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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내 단백질들은 수명이 다하거나 여러 스트레스들에 의해 손상을 받으면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하게 된다. 비정상적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들의 세포내 적체는 노화 및 퇴행성 뇌질환등과 연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정상적 단백질들의 제거는 생명현상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Lon은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30여 년 전 최초로 발견된 손상단백질 제거 분자 기계이다. 거대 분자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3차 구조 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까지 전체 Lon 단백질의 3차 구조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번 연구 결과를 통해 Lon 단백질이 항아리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차 구조로부터 손상단백질들이 항아리의 입구에 해당하는 구멍을 통해 내부로

유입이 되고 그 후 내부에 존재하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 제거 부위 (proteolytic site)

에서 조각나는 작동 원리도 이해할 수 있었다.

-Lon 단백질은 세포내 에너지 대사 분자인 ATP를 연료로 작동이 되는 분자 기계이다. Lon 단백

질에 결합된 ATP는 ADP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ATP→ADP 변환과정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Lon 단백질은 기계적 운동을 수행한다.

Lon 단백질의 기계적 운동은 항아리의 입구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며 이는 식도의 연동운동

과 유사하여 입구에 결합된 손상단백질을 항아리의 내부로 유입하는데 효과적이다.

-인간을 포함한 고등생물에서 Lon 단백질은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에서 Lon 단백질의 기능적 이상은 premature aging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번 연구

결과는 모든 Lon 단백질에 대한 구조적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Lon 단백질의 병리적 역할 규명을

위한 생화학적·생물리학적 후속 연구들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단백질 질 조절, ATP의존적 단백질 분해 효소, 서머코고스 온누리우스 론,

프로테이즈, 샤페론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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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극한생물 유전체활용 질병표적 단백질의 기능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Protein Quality Control System (PQCS)이란 세포내에서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 PQCS의 기능 이상은 퇴행성 뇌질환과 대사 질환을 포함하는 여러 질병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 PQCS는 protease들과 chaperone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극한 생물에는 인간 유래 protease들과 chaperone들과 아미노산 서열과 기능이

유사한 단백질들이 존재함

- 해양·극한 생물 유래 protease들과 chaperone들의 특성 규명을 통해 PQCS및 이와 관

련된 질병 발생 기작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 가능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PQSC 관련 대표적인 단백질인 Lon을 해양 고세균인 Thermococcus onnurineus NA1

으로부터 확보하여 구조생물학적․생화학적 융합연구를 통해 이 단백질의 3차 구조와 작

동 기작을 규명

◦ 세포막 결합 부위와 단백질 분해 활성 부위가 제거된 돌연 변이 Lon 단백질

(TonLon△TM(S523A, K566A))을 이용한 결정화 실험

◦ Trypsin 처리 후 획득된 ATPas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 각각을 결정화

◦ 고휘도 방사광을 이용한 고해상도 회절 데이터 수집

◦ ATPase 도메인 결정의 경우 single-wavelength anomalous 회절 데이터 수집

◦ mTonLon과 Protease 도메인 결정의 경우는 native 회절 데이터를 수집

◦ ATPase 도메인의 구조는 SAD 방법으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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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Lon△TM(S523A, K566A)의 구조는 분자 치환법을 이용하여 구조 분석

◦ 펩타이드 기질과 단백질 기질을 이용하여 활성 측정

◦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활성 측정

◦ Aminco Bowman spectrofluorometer를 이용한 활성 측정

◦ SDS-PAGE를 이용한 활성 측정

Ⅳ. 연구개발결과

1. Lon 단백질 결정화

◦TonLon△TM(Wild type)

◦TonLon△TM(S523A)

◦TonLon△TM(S523A, K566A)

◦TonLon△TM ATPase 도메인

◦TonLon Protease 도메인

2. Lon 단백질 결정 회절 데이터 수집

◦3.5Å의 TonLon△TM(S523A) 회절 데이터 수집

◦2Å의 TonLon△TM(S523A, K566A) 회절 데이터 수집

◦2Å의 TonLon△TM ATPase domain 회절 데이터 수집

3. Lon 단백질 3차 구조 규명

◦TonLon△TM ATPase 도메인의 3차 구조 규명

◦TonLon△TM(S523A, K566A)의 3차 구조 규명

4. Lon 단백질의 활성 측정

◦ ATP가 단백질 활성에 미치는 영향 측정

-Fluorescein isothiocyanate casein(FITC casein), a-casein, 그리고 Glutaryl-Ala-

Ala-Phe-methoxynaphthyl amide (Glt-AAF-MNA)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TonLon△

TM(Wild type)의 ATP 의존적 활성을 확인.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Lon 단백질에 대한 생화학적․생물리학적 후속 연구를 위한 구조적 모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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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질병단백질 발굴 및 원천 기술 확보

- 해양극한 생물자원을 통한 protein quality control 생명 현상의 이해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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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Functional investigation of disease-related proteins from marine and extreme

genome

II The Aim of the Proje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lecular mechanism of

proteins engaged in protein quality control.

◦ Protein quality control is a basic cellular phenomenon through which aberrant

proteins become eliminated. Aberrant proteins can occur as waste products at a

certain rate during de novo synthesis, or are caused by cellular stress, or due to

disease-causing mutations.

◦Protein misfolding and aggregation are common to many disorders, including

neurodegenerative diseases referred to as "conformational disorders," suggesting

that alterations in the normal protein homeostasis might contribute to

pathogenesis. Cells developed two major machineries components of the protein

quality control system to deal with misfolded and/or aggregated proteins:

molecular chaperones and the ATP-dependent proteases. Recent studies have

implicated components of both systems in neuro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Alzheimer's, Parkinson's, Huntington's, or the prion diseases. A detailed

understanding of how the cellular quality control systems relate to

neurodegeneration might lead to the development of novel therapeutic approaches

for disorders associated with protein misfolding and aggregation

III Scope of the Study

1. Structure determination of representative ATP-dependent proteases in marine and

extreme genomes

◦ Cloning and purification of ATP-dependent proteases

- A His6 tag is attached directly to N- or C-terminal region with

no linker

- Proteins are at least 90 to 95% pure on a Coomassie stained SD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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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stallization screening with all the commercially available crystallization agents

- Microbatch crystallization method is used.

◦ X-ray diffraction experiments using synchrotron radiation

- Native and/or anomalous scattering data are collected

◦ Structure determination

- Molecular replacement

- Multi-wavelength anomalous dispersion (MAD)

◦ Cloning, purification, structure determination of separated protease and chaperone

domains

2. Mechanistic motion along ATP-hydrolysis cycles

◦Crystal structures representing different nucleotide bound forms

- Crystal structure of nucleotide-free state

- Crystal structure of ATP, AMPNP, or ATPgS bound state

- Crystal structure of ADP-bound state

◦Identification of conformational disparity among different states

- Structural superposition of different nucleotide-bound states

- Translation of conformation changes in terms of mechanistic motion

3. Structure-based mutant design and biochemical studies with those mutant proteins

◦Identification of residues implicated in ATPase activity, protease activity, and

substrate recognition

◦Site-directed mutagenesis to replace target residues with alanine

◦Biochemical experiments with wild type and mutant proteins

IV. Results of the Study

1. Hexameric architecture and mechanical motion of Lon protease from Thermococcus

onnurineus N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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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TP-dependent Lon protease, which has orthologs distributed in all

kingdoms of life, is essential in bacteria and other microorganisms under stress

conditions and is needed for survival of mammalian cells subjected to oxidative

damage. Lon consists of a molecular chaperone belonging to the AAA+ family and

a protease with a serine-lysine catalytic dyad encoded in tandem in a single

polypeptide. Here, we report the 2.0 Å resolution crystal structure of Lon from

Thermococcus onnurineus NA1 (TonLon). Six subunits of TonLon assemble into a

cylindrical structure with a sequestered internal chamber harboring the proteolytic

active sites accessible only through restricted axial channels. Alternating subunits

exist in two different nucleotide states displaying different domain orientations and

intersubunit contacts indicative of the ATP hydrolysis-coupled motions driving

protein unfolding and translocation.

V. Future plan

◦ To know the structure of ATP-bound form of Lon will help in elucidating the

more detailed mechanical motion of Lon protease for substrate unfolding and

translocation.

◦ Lon is divided into LonA and LonB. The domain composition of the two types of

Lon is different. Although we present the high resolution crystal structure of

LonB, there is limit to figure out the whole structure of LonA. Thus, we will try

to determine the crystal structure of LonB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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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생화학·세포생물학·구조생물학간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한

protein quality control 단백질의 작동 기작 및 질병 연관성 규명

최신 생명공학 연구 기법을 해양·극한 생물에 적용하여 protein quality control 단백

질의 생화학적 특성 및 3차 구조 규명하고, 또한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자 수준에서 이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경제․사회 기술적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Protein Quality Control System (PQCS)이란 세포내에서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 PQCS의 기능 이상은 퇴행성 뇌질환과 대사 질환을 포함하는 여러 질병 발생과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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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PQCS는 protease들과 chaperone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극한 생물에는 인간 유래 protease들이나 chaperone들과 아미노산 서열과 기능이

유사한 단백질들이 존재함

- 해양·극한 생물 유래 protease들과 chaperone들의 특성 규명을 통해 PQCS및 이와 관

련된 질병 발생 기작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 가능

2. 경제․산업적 측면

-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약의 1/3이 질병 단백질을 표적으로 함

- 질병 단백질 표적 신약의 높은 경제적 가치

- 질병 단백질들의 생화학적·구조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고효율 저비용의 신약 개발 기

술의 개발이 가능

3. 사회․문화적 측면

- 질병 발생의 분자적 기작 규명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직

결되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4. 연구소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해양연의 6대 전략 목표중 하나인 해양생물·신소재 개발의 추진 방향과 일치

- 해양연은 해양생태계 탐사 및 생물자원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해양·극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 해양연에서는 이미 6종의 해양·극한 미생물 유전체 분석이 완료되었음

- 해양·극한 생물자원 확보 연구 사업들과 최신 분자생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접목하여 세

계적 경쟁력을 가진 해양생명공학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가능

- 해양·극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기존의 과제들과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이

다름. 구체적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본과제인 ‘극한환경 유전자원 및 바이오신소재 개

발과제’에서는 초고온 고세균인 Thermococcus onnurineus NA1의 유전체분석 및 상기 고

세균의 DNA 중합효소가 주요 연구 대상인 반면, 본 과제에서는 PQCS에 관여하는 해양

미생물유래 단백질들 (Lon과 ClpXP, ClpAP, Proteasome, IDE, DJ-1)의 기능 규명을 위해

생화학, 구조생물학, 세포생물학간의 융합연구를 추진. 본 과제만의 신규 target과 융합기

술을 이용하여 연구하고자 함.

