 

ITR1, PMC1, SSA1, SSA
2, YPQ2 0.6043 

Lipid metabolic 
process 

5 out of 111 
genes, 4.5% 

296 of 6433 
genes, 4.6% 

CSR1, ERG6, IDI1, TOR
1, YJU3 1 

Mitotic cell 
cycle 

5 out of 111 
genes, 4.5% 

319 of 6433 
genes, 5% 

BUD3, REI1, SMI1, TPD3
, XRN1 1 

Cytoplasmic 
translation 

5 out of 111 
genes, 4.5% 

180 of 6433 
genes, 2.8% 

CLU1, RPL24A, RPL24B,
 SSA1, TIF3 0.2452 

Chromatin 
organization 

4 out of 111 
genes, 3.6% 

318 of 6433 
genes, 4.9% 

GRX3, MCM3, NAP1, PN
C1 <0.0001 

Cellular amino 
acid metabolic 

process 

4 out of 111 
genes, 3.6% 

199 of 6433 
genes, 3.1% 

ARG1, HIS7, SER2, TRP
2 <0.0001 

Cellular ion 
homeostasis 

4 out of 111 
genes, 3.6% 

128 of 6433 
genes, 2% 

GRX3, PGM2, PMC1, SO
D1 <0.0001 

Mitochondrion 
organization 

4 out of 111 
genes, 3.6% 

265 of 6433 
genes, 4.1% 

ATG4, ATG8, SSA1, YDJ
1 <0.0001 

Monocarboxyli
c acid 

metabolic 
process 

4 out of 111 
genes, 3.6% 

140 of 6433 
genes, 2.2% 

CSR1, DLD3, GLK1, TD
H1 <0.0001 

Cofactor 
metabolic 
process 

4 out of 111 
genes, 3.6% 

179 of 6433 
genes, 2.8% 

GLK1, PNC1, TDH1, YM
R315W <0.0001 

Ion transport 4 out of 111 
genes, 3.6% 

263 of 6433 
genes, 4.1% 

CSR1, MUP1, PMC1, YP
Q2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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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존 연구와의 비교 

SGD에서는 특정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Atg8의 기존에 알려져 있던 상호작용체와 본 연구에서 얻은 후보군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에 알려진 Atg8의 상호작용체는 총 92개이다. 그것과 본 연구에서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통해 얻은 111개와 겹치는 것은 Yop1과 Atg4 단 

2개이다. 이는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이 기존에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후보군을 

얻는 데에 좋은 실험 기법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에 알려진 것이 후보군으로 

나오지 않는 점에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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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 연구와의 비교 

 왼쪽이 본 연구로 얻은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의 후보군 수이고, 오른쪽이 기존에 알려진 

Atg8 상호작용군이다. 기존에 알려진 연구에서는 92개의 후보군이 Atg8과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고, 본 연구에서는 총 111개의 후보군이 Atg8과 결합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결과 겹치는 후보군은 단 2개뿐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후보군은 여러 실험 기법을 

통해 획득되었다. AC-W는 affinity capture-western, Y2H는 yeast two hybrid, AP/MS는 

affinity capture-mass spectrometry 기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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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포식작용 활성 측정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통해 얻은 111개의 후보군이 실제로 자가포식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군의 

Venus 형광 신호 패턴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기준을 세워 후보군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에서 분해 대상을 Atg8에게 인지시켜주는 

수용체 단백질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군들이다. 둘째는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기질이 될 것으로 추측되는 후보군이다. 이들이 자가포식작용에 

실제로 영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후보군에 맞는 

자가포식작용 활성도 확인을 하였다. 

 

3.1. 수용체 단백질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군 

수용체 단백질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을 분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가포식작용 유도 전후로 형광 신호가 변하는가? 2. 형광 신호가 자가포식작용 

유도 전 또는 후에 PAS 부위에서 나오는가? 3. ATG8 상호작용 결합 부위가 

존재하는가? 이 기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기준은 ATG8 상호작용 결합 부위의 

존재여부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 후보군은 총 24개이다 (표2, Group 1). 

이 후보군에 대해 각각의 후보군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비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인 

macroautophagy의 활성을 Pho8∆60 assay로, 선택적 자가포식작용 중 일부인 

mitophagy, pexophagy, lipophagy, reticulophagy에 대한 활성을 GFP processing 

assay를 시행함으로써 알아보았다 (그림 5-9).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종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른 단백질에 GFP를 표지한 균주를 이용하였다. 