- 기관협력과제인 ‘해양유래 항암소재 및 유용효소 개발’에서 추진한 연구목표인 해양 방

선균 유래 항암물질개발과 광학특이적 지질효소/단백질분해효소, 당분해효소와는 대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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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대상연구목적 및 적용연구방법등에서 상이함.

- 또한 마린바이오21사업의 ‘해양극한분자유전체 연구단 사업’에서는 해당 해양극한생물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그 해양극한생물의 생리 생명현상 이해에 목적을 두고 있음. 결과적

으로 기존의 추진하였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과거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새로

운 연구방법과 연구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설정한 질병관련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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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기관 연구 현황

♦ 고려대학교 송현규 교수 연구팀은 PQSC 단백질인 ClpP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를 수행

(Nat Struct Mol Biol. 2010, 17(4):471-478; Mol Cells, 2011, 32(6):589-595)

♦ 성균관대학교 김경규 교수 연구팀은 PQSC 단백질인 ClpX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를 수행(J

Biol Chem., 2003, 278(50):50664-50670; J Mol Biol., 2008, 379(4):760-771)

♦ 광주과학기술원 엄수현 교수 연구팀은 PQSC 단백질인 HslVU에 대한 구조연구를 수행

(Structure, 2001, 9(2):177-184; Structure, 2001, 9(11):1107-1116)

제 2 절 국외기관 개발 현황

- Protein quality control관련 단백질의 기능규명 연구

♦ Proteasome ubiquitin pathway 연구 : 최근 다양한 proteasome의 생리조절이 알려

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특히 Goldberg AL (Harvard University)팀, Finley

(Harvard University)팀 이 Proteasome의 생화학적, 세포생물학적 연구에 많은 업

적을 이룸. proteasome관련 연구로서 SCI 114편 이상 출간하였으며, 많은 수의

NSC급 논문을 출간.

♦ 미국 암연구소 (NCI/NIH) 의 Susan Gottesman 박사, Michael Maurizi 박사, Sue

Wickner박사연구팀은 Goldberg 박사와 함께 초기부터 AAA 단백질연구에 많은 업

적을 쌓은 그룹으로서 현재 Hsp100에 속하는 Lon, Clp 계열에 특히 많은 업적을

쌓음.

♦ MIT의 Robert Sauer교수, Baker교수 연구팀은 AAA단백질의 기질인지와 관련 생

화학적 연구에 많은 결과를 얻고, 많은 NSC급 논문을 출간 중.

- Protein quality control관련 단백질의 인간의 생리조절연구 및 질병제어제 연구

♦ Millenium 제약사 : 암세포에서 특별히 발견되는 type의 Proteasome에 대한 target신약을 개

발하여 항암치료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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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재의 연구 개발 현황

♦ 고해상도 3차 구조를 규명을 통해 PQCS 단백질인 Lon이 항아리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3차 구조로부터 손상단백질들이 항아리의 입

구에 해당하는 구멍을 통해 내부로 유입이 되고 그 후 내부에 존재하는 가위와 같

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 제거 부위 (proteolytic site)에서 조각나는 작동 원리도 이해

할 수 있었다.

♦ Lon 단백질은 세포내 에너지 대사 분자인 ATP를 연료로 작동이 되는 분자 기계이

다. Lon 단백질에 결합된 ATP는 ADP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ATP→ADP 변환

과정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Lon 단백질은 기계적 운동을 수행한다.

Lon 단백질의 기계적 운동은 항아리의 입구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며 이는

식도의 연동운동과 유사하여 입구에 결합된 손상단백질을 항아리의 내부로 유입하

는데 효과적임을 규명하였다.

♦ 아미노산 서열 및 구조 비교 분석을 통해 전체 Lon 단백질에 대한 구조적 모델을 제시하였

다.

♦ Nucleotide-free Lon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규명하여 ATP 없이도 일어나는 Lon 단백질의

단백질 분해 활성에 대한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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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Lon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연구

1. 연구 배경

◯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효소들은 세포 활성을 조절하는 단백질들뿐만 아니라 손상

된 비정상적 단백질들을 세포내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oldberg and john,

1976; Hershko and Ciechanover, 1992; Gottesman, 2003; Sauer et al, 2004;

Maupin-Furlow et al. 2005). 이러한 단백질 분해효소들은 ATP를 분해하여 기질을

unfolding시키는 chaperone 부분과 직접 기질을 분해하는 proteas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roteasome, HslUV, 그리고 Clp 계열 단백질 분해 효소는 chaperone 부분과

protease 부분이 독립적인 단백질로서 존재하고 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독립적

부분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Protease 부분은 여섯 개 혹은 일곱 개의 subunit이

chamber형태의 구조를 이루어 단백질 분해 활성 부위가 내부에 감춰지도록 한다. 이는

불필요한 단백질 분해 활성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Lowe et al,

1995; Bochtler et al, 1997; Groll et al, 1997; Wang et al, 1997, Baumeister et al,

1998). 여섯 개 혹은 일곱 개의 subunit이 링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chaperone 부분

은 기질을 인식하고 ATP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질을 unfolding시켜 protease

chamber부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Gottesman et al, 1998; Weber-Ban et

al, 1999; Kim et al, 2000; Singh et al, 2000; Flynn et al, 2003; Martin et al, 2008).

◯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 효소인 Lon과 FtsH는 Proteasome, HslUV, 그리고 Clp과

비교하면 chaperone 부분과 protease 부분이 하나의 단백질안에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Stahlberg et al, 1999; park et al, 2006). FtsH의 경우는 구조 분석 결과

(Bieniossek et al, 2006; Suno et al, 2006) chaperone 부분과 protease 부분이 층층이

쌓여 있는 hexameric chamber형태를 하고 있음이 알려 졌다. 그러나 Lon의 경우는 전

체 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protease 부분 혹은 chaperone 도메인의 일부분만이

구조적으로 알려져 있다 (Im et al, 2004; Botos et al, 2004a,b; L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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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단백질은 A-type Lon (LonA)과 B-type Lon (LonB)으로 구분이 된다.

(Rotanova et al, 2006). LonA는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 그리고,

N-terminal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LonB는 N-terminal 도메인 없이 chaperone 도

메인과 protease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이적으로 chaperone 도메인에

membrane-anchoring 부분을 가지고 있다. 두 Lon 단백질의 분포를 조사해 보면 LonA

의 경우는 고세균, 세균, 고등생물에 걸쳐 두루 존재하고 LonB는 고세균에만 존재한다.

FtsH, Clp 단백질이 없는 고세균의 경우는 LonB가 세포질의 proteasome과 함께 모든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Lon 단백질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태

로부터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Mizusawa and Gottesman, 1983; Suzuki

et al, 1994; N해 and Davies, 2007). Lon 단백질의 기질로는 다양한 생리활성 조절 단

백질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기질로는 장내세균의 세포 분열 억제 단백질인 SulA

(Mizusawa and Gottesman, 1983), 인간 미토콘드리아의 steroid acute regulatory

protein (Granot et al, 2007)등이 있다. Lon 단백질은 병원생 미생물의 virulence factor

로 알려져 있고 (Ingmer and Brondsted, 2009) 포유동물에서 Lon은 premature aging과

도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Ngo and Davies, 2007).

◯ 이 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전체 LonB 단백질의 고해상도 3차 구조를 최초로 보고한다. Lon 단

백질은 여섯 개의 subunit이 모여 전체적으로 항아리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항아리의 입구를

포함하는 상단부는 chaperone 도메인에 의해 구성되고, 하단부는 protease domain에 의해

구성이 된다. 항아리 입구에 해당하는 부위는 기질이 Lon 단백질 내부로 유입되는 부분

으로 flexible loop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보고한 LonB 단백질의 구조는 모든 Lon

단백질의 구조적 모델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가. 클로닝, 발현 및 정제

1) Lon 단백질 (Ton0529)

T. onnurineus NA1으로부터 Ton0529 유전자(GenBank accession No. ACJ16016)를 PCR로

증폭하였다. 증폭된 Ton0529 유전자를 NdeI과 SalI 제한효소로 절단하였으며 pET-24a 벡

터의 T7 프로모터 하부에 삽입하였다. 클론은 Ton0529 단백질(1-625번 아미노산)의 C-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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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개의 히스티딘을 포함하는 15개의 잔기(VDKLAAALEHHHHHH)가 추가되었다.

2) 돌연변이 실험 (membrane-anchoring region (134-170번 아미노산) 제거)

T. onnurineus NA1 Lon (TonLon) 단백질의 membrane-anchoring region(134-170번

아미노산)을 제거 하였다 (Figure 1). forward primer

5’-CAGTACTCTTAAGGCGCATATTGGAGGATTTTACGCTCTCCTGGCTCTT-3’,

reverse primer

5’-CAAGAGCCAGGAGAGCGTAAAATCCTCCAATTAGCGCCTTAAGAGTACT-3’를

사용하였다. 이 단백질은 이 후부터 TonLon△TM(Wild type)으로 명명한다.

3) point mutation

TonLon 단백질의 216번, 275번, 523번, 566번 위치에 있는 phenylalanine, methionine, serine,

lysine을 alanine으로 치환하였다. 치환에는

forward primer (S523A)

5'-TTGAGGGCGACGCAGCCAGCATAAGC-3' ,

reverse primer (S523A)

5'-GCTTATGCTGGCTGCGTCGCCCTCAAC-3' ,

forward primer (K566A)

5'-GGTGCAACACCAGCGATAGAGGCCGCA-3' ,

reverse primer (K566A)

5'-TGCGGCCTCTATCGCTGGTGTTGCACC-3'.

forward primer (F216A)

5'-GGTGATGTCAGACATGACCCCGCCCAGAGCGGTGGG-3'

reverse primer (F216A)

5'-AGGAGTGCCGAGCCCACCGCTCTGGGCGGGGTCATG-3'

forward primer (M275A)

5'-CCGATAACCGGCCAGAGTGAGGCGTCGAGCGGTGCG-3'

reverse primer (M275A)

5'-AGTCCTTACCATCGCACCGCTCGACGCCTCACTCTG-3'

이 사용되었다.

이 후부터 각각의 돌연변이 단백질은 TonLon△TM(F216A), TonLon△TM(M275A),

TonLon△TM(S523A), TonLon△TM(S523A, K566A)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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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현

TonLon 유전자가 삽입된 pET-24a 벡터들은는 Escherichia coli strain Rosetta (DE3)

pLysS (Stratagene, La Jolla, CA) 발현 호스트에 옮겨졌다. 대장균은 37℃에서 50 g

ml-1 kanamycin이 첨가된 Luria-Bertani medium (Merck) 배지에서 OD600=0.5까지 키운

후 1 mM isopropyl-1-thio-D-galactopyranoside (Duchefa)를 첨가하여 TonLon

단백질의 발현을 induction시켰으며 그 후 30℃에서 5시간 키워 대장균을 모았다.

5) 정제

1-1 TonLon 단백질(TonLon△TM(Wild type), TonLon△TM(S523A),

TonLon△TM(S523A, K566A))

C-말단에 6개의 히스티딘을 포함하는 TonLon 단백질은 Ni-NTA(Qiagen) 컬럼에 흘려

주었다. 컬럼에 붙은 단백질은 50 mM Tris-HCl (pH 8.0), 500 mM KCl 버퍼와 50

mM Tris-HCl (pH 8.0), 500 mM KCl, 10 mM imidazole를 사용하여 씻어 주었으며 50

mM Tris-HCl (pH 8.0), 500 mM KCl, 300 mM imidazole 버퍼로 elution하였다.

Ni-NTA(Qiagen) column으로 정제된 단백질은 5ml까지 농축 후 50 mM Tris-HCl (pH

8.0), 15 mM MgCl2 버퍼를 사용하여 Superdex 200HR 16/60 컬럼(Amersham

Biosciences)으로 정제 하였다. 단백질은 flow rate을 1.5ml/min로 했을 때 ~39.78 min에

나왔다. 정제된 단백질은 최종 50 mM Tris-HCl (pH 8.0) and 0.4 mM MgCl2 의 조건

이 되게 희석되었다.

1-2 TonLon 단백질의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

6개의 히스티딘을 포함하는 TonLon△TM(wild type) 단백질은 Ni-NTA(Qiagen) 컬럼에

흘려주었다. 컬럼에 붙은 단백질은 10 mM Tris-HCl (pH 7.5) 버퍼와 10 mM

Tris-HCl (pH 7.5), 30 mM imidazole를 사용하여 씻어 주었으며 10 mM Tris-HCl (pH

7.5), 300 mM imidazole 버퍼로 elution하였다.

Ni-NTA(Qiagen) column으로 정제 한 TonLon△TM(Wild type) 단백질은 trypsin을 처

리하거나 2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으로 분리

되었다. Trypsin 처리는 TonLon△TM(wild type) 단백질(35㎎/㎖) 31㎕와 Trypsin(10㎎

/㎖) 1㎕를 섞은 후 30분간 반응을 시켰으며 반응 후 80℃에서 8분간 열처리 하여 반응

을 멈추었다. 잘린 TonLon△TM(wild type) 단백질은 10 mM Tris-HCl (pH 7.5), 100

mM NaCl, 1 mM DTT 버퍼를 사용하여 Superdex 200HR 16/60 컬럼(Amers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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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ciences)으로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을 분리 정제하였다.

나. 단백질 결정화 및 구조 분석

1) 단백질의 결정화- 총 5개의 Lon 단백질을(TonLon△TM(wild type),

TonLon△TM(S523A), TonLon△TM(S523A, K566A), TonLon△TM ATPase domain,

TonLon Protease domain)이용하여 결정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정화 실험은

microbatch crystallization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Microbatch crystallization은 oil

아래에서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물의 증발이 가능한 Al's oil을

단백질 용액과 reservoir 용액의 1:1 혼합 crystallization drop 위에 부어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Figure 2). 사용되는 시약의 양이 hanging drop 방법에 비교하면 50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고 물의 증발 속도가 빠르므로 결정화 실험의 결과를

단기간 내에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결정화

용액들이 결정화 실험에 이용되었다.

2) 방사광을 이용한 회절 자료 수집-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위해서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방사광 설비인 Pohang Light Source와 일본 고에너지 연구소의 방사광

설비인 Photon Factory를 이용하여 결정 회절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HKL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3) 회절자료로부터 구조 분석- Anomalous Dispersion Phasing Methods와 Molecular

replacement를 이용한 구조 분석을 위해 SOLVE, CCP4등의 구조 분석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전자 밀도에 맞는 구조 모델을 만들기 위해 QUANTA와 Win Coo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 단백질 활성 측정

1) In vitro protein degradation 실험

Protease 도메인의 serine-lysine catalytic dyad가 보존되어 있는 TonLon△TM(wild

type)이 in vitro degradation assay에 이용되었다. Unfold된 단백질에 대한 proteolytic

활성은 fluorescein isothiocyanate casein (FITC casein, Sigma)과 a-casein (Sigma)을

기질로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TP 의존적 활성 측정을 위해 50 mM Tris-HCl (pH

8.0), 10 mM MgCl2 에 1 mM ATP가 들어 있는 버퍼와 ATP가 없는 버퍼를 준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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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반응 부피는 200 ml이고 단백질 (TonLon△TM(wild type), TonLon△TM(F216A)

또는 TonLon△TM(M275A))은 50 nM, 기질은 2 mM 농도로 첨가하여 70℃에서 반응시

켰다. FITC degradation은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wavelength는 excitation

490 nm과 emission 525 nm)로 0분, 20분, 40분, 60분에 각각 측정하였다. a-casein에 대

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분, 20분, 30분에 각각 샘플을 준비 후 Coomassie blue에

염색하여 95℃에서 열처리 했으며 SDS PAGE를 이용하여 a-casein 분해 여부를 확인

하였다.

2) Peptidase 활성 실험

DMSO에 녹아 있는 glutaryl-Ala-Ala-Phe-methoxynaphthyl amide

(Glt-AAF-MNA)를 50 mM Tris-HCl (pH 8.0), 10 mM MgCl2, 1 mM ATP가 들어

있는 버퍼와 50 mM Tris-HCl (pH 8.0), 10 mM MgCl2, 버퍼에 각각 0.3 mM이 되게

희석하였다. TonLon△TM(wild type) 12.5 nM을 각각의 버퍼에 넣고 70℃에서 0분

20분, 40분, 60분 반응시켰다. 반응 측정은 Aminco Bowman spectrofluorometer

(wavelength는 excitation 335 nm과 emission 410 nm)를 이용하였다.



- 25 -

3. 연구 결과 및 토의

◯ Lon 단백질의 chaperone 도메인 구조 규명

- TonLon△TM(Wild type) 단백질은 크게 두 개의 도메인(Chaperone, Proteas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험 결과 TonLon△TM(wild type) 단백질은 정제후 2주일이 지나면

완전히 두 도메인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 Lon의 경우 전체 구조뿐

만 아니라 chaperone 도메인의 구조도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Lon 단백질의 도메인

분리 현상을 이용해 chaperone 도메인을 순수 분리하여 결정화 및 구조 분석을 먼저 시

도하였다. 우선, 도메인 분리 현상에는 2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도메인 분리를 인공

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제된 Lon 단백질에 trypsin을 처리하여 보았다. 예상한 대로

trypsin처리된 Lon 단백질은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

-Trypsin 처리후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chaperone 도메인을

순수 분리하였다 (Figure 4). 순수 분리된 chaperone 도메인은 13 mg/ml로 농축되어 단

백질 결정화 조건 탐색에 이용되었다. 결정은 12% PEG 4000, 0.2 M potassium

chloride, 0.01 M magnesium acetate, 0.05 M tri-sodium citrate dihydrate pH 4.5, 5%

n-Dodecyl-b-D-maltoside 조건에서 성장하였다 (Figure 5).

-Lon 단백질의 chaperone 도메인 구조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분자 치환법 (molecular

replacement)에 의한 구조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SAD/MAD와 같은 anomalous

dispersion phasing methods를 이용한 구조 분석을 위해 methionine이

seleno-methionine으로 치환된 단백질을 확보하여 결정을 성장시켰다. 이 결정을 이용하

여 일본 Photon Factory BL-17A 빔라인에서 회절 실험을 수행하였고, 2.0 Å의 MAD

data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 최종적으로 MAD data를 이용하여 Lon chaperone 도메인의 3차 구조를 규명하였다

(Figure 6). 이 구조는 분자 치환법에 의한 전체 TonLon 구조 규명에 이용되었다.

◯ Lon 단백질의 전체 구조 규명

-TonLon△TM(Wild type)의 도메인 분리 현상은 Lon 자신에 의한 self-cleavage 효과

일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self-cleavage 현상을 없애기 위해 Lon의 protease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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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catalytic residues를 돌연 변이를 통해 제거하였다. Lon protease 도메인에

는 serine 523번과 lysine 566번이 catalytic residue이므로 이 두 residue를 alanine으로

치환한 TonLon△TM(S523A)과 TonLon△TM(S523A, K566A)을 제조하였다. 결정화 실

험에는 확보된 TonLon△TM (wild type), TonLon△TM(S523A), TonLon△TM(S523A,

K566A) 모두 이용되었다. 결정화 조건 탐색을 위해 단백질들은 24 mg/ml로 농축되었다

(Figure 7). 흥미롭게도 위의 세 단백질이 모두 결정을 형성하였으나 (Figure 5) 오직

TonLon△TM(S523A, K566A) 결정만이 회절을 하여 구조 분석에 이용되었다. 회절 가

능한 TonLon△TM(S523A, K566A) 결정은 1.2 M ammonium sulfate, 0.1 M sodium

succinate pH 7.5, 0.96% lauryldimethylamine oxide 조건에서 성장하였다.