Mitophagy의 경우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Om45, pexophagy의 

경우 퍼옥시좀의 막 안쪽 부위에 존재하는 Pex11을 이용하였다. Lipophagy에서는 

Long chain fatty acyl-CoA를 만드는 효소인 Faa4, 그리고 reticulophagy에서는 

소포체에 존재하는 Sec63 복합체에 속해 있는 Sec63을 각각의 세포 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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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하는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이것들을 백그라운드로 하여 앞서 선정한 24개의 

후보군을 각각 단일 결실 시킨 균주를 만들었다. 각각의 후보군이 결실된 상태에서 

자가포식작용 유도를 시켰을 때, 세포 소기관 표지단백질에 융합 시켰던 GFP가 

얼마나 분리가 되어 나오는지를 western blot assay로 확인하였다. 

Macroautophagy의 경우 positive control인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는 후보군은 

yop1∆이 유일했다 (그림 5). Mitophagy의 경우 대체로 대조군 보다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이 낮았다 (그림 6). 그 중에서도 ypl260w∆, 

ymr196w∆, tdh1∆, erg6∆ 균주가 낮았으며 qcr6∆, wwm1∆ 균주의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2배가 넘는 활성을 보였다. Pexophagy의 경우 GFP가 떨어져 

나오는 정도가 대부분 대조군인 야생형과 비슷했으나 ydj1∆의 경우는 다른 

후보군에 비해 현저히 GFP가 분리되어 나오는 정도가 낮았다 (그림 7). 

Lipophagy의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자가포식작용 활성이 특별히 낮은 것은 

없었으며, 대부분 높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높았던 것은 rpl24a∆, rpl24b∆, 

csr1∆ 후보군이었다 (그림 8). Reticulophagy의 경우 역시 대부분 차이가 크지 

않았고, ydj1∆, ydl124w∆, ynl010w∆ 이 활성이 낮고 erg6∆, ssa1∆ 가 활성이 

높았다 (그림 9). 이처럼 야생형 균주에 비해 자가포식작용 활성이 높거나 낮은 

특정 유전자 결실 균주들이 몇가지 존재했다. 이를 통해 특정 유전자들이 

자가포식작용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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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ho8∆60 assay 결과 

(a-d) Macroautophagy 활성 측정을 위해 수행하였다. Pho8은 alkaline phosphatase중 

하나로 액포로 이동하여 활성을 갖는 효소이다. 평소에 이것이 액포로 이동할 때는 

secretion과 자가포식작용 모두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Pho8 N-말단의 60개의 

아미노산을 절단시키면 secretion 방법으로 이동하지 못하여 자가포식작용으로만 액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용하여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Yop1이 결실된 균주를 제외한 후보군에서 야생형 균주랑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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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itophagy 활성 정도 관찰 결과 

(a-f)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Om45에 GFP를 융합시킨 뒤, western blot 

assay로 특정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얼마나 미토콘드리아의 분해가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한다. 분해가 충분히 일어나 GFP가 관찰이 용이해지도록 SD-N 배지에서 12시간 

동안 키운 세포와 SC배지에서 키운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Blot 사진 아래의 

수치는 전체 Om45-GFP에서 GFP가 떨어져 나온 비율을 계산하여 야생형 균주의 값을 

1로 놓고 상대적인 수치를 표기한 것이다. 1보다 작으면 야생형 균주에 비해 mitophagy의 

활성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Tdh1, Rpl24b, Ypl260w, Erg6를 결실 시킨 경우 야생형 

보다 mitophagy의 활성이 낮으며 Qcr6와 Wwm1가 결실된 경우 야생형 보다 활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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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exophagy 활성 정도 관찰 결과 

(a-g) 퍼옥시좀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퍼옥시좀의 

막 안쪽 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Pex11에 GFP를 융합시킨 뒤, western blot 

assay로 특정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얼마나 퍼옥시좀의 분해가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한다. GFP 관찰이 용이해지도록 SD-N 배지에서 12시간 동안 키운 세포와 

SC배지에서 키운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Blot 사진 아래의 수치는 전체 Pex11-

GFP에서 GFP가 떨어져 나온 비율을 계산하여 야생형 균주의 값을 1로 놓고 상대적인 

수치를 표기한 것이다. 대부분 야생형과 비슷한 pexophagy 활성도를 가지나, Ydj1이 

결실된 경우만이 활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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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ipophagy 활성 정도 관찰 결과 

(a-f) 지방산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lipid 

particle에 존재하며 long chain fatty acyl-CoA 합성 효소로 알려진 Faa4에 GFP를 

융합시킨 뒤, western blot assay로 특정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얼마나 lipid particle의 

분해가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한다. GFP 관찰이 용이해지도록 SD-N 배지에서 14시간 동안 

키운 세포와 SC배지에서 키운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Blot 사진 아래의 수치는 