-TonLon△TM(S523A, K566A)의 구조 분석은 분자 치환법으로 성공하였다. 분자 치환

법을 위해 대장균 Lon (EcLon)의 protease 도메인의 구조 (PDB code; 1RR9)와 우리가

규명한 TonLon의 chaperone 도메인의 구조가 모델로서 이용되었다.

◯ TonLon hexamer의 전체 구조

- 순수 분리된 TonLon△TM(wild type)의 oligomerization state는 gel filtration을 통해

hexamer로 확인되었다 (Figure 8). 또한, 펩타이드 및 단백질 기질을 이용한 실험으로부터 ATP 의

존적 활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9). TonLon△TM(S523A, K566A)의 경우는 protelytic 활성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나 chaperone 도메인의 ATPase activity는 TonLon△TM(wild type)과 차이

가 거의 없었다 (Table 2). 지금부터는 편의상 TonLon△TM(S523A, K566A)을 TonLon으로

명명하겠다.

- TonLon의 결정은 ATP 존재하여 성장되었다 (An et al, 2010). 결정은 결정학상 six-fold 대칭축

과 분자의 six-fold 대칭축이 일치하는 hexagonal space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Asymmetric unit에는 두 개의 monomer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ADP가 강하게 결합한

형태이고 (T-monomer) 다른 하나는 ADP가 약하게 결합한 형태이다 (L-monomer). 아마도 ADP

는 결정화가 진행되는 동안 첨가한 ATP가 가수분해 된 산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T- 와 L-

monomer 각 한 개씩 두 개로 구성된 heterodimer는 symmetry-related 된 다른 두 개의

heterodimer와 함께 hexamer을 만든다 (Figure 10). TonLon hexamer의 전체 크기는 높이가 ~110

Å이며 넓이는 ~120Å이었다. 전체적으로는 3단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최상단부위는 chaperone 도

메인으로부터 돌출된 세 개의 loop 부분인 Ins1, Ins2 및 Ins3로 구성이 되어 있고 , 중간 부분은

chaperone 도메인의 몸통에 해당하는 AAA+ module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단 부위는 protease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제거한 membrane anchoring region은 Ins1에 속하는 부위이다

(Figure 10, 11, 12). 그러므로 실제 세포 안에서는 TonLon hexamer의 최상단 부분이 세포막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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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 TonLon의 내부 chamber에 접근하기 위한 입구

- TonLon hexamer에는 six-fold 대칭축을 따라 하나의 긴 채널이 분자를 관통하고 있다 (Figure

13). 이 channel은 상단부에서는 좁고 중간 부위에서는 점점 넓어져 원통형의 커다란 chamber를 형

성하며 하단부의 protease 부분에서는 다시 좁아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3). 구조가 이

미 알려져 있는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효소들도 모두 분자를 관통하는 channel을 가지고 있으며

최상부에 존재하는 작은 구멍이 기질이 유입되는 입구의 역할을 함이 잘 알려져 있다. TonLon의

경우도 channel의 최상부에 Ins2, Ins3 두 loop으로 구성된 구멍이 존재하며 이 구멍이 기질이 유입

되는 입구일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13).

- 입구를 이루고 있는 Ins2의 중심에 있는 Phe216는 disorder되어 side chain의 전자밀도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Phe216이 입구의 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Figure 13). 서열 비교 결

과 소수성의 Phe216을 가지고 있는 Ins2는 위치상으로 EcLon의 aromatic-hydrophoic loop에 해당

한다 (Figure 14). TonLon Ins2와 EcLon의 aromatic-hydrophoic loop사이에는 서열상의 유사성은

없으나 그 중심 부위에 aromatic residue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Figure 14).

Aromatic-hydrophobic loop의 중앙에 존재하는 aromatic residue는 단백질 기질과 접촉하여 기질을

unfolding 시켜 내부 chamber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rtub et al, 2008).

돌연변이 단백질의 경우 a-casein, aromatic 펩타이드, Glt-AAF-MNA등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 활성의 대부분을 잃어 버렸다 (Figure 9). 이 실험 결과로부터 Ins2의

Phe216도 EcLon의 aromatic-hydrophobic loop의 tyrosine 잔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onLon에서 입구에 존재하는 Phe216의 존재는 TonLon이 EcLon과 기질 특이성에서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상한대로 TonLon은 ATP 의존적 방법으로 UmuD, Arc-SulA,

그리고 Lambda N-GFP fusion 등과 같은 EcLon의 기질을 분해한다 (Figure 9).

- 입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loop은 Ins3이다 (Figure 13). Ins3는 중심부에 Met275 잔기를 가지고

있다. TonLon△TM(M275A) 돌연변이 단백질의 경우 proteolytic 활성은 야생형과 비슷한데 이

는 Met275가 기질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data not shown). Ins3

loop이 어떻게 기질 유입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이 loop의 특정 잔기가 기질과 상호작용하는지는 여

부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 없다. TonLon의 특징중 하나는 최상부의 입구 이외에는 기질이

protease 도메인으로 구성된 하단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어떤 구조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Figure 13). Chaperone 부분과 protease 부분이 독립적으로 chamber를 형성하는 ClpP와

Proteasome의 경우는 chaperone 부분의 입구를 통과한 기질은 반드시 protease 도메인으로 구성된

chamber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입구를 통과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 혹은 두 개의 구조가 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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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린 polypeptide 기질만이 두 개의 입구를 통과하여 proteolytic 부위에 도달한다. 최상부의 입구

하나만이 존재하는 TonLon의 경우는 한 번 최상부로 유입된 기질은 아무 제한없이 proteolytic

active 부위까지 이동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질 유입 입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TonLon hexamer의 nucleotide 의존적 비대칭

- ADP 결합 정도가 다른 T와 L-monomer는 chaperone 도메인의 orientation에서 큰 차이를 보여

준다. 이는 T- 와 L-monomer를 protease 도메인을 기준으로 겹쳐 보면 확실해진다 (Figure 15).

Chaperone 도메인은 a-helical subdomain, a/b subdomain 그리고, Ins1/Ins2/Ins3/ 구성된 insertion

subdomai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helical subdomain 과 a/b subdomain 사이에서 회전이 일어난

다 (Figure 15). 그 결과 ADP가 강하게 붙어있는 T-monomer의 경우 a/b subdomain과 insertion

subdomain은 분자의 중심 대칭축 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TonLon 최상부에 존재하

는 입구는 조여지게 된다. T-monomer에 있는 Phe216의 Ca로 구성된 가상의 원의 경우 그 지름이

~13Å이다. 반면에 분자의 중심 대칭축으로부터 멀어져 존재하는 L-monomer에 존재하는 Phe216

Ca로 구성된 가상의 원의 경우 지름이 ~28Å이다 (Figure 13C). 유사하게 T-monomer에 존재하는

Met275의 Ca로 구성된 가상의 원의 지름은 ~8.5Å이고 L-monomer에 의해 구성된 같은 가상의 원

의 경우 지금이 ~17 Å이다 (Figure 13C). 개별 monomer는 nucleotide 결합여부에 따라 T와 L 상

태 사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T <-> L 구조적 변화는 기질이 유

입되는 입구의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질과 결합하는 Ins2 loop의 위치도 변화시킨

다. 이런 식의 변화는 Ins2가 기질의 다른 부위와 접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질의 구조를

unfolding 시킬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T <-> L 구조적 변화의 또 다른 결과는 Ins2, Ins3

loop이 중심 대칭축을 기준으로 12-15Å 아래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Figure 13C, 15). 이러한 하단

부로의 움직임은 유입된 기질을 protease 도메인 부위로 이동시키는 기작을 설명해 준다.

- T-monomer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이 결정내 분자들 간의 packing interaction에 의한 artefact가

아니라 ADP가 강력하게 결합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chaperone 도메인만의 구조와

T-monomer의 구조를 겹쳐 보았다. 운 좋게도 우리가 규명한 chaperone 도메인만의 구조도 ADP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구조를 겹친 결과 두 구조는 모든 원자에 대해 0.6Å의 RMSD를 가지고

겹쳐짐을 알게 되었다. 이로 부터 T-monomer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chaperone 도메인의 구조는

ADP 결합에 의한 결과임이 분명해 졌다.

◯ ADP의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에 대한 구조적 분석

- ADP는 a-helical subdomain과 a/b subdomain 경계 부위에 결합하여 여러 기능적으로 잘 알려

진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들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Figure 12A, 16). a/b subdomain은 중간에 5

개의 b-strand로 구성된 하나의 sheet을 가지고 있고, 이 sheet의 양면에 a-helix들이 배열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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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Figure 12A).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는 a/b subdomain에는 Walker A motif,

Walker B motif, Sensor-I이라고 명명된 중요한 3개의 구조적 motif가 있다 (Figure 11, 12A, 14).