전체 Faa4-GFP에서 GFP가 떨어져 나온 비율을 계산하여 야생형 균주의 값을 1로 놓고 

상대적인 수치를 표기한 것이다. 후보군의 유전자들이 각각 결실된 균주에서, 야생형보다 

lipophagy의 활성이 특별히 떨어지는 후보군은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나 Rpl24a, Rpl24b를 결실 시킨 경우 lipophagy의 활성이 야생형의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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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eticulophagy 활성 정도 관찰 결과 

(a-f) 소포체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Sec63 

복합체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알려진 Sec63에 GFP를 융합시킨 뒤, western blot assay로 

특정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얼마나 소포체의 분해가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한다. GFP 

관찰이 용이해지도록 SD-N 배지에서 14시간 동안 키운 세포와 SC배지에서 키운 

세포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Blot 사진 아래의 수치는 전체 Sec63-GFP에서 GFP가 

떨어져 나온 비율을 계산하여 야생형 균주의 값을 1로 놓고 상대적인 수치를 표기한 

것이다. 본 실험의 경우, 야생형에 비해 reticulophagy의 활성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후보군 모두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결실 시켰을 경우 활성이 감소하는 후보군으로는 

Ydj1, Ydl124w, Ynl010w을 결실 시켰을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후보군은 Erg6, 

Ssa1을 결실 시킨 균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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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기질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군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은 기질의 대상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들어서는 

특정한 단백질이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을 통해 분해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FAS (fatty acid synthase)의 경우가 있다. 효모에서 FAS는 FAS1과 

FAS2의 복합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경우 일반적인 단백질들보다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었을 때, 빠르게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Shpilka et al., 

2015).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기질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군을 골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형광 신호는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지 않을 때에는 PAS 신호를 나타내다가, 자가포식작용이 유도되면 액포로 

끌려가 분해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b). 또한, 대부분이 생합성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유전자로서 이미 기능이 많이 알려진 것들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후보군 33개를 선정하였고, 이것에 앞서 수용체 단백질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에 선정되었던 7개의 후보군이 포함되었다. 후보군에 GFP가 

융합된 균주를 라이브러리에서 꺼내 이용하였다. 총 33개의 균주 중 GFP 신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자라지 않는 균주 4개를 제외하고 29개에 대해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선 GFP processing assay들과 동일하게 자가포식작용 유도 전후로 

후보군들로부터 GFP가 떨어져 나오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자가포식작용 유도 

조건은 전부 동일하게 SC 배지에서 키운 뒤, SD-N 배지로 옮겨 12시간을 키운 

뒤 세포에서 단백질을 얻었다. 이후 western blot assay를 통해 자가포식작용으로 

인해 얼마나 분해되는지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택적 자가 포식작용의 

기질이라면 자가포식작용으로 인해 분해되는 단백질이 많을 것이므로 

자가포식작용을 유도한다면 전체적인 후보군 단백질 양은 줄고, GFP가 많이 떨어져 

나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에 해당하는 후보군은 Pgm2, Pmi40, Yhb1, Trr1, 

Rpc10 정도이다. 나머지 후보군들의 경우 자가포식작용 유도 후에도 발현량이 

유지되거나 늘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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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기질로 예상하는 후보군에 대한 GFP processing assay 

결과 

(a-e)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기질로 예상되는 즉, 선택적으로 분해되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선 수용체 단백질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 후보군과 겹친다. 선정된 후보군에 GFP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균주를 이미 

구축되어 있는 GFP 라이브러리에서 추출하여 배양하였다. 이들에 대해 한 쪽엔 

자가포식작용을 유도하지 않고 다른 한 쪽엔 자가포식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SD-N 

배지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GFP가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후보군이 

자가포식작용으로 인해 얼마나 분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기질이 된다고 이미 알려진 단백질들의 경우에 자가포식작용이 활성화되면 

다른 단백질들에 비해 빠르고 많이 분해가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그런 패턴을 보이는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Pgm2, 

Pmi40, Yhb1, Trr1, Rpc10 정도의 후보군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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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Atg8의 상호작용체를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의 방법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가포식작용에 관여하는 후보군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111개의 후보군을 얻었다. 이들은 기존에 Atg8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후보군이다. 즉,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전체 전체를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진행했음에도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단백질은 2개를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다.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이자 한계점이 바로 형광 단백질 절편을 목표 

단백질 앞쪽 (N-말단)에 융합 시키는지 뒤쪽 (C-말단)에 융합 시키는지에 따라 

형광 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Atg8는 C-말단이 분해가 

되는 성질이 있어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진행하려면 Atg8의 N-말단에 형광 

단백질 절편을 융합 시켜야만 했다. 이 부분으로 인해 누락되는 상호작용 후보군이 

존재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보강하고자 한다면 Atg8과 교배 시킬 상대편 

균주에 VN 표지를 N-말단 부위에 하여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다시 진행 

해야할 것이다.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을 통해 획득한 후보군의 위치와 기능을 분석하며 Atg8의 

상호작용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위치 별 분석에서는 후보군들의 원래 

위치가 대부분 세포질인 경우가 많았고,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에서는 Atg8의 

위치를 나타내는 GFP 관찰 실험과 일치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본래의 

위치가 Atg8이 존재하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상호작용이 보다 용이한 환경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겠다. 기능적 분석에서는 많은 후보군이 세포 내의 여러 

생합성 경로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가포식작용이 세포 내의 손상을 

입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임을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을 분해하여 얻은 

물질들은 다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데에 building block으로 이용될 것이다. 

실제로 자가포식작용에서 만들어진 여러 물질들은 세포 내의 생합성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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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키는 재료로 이용된다. 자가포식작용으로 인해 얻어진 carbohydrate과 

nucleoside의 경우 PPP (pentose phosphate pathway)와 glycolysis 의 단계에 

재사용되고, lipid와 아미노산의 경우는 TCA cycle로 되돌아가 세포에게 ATP를 

생성하여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자가포식작용은 세포 소기관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며 그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대사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나 

전사 수준에서 세포 내의 자가포식작용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며 

퍼옥시좀과 lipid droplet을 직접적으로 분해함으로써 그들의 수를 조정하고, 이는 

세포에게 주어지는 영양분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거기에 

최근에는 인슐린의 분비에도 자가포식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Rabinowitz and White, 2010). 이처럼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작용들은 자가포식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얻은 

후보군이 생합성에 관련된 단백질일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후보군도 다수 존재했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자가포식작용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밝히는 데에 초석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분자 형광 상보 기법에서 얻은 후보군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가포식작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2차 스크리닝을 

자가포식작용의 활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 가장 널리 쓰이는 실험 기법인 GFP 

processing assay와 western blot assay로 진행하였다. 이 결과로 20개 정도의 

자가포식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을 다시 추릴 수 있었다. 

이들이 결실된 균주에서는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 negative control로 이용된 Atg8 결실 

균주 수준으로 활성이 감소하는 후보군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세웠던 가설인 수용체 단백질의 역할을 하는 후보군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부딪치게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용체 단백질들의 경우는 결실되었을 때, 

특정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이 완전히 blocking 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수용체가 아니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부분적으로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을 조절하더라도 충분히 연구 가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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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후보군의 경우에는 결실이 일어난 경우 선택적 자가포식작용의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보고되지 않은 자가포식작용의 

negative regulator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다. 

결국 본 연구는 자가포식작용의 새로운 조절자를 찾는 과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이들이 자가포식작용에 관여를 하는지, 한다면 어느 과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을지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Atg8과의 상호작용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co-immunoprecipitation과 같은 실험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가포식작용에 

어떤 경로에서 관여를 할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pexophagy의 

경우 pexophagy의 활성에 MAPK pathway의 구성원인 Slt2의 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효모의 경우 pexophagy의 수용체 단백질이 

Atg36임이 역시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Slt2가 pexophagy에 

관여하는 어떤 단백질을 조절하는지, Atg36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획득한 후보군이 이들과 관계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가포식작용의 조절 경로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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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hagy is a mechanism for maintaining homeostasis and viability from 

various stress. It is conserved from yeast to mammal. It has been reported that 

various diseases including diabetes, obesity, neurodegeneration disease and 

cancer may occur when autophagy is defective. A critical event in autophagy 

process is formation of de novo double-membrane structure called 

autophagosome. Many proteins are involved this process and they were named 

ATGs (autophagy-related genes). Among them, Atg8 has significant role in 

autophagy. Atg8 is conjugated with PE at autophagosome. Also, Atg8 can 

interact various proteins referred to receptor or adapter protein for selective 

autophagy. AIM (Atg8 Interacting Motif) is crucial for interacting between Atg8 

and many proteins involved selective autophagy.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we began this research to discover new proteins 

that were involved in autophagy by analyzing the Atg8 interactiome in 

Saccharomyces cerevisiae. Screening of protein-protein interactions in Atg8 

wa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actome, BiFC (Bimolecular 

Fluoresecence Complementation) was used in this study. This allowed 111 out 

of 5,911 candidates to be selected. Their locations and functions we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group of candidates were identif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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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s were then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a potential of a receptor or 

substrate of autophagy. To see if they actually played role in autophagy, the 

different GFP processing assays were performed. Thus, a total of 20 candidates 

were expected to be involved in autophagy.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possibility that BiFC could find a new regulator of autophagy, which was not 

found by previous research methods. 

 

Keywords: Autophagy, Atg8 interactome, BiFC, GFP processing assay, 

Saccharomyces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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