Walker A는 결합된 ATP의 b g phosphate와 상호작용하고, Walker B는 ATP의 b-g

phosphodiester bond를 공격하는 물 분자를 활성화 시키며, sensor-1은 g phosphate와 상호작용하

여 ATP와 ADP를 구별한다. 또한, a/b subdomain에는 ATPase 활성에 꼭 필요한 arginine-finger

(Arg311)가 존재한다. Arg311과 세 개의 motif에 속하는 아미노산 잔기들은 ADP 결합 부위 근처

에 존재하고 있다 (Figure 17). Walker-A나 Walker-B 아니면 arginine-finger 잔기를 돌연 변이 시

키면 ATPase의 활성과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 활성이 급격히 줄어든다 (Table 2). a-helical

subdomain (322-412 잔기)은 sensor-2 (Arg379)를 포함하고 있다. Nucleotide와 상호작용하는 위치

에 있는 sensor-2도 역시 nucleotide 상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 T-monomer의 chaperone 도메인 (T-Chaperone) (Figure 10)에서 ADP는 subdomain간 경계 부

위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강한 전자 밀도를 보여 준다 (Figure 18). 대조적으로 L-monomer의

chaperone 도메인 (L-Chaperone)에 있는 ADP의 전자밀도는 약하다 (Figure 18). 그리고

L-Chaperone에 결합된 ADP의 B-factor (48.9Å2)는 T-Chaperone에 결합된 ADP의 B-factor (22.1

Å2) 보다 높다. 이는 L-Chaperone에서 ADP의 occupancy가 낮고 약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

다. 이러한 ADP의 결합 강도의 차이는 기존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cLon을 이용한 선행연구들

은 Lon oligomer에서 각각의 nomomer에 존재하는 nucleotide 결합 부위들 간에는 ADP/ATP에 대

한 결합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Menon and Goldberg, 1987a; Vineyard et al,

2006). 우리는 ATPgS와 ADP를 이용한 ITC (isothermal titration calorimetry) 실험을 통해 TonLon

의 monomer들이 solution 상에서 ATP와 ADP에 다른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TPgS의 TonLon에 대한 결합력은 Kd ~2mM이고 결합의 stoichiometry는 hexamer당 3.2 ±0.04였

다 (Figure 9D). 그리고 ADP는 2.7±0.03의 stoichiometry를 가지고 더욱 강하게 (Kd < 1mM) 결합

했다 (Figure 9D). Assay 조건에서의 ATP 결합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TonLon peptidase 활성

의 ATP 의존성을 측정했다. Peptidase 활성 활성화에 대한 ATP 적정 곡선 분석 결과 3.4의 Hill's

계수를 확인하였다 (Figure 9E). 이는 구조적으로 확인된 ADP의 비대칭적 결합과 일치한다.

- ADP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T-Chaperone에서 ADP의 adenine base는 a/b subdomain의

Met75와 a-helical subdomain의 Leu378 사이에 끼여서 hydrophobic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 N1,

N3, C-6에 있는 NH2는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Figure 16). ADP ribose의 2‘-OH는 Glu332와 polar

interaction을 하고 있다 (Figure 16). Helix-4의 N-터미널 말단과 Walker-A motif사이에 자리 잡

고 있는 ADP의 diphosphate 부분은 Walker-B, sensor-1, sensor-2와 다양한 polar interaction을

하고 있다. T-Chaperone에 결합된 ADP와 이웃하는 L-Chaperone과의 유일한 상호 작용은 ribose

의 3’-OH와 L-Chaperone의 Tyr315 사이에서 일어난다 (Figure 16). T-Chaperone과 L-Chaperone

을 구조적으로 겹쳐보면 L-Chaperone의 Helix-4가 ~3Å 정도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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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러한 이동은 Helix-4번에 있는 Met75의 위치를 변화시켜 ADP의 adenine base와 Met75와의

상호 작용을 교란한다. 그 결과 ADP의 위치에 변화가 오고 이러한 변화된 ADP의 위치는 ribose와

Tyr315그리고 ribose와 sensor-2 사이의 상호 작용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L-Chaperone에서는 ADP가 약하게 결합하는 것이다.

-TonLon hexamer에서 T-Chaperone과 L-Chaperone은 서로 교차하며 존재한다 (Figure 10B). 이

러한 다른 두 chaperone 도메인의 교차는 두 개의 다른 경계 부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T-Chaperone에서 강하게 결합된 ADP가 존재하는 경계면을 LT-경계로 명명하고, L-Chaperone에

서 약하게 결합된 ADP가 존재하는 경계면을 TL-경계면으로 명명한다 (Figure 10B). 결과적으로

TonLon hexamer에 존재하는 6개의 경계는 LT-TL-LT-TL-LT-TL 순으로 존재하게 된다 (Figure

10B). LT-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은 3240Å2 이고 TL-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은 2730Å2이다. 이

러한 비교로부터 TL-경계가 훨씬 느슨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경계에서 눈에 뛰는 구조적인 차이는 arginine-finger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미

노산 잔기인 Arg311이 존재하는 Helix-13의 위치이다 (Figure 17A). Arg311의 위치 차이는 두 경

계에서 ATPase 활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Arginine-finger의 역할은 ATP의 가수 분해시 g

phosphate에 축적되는 음전하를 안정시킴으로써 ATP 가수 분해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Ogura

et al, 2004). Oligomeric AAA+ 단백질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arginine finger는 이웃하는

monomer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LT-경계에서는 L-Chaperone의 Arg311이 arginine

finger의 역할을 하고 TL-경계에서는 T-Chaperone의 Arg311이 arginine finger의 역할을 하는 것

이다. 외부로 노출된 TL-경계의 L-Chaperone의 nucleotide-결합 부위에 ATP를 in silico로 결합시

키고 T-Chaperone Arg311의 side chain을 회전시키면 ATP의 g phosphate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Arg311의 guanidinium group이 위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7A). Arg311을

alanine으로 치환하면 TonLon의 Protease 활성과 ATPase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Table

2). 구조적 모델링 실험과 돌연변이 실험은 Arg311이 바로 arginine finger임을 보여주고 있다.

◯ Protease 도메인 구조; 닫혀 있는 proteolytic chamber의 형성

- TonLon과 EcLon은 protease 도메인과 chaperone 도메인 사이를 연결하는 링커의 길이가 다르다.

TonLon은 16개의 아미노산이 helix를 이루고 있지만 EcLon은 1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코일

이 존재한다 (Figure 11). TonLon에서는 Helix-18번 이 후에 backbone이 180도 U-턴을 하여

protease 도메인의 catalytic site가 chaperone 도메인을 바라보게 된다 (Figure 19). 구조가 알려진

다른 LonB들의 protease 도메인들에서도 같은 위치에 backbone의 180도 U-턴이 존재한다 (Im et

al, 2004; Botos et al, 2005). 그러나 기존에 보고된 EcLon의 protease 도메인의 구조에서는 이와 같

은 180도 U턴이 존재하지 않아 LonA에서는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 사이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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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뒤 집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Botos et al, 2004b). LonA와 LonB 사이에는 높은 서

열상의 유사점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TonLon에서 발견된 도메인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LonA에서

도 발견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예상대로 최근에 구조가 분석된 LonA 단백질인 Bacillus

subtilis Lon monomer의 경우 두 도메인의 상대적 위치가 TonLon가 같았다 (Duman and lowe,

2010).

- TonLon protease 도메인의 구조는 EcLon protease (Botos et al, 2004b), Methanococcus

jannaschii Lon protease (Im et al, 2004), 그리고 Archaeoglobus fulgidus Lon protease (Botos et

al, 2005) 도메인들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Figure 19). Protease 도메인은 Ser523을 포함하고 있

는 S-subdomain (441-538 잔기)과 Lys566을 포함하고 있는 K-subdomain (539-635 잔기)으로 구

성되어 있다 (Figure 12B). Ser523과 Lys566으로 구성된 catalytic dyad는 S- 와 K-subdomain 사

이의 경계 부위에 존재하는 소수성 협곡에 존재한다 (Figure 12B). Alanine으로 치환되어 있는

Ser523과 Lys566의 side chain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Figure 20), 잘 보존되고 있어 catalytic

activity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Thr548 잔기는 catalytic dyad에 옆에 나란히 존재한다. 우리의

holoenzyme 구조에서 Asp522 나 Glu520는 active site cavity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 , catalytic

Lys566의 e 아미노그룹과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다 (Figure 20). 이는 Asp522 나 Glu520이 기존에

제안된 것과는 다르게 catalytic residue가 아님을 보여 준다 (Im et al, 2004).

-정면에서 바라보면 protease 도메인은 바닥에 구멍이 있는 사발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Figure 21A). 바닥의 구멍은 Lon에 의해 잘린 peptide product들이 외부로 나가는 출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21A). 이 출구는 각각의 monomer로부터 제공된 전체 6개의 17번과 18

번 strand 사이의 긴 loop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Figure 10B, 21B). 출구의 넓이는 ~13Å이며 이

정도 크기의 출구라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잘려진 peptide product들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

다. 사발처럼 생긴 protease 도메인의 내부를 보면 중간 높이에 사발의 둘레를 따라 선반처럼 생기

부위가 존재한다. 분자의 six-fold 대칭축으로부터 선반까지의 거리는 ~28Å이고, chaperone 도메인

쪽을 바라보고 있는 6개의 Ser523-Lys566 catalytic dyad를 포함하는 소수성 활성 부위는 선반을

따라 ~32Å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Figure 21A). 전체적으로 보면 TonLon hexamer는 chaperone

도메인에 의해 만들어진 속이 빈 커다란 chamber가 사발 모양의 protease 도메인 구조 위에 뚜껑

처럼 끼워져 있다. 그 결과 TonLon hexamer의 내부에는 하나의 커다란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다 (Figure 13B).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일단 chaperone 도메인에 의해 내부로 유입된 기질은

folding된 상태이든 unfolding된 상태이든 proteolytic site와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

◯ TonLon의 구조는 LonA 및 LonB의 구조를 대표한다.

TonLon의 구조를 통해 proteolytic site는 접근이 제한된 chamber안에 존재하고 기질은 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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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하는 axial channel을 통해 분자 내부로 유입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LonB에 속하는 단백질인

TonLon의 구조가 LonA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를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아미노산 서열 및 구조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LonA 단백질에서도 구조가 규

명되어 있는 protease 도메인과 chaperone 도메인의 a-helical subdomain의 경우는 TonLon과의 구

조 비교를 통해 그 유사성이 쉽게 확인되었다 (Figure 19, 22). LonA에서 구조가 규명되지 않은

chaperone 도메인의 a/b subdomain의 경우는 서열상의 유사성으로부터 그 구조가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1, 14). LonA의 대표 단백질인 EcLon과 LonB의 대표 단백질인

TonLon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을 연결하는 링커 부

분이다. TonLon에서는 링커가 helix로 되어 있는 반면 EcLon에서는 링커는 쭉 펴진 실 모양의 코

일로 되어 있다 (Figure 11, 12B). EcLon의 전체 구조에 대한 기존의 모델에서는 (Botos et al,

2004a,b) protease 도메인으로 구성된 사발의 좁은 하단 부위에 chaperone 도메인으로 구성된

chamber가 위치하여 사발의 상부는 완전히 개방되어 내부의 proteolytic site가 외부로 노출될 것으

로 제안했었다. 우리는 EcLon protease 도메인의 구조로부터 링커부위가 J 자 모양의 hook

conformation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9). 다시 말해 이 부위에서 TonLon과 마

찬가지로 링커 부분의 backbone이 180도 U 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U 턴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잔기는 glycine인데 TonLon에서는 Gly441에 해당하고 EcLon에서는 Gly596에

해당한다. 이러한 glycine 잔기는 다른 모든 Lon 단백질들에서도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cLon의 a-subdomain을 TonLon hexamer의 a-subdomain에 겹쳐보면 EcLon a-subdomain의 마

지막 helix의 끝(Gln582)과 U 턴의 gycine 잔기 사이 거리는 ~40Å이다. 이 정도 거리는 PHDsec

프로그램으로 (Rost et al, 2004) 분석한 결과 13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쭉 펴진 실 모양의 코일을

형성한다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EcLon에서도 U 턴에 의해 chaperone

도메인으로 구성된 chameber가 protease 도메인으로 구성된 사발의 상부에 뚜껑처럼 놓여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한 TonLon의 hexamer 구조는 LonA 및

LonB 단백질의 hexameric 구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이 한 단백질에 존재하는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 효

소들은 공통적으로 사발-뚜껑 형태의 구조를 이룬다.

-TonLon의 사발-뚜껑 형태의 hexameric 구조는 FtsH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Bieniossek et al, 2006). 사발-뚜껑 형태의 구조는 Clp과 proteasomes와 같은

chaperone과 protease 도메인이 독립적인 단백질로 발현되는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

효소들과 대비된다. 사발-뚜껑 형태의 구조에서는 오직 6개의 proteolytic site가 존재

한다. chaperone 도메인 6개로 구성된 오목한 구조체는 뚜껑과 같이 protease 도메인 6

개로 구성된 사발과 같은 구조체 위에 올려져 있다. 그 결과 내부에는 기질 unfolding과

분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chamber가 조성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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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Lon 단백질에 대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많은 특징을 설명해 준다. 접근이 제한된

닫힌 proteolytic chamber의 존재는 Lon에 의해 잘린 기질 대부분은 짧은 peptide라는

생화학적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Maurizi, 1987; Nishii et al, 2005). Chaperone 도메인

chamber와 protease 도메인 chamber의 연속적인 연결로 구성된 거대 chamber는 동시

에 기질의 여러 부위를 자를 수 있고 또한 내부로 유입된 native 기질도 자를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Ondrovicova et al, 2005). 구조가 풀리지 않은 native 단백질 기질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은 기질이 유입되는 입구 부위가 작은 단백질이 들어 올 수 있을 정

도로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Thermococcus kodakaranesis KODI

로부터 분리한 Lon은 ATP가 없을 때 구조가 풀리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 할 수 있다

(Fukui et al, 2002). 하나의 가능성은 강하게 결합하는 nucleotide의 부재시 여섯 개의

a/b subdomain 모두가 바깥쪽으로 회전하여 기질 유입 입구가 완전히 열리는 것이다.

-ClpXP, ClpAP, HslUV(ClpYQ) 그리고 26S proteasome과 같이 chaperone 도메인과

protease 도메인이 독립적인 단백질로 존재하는 ATP 의존적 단백질 분해효소의 경우

기질의 유입은 두 개의 입구에 의해 제한 받는다. 첫 번째 입구는 chaperone 도메인에

의해 구성된 링 구조체의 입구이고 두 번째 입구는 protease 도메인으로 구성된 링 구

조체의 입구이다. 즉, 이러한 단백질 분해 효소들은 chaperone 입구로부터 유입된 기질

이 바로 proteolytic site로 전달되지 않고 protease 도메인 구조체의 입구를 한 번 더 통

과해야 내부의 proteolytic site로 전달이 된다. 이러한 단백질 분효 효소들의 chaperone

도메인들은 기질의 구조를 풀어 protease 쪽으로 전달할 뿐 만 아니라 refolding activity

도 있어 기질을 refolding 시킨다. 즉, unfolding 된 후 다시 refolding 된 기질들은

protease chamber 입구에서 유입이 차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protease

chamber의 입구는 기질을 제거 할지 아니면 refolding 시킬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checkpoint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TonLon과 같은 사발-뚜껑 구조에서는 일단

유입된 단백질은 무조건 제거가 된다. 그러므로 TonLon은 세포내에서 재활용보다는 완

전 제거가 필요한 단백질들을 기질로 가질 가능성이 높다.

◯ ATP 가수 분해에 따른 Lon chaperone 도메인의 기계적 운동

-TonLon hexamer 최상부에 존재하는 입구를 구성하는 Ins2와 Ins3는 기질 인식, 내부로의 접근 제

한, 기질 unfolding 및 기질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Ins2와 Ins3는 막 단백질의

세포질 노출 부위를 탐색하여 기질을 잡아내는데 적당하도록 세포막 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Figure

10A, 13A). 입구의 둘레에 위치하는 Ins2의 Phe216과 Ins3의 Met275는 chaperone 도메인이

L 상태로부터 T 상태로 변화할 때 안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

한다 (Figure 15). 반면에 T 상태에서 L 상태로의 변화시에는 해당 잔기들은 반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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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바깥으로 그리고 위로 움직인다. L 상태에서 T 상태로 전이할 때 일어나는 Phe216

과 Met275의 안쪽으로의 움직임은 입구를 작게 만들어 TonLon이 기질을 붙잡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두 아미노산의 아래쪽으로의 움직임은 잡힌 기질을 chamber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질이 너무 커서 입구를 통해 유입이 안 될 경우에

는 ATP-powered L → T 전이에 의한 안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의 움직임은 기질을

unfolding 시키는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Sauer et al, 2004; Zhang et al,

2009). 따라서 chaperone 도메인의 L → T 전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Phe216과 Met275의

방향성 있는 움직임은 기질을 unfolding 시키고 chamber 내부로 유입시키는 기계적인

힘의 원천이다.

-TonLon에서 T-Chaperone에 강하게 결합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ADP의 존재는

EcLon에서 ADP의 dissociation이 천천히 일어나며 기질 결합에 의한 구조 변화가 ADP

dissociation을 촉진한다는 기존의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Menon and Goldberg, 1987a).

우리의 직접적인 결합력 측정 결과 ADP는 Kd <1mM를 가지고 TonLon에 결합한다

(Figure 9D). TonLon의 ATPase 활성은 구조가 풀린 단백질 기질이 존재하면 3배 정도

증가하는데 이 또한 EcLon은 단백질 기질이 존재시 ATP 가수 분해 활성이 증진되고

ADP release를 쉽게 한다는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Figure 9).

-ADP/ATP 교환은 ADP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높은 B factor를 보여주는

L-Chaperone에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Figure 10B, 17A). 만약 L-상태와 T-상태

가 각각 ATP 결합전과 ATP 가수분해 후의 구조적 상태를 대변한다면 TonLon

monomer들은 ATP 가수 분해 과정을 따라 L 상태와 T 상태간의 전이를 반복할 것이

다. TonLon hexamer의 L-monomer 하나를 T-monomer로 대체하면 이웃하는 두

T-monomer간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연속된 두 monomer는 T-상

태를 유지할 수 없다. 만약, TonLon hexamer에서 3개의 L-monomer에 ATP가 결합하

고 ATP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이 monomer들은 T-상태로 변하게 된다. T-상태로 전이

된 이 monomer들은 기존의 T-monomer들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Figure 25) 이 충돌

을 상쇄하는 방법은 기존의 T-monomer들이 L-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즉, 3개의 이웃

하지 않는 monomer들이 L→T 전이를 일으키면 그 monomer들 사이에 끼어 있는

monomer들은 T→L전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Figure 23).

◯ Nucloetide-free TonLon 구조

최근에 우리는 ADP/ATP와 같은 nucleotide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TonLon의 3차 구조를 규명하였

다. 이 구조에 의하면 TonLon hexamer를 구성하는 각각의 monomer는 L-상태와 T-상태 사이의

임의의 conformati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4).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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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monomer가 동시에 L-상태를 취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개의 monomer는 T-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TP가 존재하지 않아도 기질을 분해하는 LonB의 특성과

우리의 nucleotide-free 구조는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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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rimary structure of TonLon. The membrane anchoring region and

catalytic dyads are represented in red and lab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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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crobatch crystallization Method

Figure 3. The separation of chaperone and proteas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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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to isolate chaperone and protease

domain

Figure 5. Crystal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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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ructure of chaperon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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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urified TonLon△TM(S523A, K5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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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lot of the elution time versus the logarithm of the molecular

weight of the size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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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nzymatic properties of wild type and mutant forms of TonLon-ΔTM.

Assays conditions are described under Materials and Methods. A. TonLon-ΔTM

(diamonds and crosses) and the mutant, TonLon-ΔTM-F216A (squares and triangles)

were assayed at 70 °C for activity using a fluorogenic unfolded protein substrate,

FITC-casein, (left panel) or the fluorogenic peptide, Glt-AAF-MNA (right panel).

Assays were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ATP (diamonds and squares) or the

absence of ATP (triangles and crosses). B. TonLon-ΔTM (upper gel) and TonLon-Δ

TM-F216A (lower gel) were assayed at 70 °C for proteolytic activity against

a-casein with ATP (left panels) or without ATP (right panels). Proteins were

detected by staining with Coomassie blue after SDS-PAGE. C. TonLon was assayed

at 37 °C for degradation of three native proteins known to be degraded by EcLon.

Assays were conducted with ATP (left panels) or without ATP (right panels) in the

presence of an ATP regenerating system including phosphocreatine kinase (PCK).

UmuD and Arc-SulA are degraded with no detectable partial degradation products.

The N-protein portion of N-GFP is degraded but the GFP portion was not and

accumulated as two partially degraded products marked by the black dots in the

upper left panel. D. Binding of ATPγS (upper panel) or ADP (lower panel) to TonLon

was measured by ITC at 25 °C. TonLon (5 µM hexamer) in 1.2 ml of 50 mM

Tris/HCl, pH 8.0, containing 10 mM MgCl2 was titrated with ATPγS dissolved in the

same buffer adjusted to 10.2 mM MgCl2. Ligands were added in 9 aliquots of 2.5 µl

each followed by 17 aliquots of 14 µl each. The data is plotted as moles of ligand per

mole of TonLon hexamer. The curve fit gave a stoichiometry of binding of ~ 3 per

hexamer for both ATPγS and ADP. The Kd for ATPγS was 2 µM and for ADP was

0.4 µM. The ADP titration was repeated with nearly identical results. E, ATP

activation of peptidase activity was measured at 37 °C with the peptide, Fluo-FV

(see Materials and Methods in the main text; (Him et al, 2010). Fluo-FV cleavage is

highly activated by ATP binding to TonLon; similar properties are seen when EcLon

cleaves comparable peptides (Vineyard et al, 2005). Assay mixtures contained 50 mM

creatine-phosphate, 0.3 U/mL phosphocreatine kinase, 0.25 µM TonLon hexamer, and 4

µM Fluo-FV, in addition to the indicated amounts of ATP. The curve is the best fit

to a Hill equation and gave a Hill coefficient of 3.4 ± 0.5 and an S0.5 of 0.25 ± 0.0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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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verall structure of TonLon. (A) The hexameric structure of TonLon.

The hexamer is shown with five subunits in surface representation and one

monomer as a ribbon diagram. The molecule is oriented with the protease domain (P)

(blue and lavender ribbons) at the bottom, the AAA+ domain (A) (bright and light

green ribbons) in the middle, and the apical insertion domain (I) (orange and magenta

ribbons) at the top. The orange ribbon depicts Insert 1, to which the membrane

anchor (missing in our structure) is attached at the top. MA is the putative

membrane-anchoring region. ADP is represented as a stick figure bound between the

a/b (bright green) and a (light green) subdomains, and lavender balls indicate the

positions of the protease catalytic residues. The other five monomers are in parallel

alignment with T- and L-monomers in yellow and magenta tints, respectively. (B)

Surface representation showing the top view of the hexamer, which has

pseudo-six-fold symmetry. ADPs are shown in red. In subsequent figures, 'T’(yellow)

and 'L’(cyan) represent T- and L-monom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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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quence alignment between TonLon and EcLon. For brevity,

the Ndomain of EcLon, not found in LonB proteins, is not shown. An insertion

domain (Ins1) unique to the LonB family is boxed in light blue, and the putative

membrane-anchoring residues within Ins1 are underlined. Red boxes are drawn

around two other structural inserts found in the crystal structure of TonLon.

Walker A, Walker B, sensor 1 and 2, and arginine finger residues are shaded

blue, green, yellow, and magenta, respectively. A red arrow indicates the

universally conserved glycine residue (G441 in TonLon and G596 in EcLon).

Black arrows indicate the catalytic residues (S523 and K566 in TonLon; S679

and K722 in EcLon). The secondary structure assignment corresponds to

Ton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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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omain structure of TonLon. (A) Ribbon diagram showing the ATPase

domain of a T-monomer. The a/b- and the a-helical subdomains are coloured in

green and metallic green, respectively. Ins1, Ins2, and In3, which branch out of the

a/b subdomain, are coloured in orange, magenta, and pink, respectively. MA is the

putative membrane-anchoring region. Dots represent disordered regions in the final

model. All residue numbers correspond to the sequence position in the full-length

protein. The arginine finger (R311) is shown in stick. Important residues in the

Walker-A (D245 and E246), Walker-B (K73), sensor-1 (N297), and sensor-2 (R379)

motifs are shown in sticks and labelled. (B) Ribbon diagram showing the protease

domain of T-monomers. The S-subdomain and the K subdomain, with catalytic K566,

are labelled and are coloured in light blue and dark blue, respectively. A red ball

indicates conserved glycine residue (G441 in TonLon and G596 in EcLon). The linker

helix between the ATPase and protease domains is coloured yellow. Catalytic

residues, S523 and K566, are shown as balls and lab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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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lipped view of TonLon. (A) Ribbon drawing of a vertical section

through the centre of the hexamer. Joining the AAA+ (I+A) and protease (P) domains

forms a broad chamber with wide channels leading from the portal and to the exit

pore. The portal opening is determined by two loops. F216 (red), in the centre of the

aromatic-hydrophobic loop, and M275 (green), in the centre of the pre-sensor-1 b

hairpin, are displaced downwards on the vertical axis in the T-monomers. (B) Surface

rendering of a similar vertical slab. Red arrows point to the substratebinding grooves

in the protease layer, which are accessible to proteins from the chaperone portion of

the chamber. (C) Top view of the hexamer in a ribbon drawing. Red and green

spheres indicate Ca atoms of F216 and M275, respectively. These residues are closer

to the vertical axis in the T-mon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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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equence alignment between a/b subdomains of TonLon and EcLon.

The secondary structure assignments correspond to TonLon. A red arrow indicates

the position of Ins1 (residues 85~189), which is shown in full in Supplementary Figure

S1. Red and black open boxes frame Ins2 and Ins3, respectively. The Walker-A,

Walker-B, and sensor-1 motifs are framed by blue, green, and yellow boxes,

respectively. The arginine finger (R311) is shaded in pink. Asterisks indicate identical

residues between TonLon and EcLon. The aromatic-hydrophobic loop motif of EcLon

(Martin et al, 2008) is in bol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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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a-tracing of superimposed T- and L-monomers. A T-monomer is

superimposed onto an L-monomer in the hexamer, which is represented by a

transparent surface. The protease domains were optimally aligned to emphasize the

relative change in position of the AAA+ domain in the T-monomer, which is

displaced down and in towards the molecular symmetry axis. The boxed region on

the top right is the close-up view of the ATP-binding sites in the two monomers.

The boxed region on the bottom right shows the pivot point near T323 about which

the a/b subdomain rotates in the transition between the T and 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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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tereo view of the ATP-binding site in T-monomers. ADP,

interactingresidues, and key residues in the Walker-B (D245 and E246), sensor-1

(N297), and sensor-2 (R379) motifs are shown in stick representation. Y315 from an

adjacent L-monomer is shown in cyan. Water molecules are shown as red spheres.

Carbon atoms in a/b and a-helical subdomains are colored in green and pale green

, respectively. Oxygen, nitrogen, sulfur atoms are colored in red, blue, and yellow,

respectively. Dotted black lines indicate interatomic distances of less than 3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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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 close-up view of the TL interface. (A) At the interface between

AAA+ domains, a modelled ATP is in stick representation and veiled by a

transparent surface. A curved red arrow represents modelled rotation of the side chain

of R311 upon ATP binding. Important residues in the Walker-B, sensor-1, and

sensor-2 motifs are represented as sticks. Dotted lines point out interatomic distances

o3A° indicative of bonding. (B) The regions surrounding the linker helices of T- and

L-monomers (yellow and cyan ribbons, respectively) are shown. Purple sticks

represent residues from the adjacent L-monomer that come within 3A°of the

T-monomer linker. Residues within the protease domain that are displaced towards

the T-monomer linker of the same subunit are shown as sticks. Linker residues

whose side chains adopt different orientations in the two monomers are labelle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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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lectron density maps of ADP. A, The first maximum-likelihood

weighted Fo-Fc electron-density maps contoured at 3σ for ADP in T- and

D-monomers after molecular replacement are shown. ADP stick representations are

derived from the final model of TonLon. B, The final maximum-likelihood weighted

2Fo-Fc electron-density maps contoured at 1σ for ADP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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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uperposition of monomeric protease domains of TonLon and EcLon.

The superimposed Cα-tracing of the protease domains of TonLon (green) and EcLon

(red) (PDB code; 1RR9) are shown in stereo view. A red arrow indicates the

conserved glycine residue (G441 in TonLon and G596 in EcLon). Cα atoms in the

U-turn region of TonLon are shown as spheres. Residues corresponding to the

catalytic dyads are shown as 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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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Overlap of the protease domains of four Lon proteases. A Cα tracing

of the portion of the protease domain of TonLon encompassing the catalytic site

(residues 518-568) was superimposed on the homologous regions of E. coli Lon (PDB

code: 1RRP), A. fulgidus Lon (PDB code: 1Z0W), M. jannaschii Lon (PDB code:

1HXK). Catalytic residues (S523, T548, and K566) are shown as sticks, as are E520

and D522, two acidic residues found to interact with catalytic residues in some

crystal structures. Residue numbers refer to Ton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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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wo views of the TonLon protease domain. A. The surface

representation of the protease domain viewed from the top reveals a shallow bowl

with six substrate-binding grooves along the perimeter half way down.

Substrate-binding grooves are in yellow and other regions are in white. B. Ribbon

drawing viewed from the outside bottom showing the narrow exit pore. Red spheres

indicate Cα atoms of E470 in the loop between S17 and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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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tructural superposition of a-helical domains form EcLon (red) and

TonLo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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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chematic drawing to show L->T and T->L transitions. For clarity,

two monomers are absent in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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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tructures of nucleotide free forms of Ton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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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urface representation showing the steric clash preventing two

adjacent T-monomers. The L-monomer of an L- and T-monomer pair was

superimposed onto a Tmonomer in the hexamer, placing two T-monomers adjacent to

each other. The two adjacent T-monomers were selected out and represented by

surfaces in different colors. The image was clipped to expose the interior of the front

T-monomer. In the clipped image, the surface of the rear T-monomer is visible, a

clear indication of the steric clash between two adjacent T-mon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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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nLon AAA+ domain crystal: data collection and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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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tivity of TonLon Var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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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finemen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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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도별 연구목표 및 내용

년

차
목 표 내 용

1
- 기확보된 protein quality 

control 단백질의 결정화

1. wild type 결정화
2. Chaperone domain, Protease domain 분리 정제

2
- 기확보된 protein quality 

control 단백질의 결정화 및 
구조 분석

1. Lon(S523A), Lon(S523A, K566A) 클로닝
2. Chaperone domain, Protease domain 결정화
3. Lon full 결정화
4.. Chaperone domain 구조분석

3
protein quality control 단백질의 

구조분석 

1. Lon full 구조분석
2. Lon full 활성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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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도별 달성내용 및 평가

총연구기간내 년차별 연구내용 대비 달성율(%)

년차 년차별 달성내용

년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

총연구기간

대비

연구진척율

(*)

1

- Lon full domain(wild type) 클로닝 확보

100 10

- Lon full domain(wild type) 과발현

- Lon full domain(wild type) 결정화

- ATPase domain, Protease domain 분리 정제

- ATPase domain 결정화

- ATPase domain 구조분석

2

- Protease domain 결정화

100 60

- Lon(S523A), Lon(S523A, K566A) 클로닝 확보

- Lon full domain(S523A) 결정화

- Lon full domain(S523A, K566A) 결정화

3

- Lon full domain(S523A, K566A) 구조분석

100 100

- Lon full domain wild 활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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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사업 수행을 통하여 30년간 풀리지 않은 protein quality control의 역할을 하는

Lon 단백질의 전체 3차 구조를 해양극한 생물자원을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양극한 생물자원의 우수성과 규명한 3차 구조를 통해 이 후의 protein quality control 단백

질들의 실험 모델로 이용 될 수 있다.

- 해양·극한생물 자원 확보와 분자생물학적 연구 기법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토대 마련

-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질병단백질 발굴 및 원천 기술 확보

- 해양극한 생물자원을 통한 protein quality control 생명 현상의 이해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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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해양극한생물이용 질환표적단백질 발굴용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 국내외 현황

지금까지 MEST 유전자에 의한 암 발생 및 전이 및 EMT (Epithelial -Mesenchmal

transition)와의 연관성에 대한 한계점

▶ 인간 MEST 유전자는 새롭게 확인된 imprinted gene으로 두개의 isoform을 형성하며

두개의 isoform들은 spliced variant isoform mRNA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soform 1 (long isoform)은 뇌, 골격근, 신장, 인간 장기, 부신, 혀, 심장, 피부, 태반

등에서 발현되며 isoform 2 (short isoform)은 N-terminus에서 9개의 잔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몇가지 non-placental organ등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MEST 유전자는 white adipocyte에서 50배이상 과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발현으로 인해 fat mass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따라서 당뇨 및 비만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암과 연관된 보고에서는 유방암에서 MEST 유전자는 genetic alteration으로 인해 암의

발생 및 전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MEST 유전자의 발

현을 5명의 환자 sample에서 확인한 결과 tumor 조직에서 MEST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glioblastoma의 경우 microarray-based DNA

methylation을 조사한 결과 MEST 유전자의 promoter region이 hypermetylation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어 암의 전이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암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암의 발생 및 전이에 있어서 MEST 유전자

의 기능 및 EMT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에서의 암 전이 유발 transcription

factor와의 상관관계 및 Cancer stem cell 화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MEST유전자의 과발현시 유방암 형성 및 암 전이에 있어 분자생물학적,

세포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그 기전을 연구하며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표식인자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탐색한다면 inhibitor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됨.

나. 연구의 내용

MEST 유전자에 의한 유방 상피세포의 transformation이 human breast cancer의 시작과

전이에 근거하는 EMT 조절 메카니즘과 MEST 유전자에 의해 유도된 암 발생 및 전이

기전 연구를 통해 일반세포에서 cancer stem cell로의 전환에서의 MEST 유전자의 역할

및 작용기작을 규명하고 새로운 표식인자 및 표적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치료 타켓으로의 가능성을 제시.



- 70 -

2.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 정보 수집: 국내외 학회 참석, 심포지엄 개최 및 기술 동향 자료 분석등을 통하

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

● 다른 기관과 협조방안: 한국해양연구원, 가천의과학 대학교 암당뇨 연구소, 삼성병원과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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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결과

1. human breast cancer cell line에서의 MEST 유전자의 발현

MEST 유전자는 새롭게 확인된 imprinted gene으로 두개의 isoform을 형성하며 두개의

isoform들은 spliced variant isoform mRNA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soform 1 (long isoform)은 뇌, 골격근, 신장, 인간 장기, 부신, 혀, 심장, 피부, 태반등에

서 발현되며 isoform 2 (short isoform)은 N-terminus에서 9개의 잔기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으며 몇가지 non-placental organ등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

직까지 암과의 연관성은 보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MEST 유전자의 발현과

암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human breast cancer cell line들을 이용하여 MEST유전

자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Figur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MEST의 발현이 유방암 세포주에

서 HMLE (human normal mammary epithelial cell)과 비교시 과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MEST 발현은 non-metastatic breast cancer cell line인 T-47D

에서는 그 발현이 약하지만 highly metastatic breast cancer cell line들에서 그 발현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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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rkC 유전자의 발현이 clinical breast tumor sample에서 어떤 pathological

phenotype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7명의 환자로부터 얻은 invasive human

breast tumor tissue로부터 RNA를 분리하였다. Figure. 2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의

normal tissue 및 tumor tissue에서의 MEST 유전자의 발현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17명의 환자 tumor sample중 16명의 환자 tumor sample에서 MEST 발현이

최저 2배이상에서 최고 96배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EST의 발현을 조사한 환자중 94% 이상의 환자에서 과 발현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Figure. 2). 또한 MEST isoform인 MESTb의 발현은 유방암 환자 sample에서는 검

출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57개의 유방암 환자 조직을 MEST antibody를 이용하여

immunohistochemistry를 수행하였다.

Normal breast sample의 경우 MEST antibody에 의해 아주 약하게 염색된 반면

infiltrating duct carcinoma (IDC)의 경우 TrkC의 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MEST 발현을 MEST antibody로 염색된 강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 -/+ sample

은 5개, ++ sample은 14개, +++ sample은 26개로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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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T가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Figure. 3).

2. human breast cancer cell line에서의 MEST 유전자의 발현

EMT (Epithelial-Mesenchmal transition)와 MET (Mesenchmal-Epithelial transition)과

정은 embryogenesis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암 발생 및 전이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embryogenesis는 EMT에 의해 multiple tissue type으로

변형되며 epithelial organ인 신장과 난소등과 같은 기관으로 발달하게 된다. 암과 연관

되어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transdifferentiation program은 cancer pathogenesis동안 활성화 되어 암의

invasion-metastasis cascade의 다양한 과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EMT에 의해 cell–cell adhesion, planar 및 apical–basal polarity, motility의 부족등의

분화와 연관된 epithelial cell을 여러 가지 복잡한 분자 세포적 변화에 의해 motility 유도,

invasion 유도 및 apoptosis등의 mesenchymal 특성을 갖도록 해준다. 이러한

developmental genetics 연구를 통해 EMT (Epithelial-Mesenchmal transition)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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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al factor에 의해 neoplatic cell의 세포사멸 억제, motility, invasion등과 같은

전이적 특성을 조절되며 또한 이러한 EMT에 의해 wound healing 과정 중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암에 있

는 neoplastic tissue들이 암에서 self-renewing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cancer stem cell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보고 되고 있다. breast cancer stem cell의

작은 subpopulaton은 CD44high/CD24low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EMT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transcription factor들인 Twist-1, snail등에 의해 cancer stem

cell화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MEST의 발현으로 인해 cancer stem cell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HMEL (immortalized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을 이용하여

CD44high/CD24low 및 CD44low/CD24high cell을 각각 분리하여 Mest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breast cancer stem cell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CD44high/CD24low ce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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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MEST의 발현이 증가하며 EMT (Epithelial-Mesenchmal transition)와 연관된

mesenchymal marker인 N-cadherin의 발현이 증가한 반면 epithelial marker인

E-cadherin, α-catenin, β-catenin의 발현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EMT

(Epithelial-Mesenchmal transition)를 조절하는 중요한 transcription factor인 Twist-1의

발현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D44high/CD24low cell에서의 MEST의 발현을

quantitative RT-PCR로 확인할 결과 CD44low/CD24high cell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 이러한 결과는 MEST 발현의 증가로 인해 cancer stem cell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MLE cell에서 분리한

CD44low/CD24high cell을 이용하여 MEST가 과발현 세포주를 확립하였다. HMLE cell 및

HMLE overexpressing MEST cell을 이용하여 cancer stem cell의 특징을 갖는지를 확인

한 결과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HMLE-MEST cell의 경우 CD44high/CD24low 의 특

징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MEST의 발현으로 인해 cancer stem cell

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MEST의 발현으로 인해 EMT (Epithelial-Mesenchmal transition)현상을 유도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HMLE cell 및 HMLE-MEST cell을 이용하여 epithelial cell

marker 및 mesenchymal marker를 조사하였다. Figure 6A에서 보는바와 같이 MEST의

발현으로 인해 epithelial cell marker인 E-cadherin, α-,β-catenin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mesenchymal marker인 fibronectin, N-cadherin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T-PCR방법을 이용하여 epithelial cell marker인 occludin, claudin,

CAR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6B). MEST의 발현으로 인한 epithelial cell

marker 및 mesenchymal marker를 quantitative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재 확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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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igure 6A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6C).

E-cadherin mRNA의 상실에 대한 중요한 기작은 transcriptional factor인 E12, E47,

SIP1, slug, Goosecoid, twist등에 의한 직접적인 transcriptional repression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transcriptional factor들은 다양한 human tumor에서 과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umor invasion, metastasis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MEST의 발현으로 인한 EMT 현상을 유도함에 있어 관여되는 transcription

factor들의 발현을 quanttitative RT-PC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6D에서 보는

바와 같이 sanil의 발현은 HMLE cell 및 HMLE-MEST cell에서는 크게 발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Slug의 경우 MEST에 의해 1.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wist-1, Twist-2의 경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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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성과

Mest-1a, Mest-1b에 관한 분자적 메카니즘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규명

이 없음. 따라서 이를 근거로 분자적 조절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얻어진 많은 정보들

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됨.

▶ Mest-1a, Mest-1b에 관한 조절 메카니즘이 규명되면 환자의 혈청 및 조직을 이용한

ELISA 및 immnuohistochemistry, Q-PCR, Nano공학을 이용한 전자 분석 chip등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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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여 진단에 응용 될 수 있음

▶ Mest-1a, Mest-1b에 관한 조절 메카니즘이 규명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차후 연구 및

이해의 폭을 확대시킴

▶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시약, 치료제 개발에 관한 모델 제시

▶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 기반 확립

본 과제를 통해 얻어질 결과들을 통해 생명과학 관련 산업에 아이디어 원천을 제공하며,

벤쳐 창출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사료됨. 또한 참여 인력은 기술습득 및 과제에서 얻어진

결과들로 인해 생명관련 산업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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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

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수산연구개

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