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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cobacterium tuberculosis H37Rv 16 adenylyl cyclase (AC) genes have been identified, while 10 AC 
genes have been found in non-pathogenic Mycobacterium smegmatis. Expression of 6 AC genes 
(MSMEG_0218, MSMEG_3243, MSMEG_3780, MSMEG_4279, MSMEG_4477, and MSMEG_6154) among 
10 AC genes in M. smegmatis was increased when M. smegmatis was subjected to hypoxic growth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only MSMEG_3780 and MSMEG_4279 were slightly induced in the 
presence of NO. The cAMP levels in cells and culture media were 450- and 9.8-fold increased, re-
spectively, when M. smegmatis was grown under hypoxic conditions relative to those grown aerobically. 
Intracellular levels of cAMP were increased 5.8-fold on the exposure to NO. The DevSR two-compo-
nent system is known to be involved in the induction of many genes whose expression is induced 
under hypoxic conditions and in the presence of NO. Expression of 6 hypoxically induced AC genes 
was observed to be induced in a devR deletion mutant grown under hypoxic conditions, indicating 
that the induction of the 6 AC genes under hypoxic conditions is independent of the DevSR two-com-
ponent system. In order to identify a trans-acting regulatory element that is pertinent in the hypoxic 
induction of MSMEG_3780, ligand-fishing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upstream DNA of 
MSMEG_3780 and MSMEG_5136 protein was identified. 

Key words : Adenylyl cyclase, cAMP, hypoxia, Mycobacterium smegmatis, nitric oxide 

*Corresponding author

*Tel : +82-51-510-2593, Fax : +82-51-514-1778

*E-mail : joh@pusa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4 Vol. 24. No. 12. 1330~1338 DOI : http://dx.doi.org/10.5352/JLS.2014.24.12.1330

서   론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Mtb)을 포함한 세균들

이 변화되는 환경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

부의 환경을 인지하고 반응하여 변화된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을 해야 한다. 수용체(receptor)에 의한 외부 신호의 인지

와 이와 수반된 신호전달경로(signal transduction pathway)

를 통한 신호전달의 결과 유전자 발현의 조절, 효소 활성의 

조절 및 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의 변화에 의해 적응 반응

(adaptive response)이 일어나게 된다. 많은 환경신호 분자(1

차신호)들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

호를 세포 내부의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kinase, transcription 

factor, ion channel 등)에 직접 전달해줄 수가 없다. 신호전달

경로에서 외부의 1차신호를 반영하여 세포 내부의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작은 분자를 2차

전달자(secondary messenger)라 한다. 2차전달자의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분자는 3',5'-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로 adenylyl cyclase (AC)에 의해서 ATP로부터 합성

된다[2, 6, 7, 21]. AC는 촉매 도메인(catalytic domain)의 1차

구조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총 6개 class (class I to VI)로 분류

가 되었고, 서로 다른 class에 속하는 AC 간에는 단백질 1차

구조의 유사성이 없다[20, 21]. Mycobacteria에서 지금까지 분

석된 AC는 모두 class III로 분류되었고, class III AC 유전자

가 Mycobacterium avium에서 12개, Mycobacterium leprae에서 

4개, Mycobacterium marinum에서 31개, Mycobacterium smeg-

matis에서 9개, Mtb에서 16개가 밝혀졌다[20, 21].

Class III AC는 고등식물을 제외한 원생생물, 균류(fungi), 

조류(algae), 동물을 포함하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에서 발견

된다[14, 16]. 이 class에 속하는 AC들은 활성부위(active site)

를 구성하는 cyclase domain (CD)의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

을 갖는다. 대부분의 이 class의 AC는 CD 이외의 다른 도메

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메인들은 막에 AC를 위치시키거나, 

수용체로서 신호인지, 그리고 하위 신호전달 요소로의 신호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14, 16]. 포유류에 존재하는 class 

III AC는 한 개의 polypeptide에 두 개의 CD를 포함하고 있

고 CD의 intramolecular dimerization을 통해 한 개의 활성부

위를 형성한다[5, 14, 16]. 반면에 mycobacteria에서 발견되는 

AC들은 하나의 polypeptide가 한 개의 CD만을 가져 활성부

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homodimer의 4차구조를 가지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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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cterial strains and plasmids used in this study

Strain or plasmid Relevant characteristics Reference or source

Escherichia coli DH5α
M. smegmatis mc2155

M. smegmatis ∆devR

pT&A

pMSMEG_3780

supE44 lac16 (Ø80lacZΔM15) hsdR17 recA1 endA1 gyrA96 thi- lrelA1

High-transformation-effiency mutant of M. smegmatis ATCC 607
devR mutant derived from M. smegmatis mc2155
Amp

r; 2,728-bp

pT&A::1803-bp KpnI-ApaI fragment containing MSMEG_3780

10

22

Real Biotech Co

This study

Abbriviations : Amp : ampicillin 

부분의 AC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head to tail orientation) 

dimerization되어 두 개의 활성부위를 형성하게 된다[9, 20, 

21]. Class III에 속하는 AC의 활성부위에는 일반적으로 6개

의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가 보존되어 있다[14, 15, 16]. 촉매에 

필요한 금속 이온(Mg2+ 또는 Mn2+)이 결합하는 aspartate-as-

partate 잔기쌍(Asp-231과 Asp-274 in Mtb Rv1625c), 기질인 

ATP과 결합하여 기질특이성을 부여하는 잔기쌍(Lys-270과 

Asp-339 in Mtb Rv1625c), 그리고 반응 중에 ATP의 ribose의 

3’-hydroxyl group이 α-phosphate를 SN2 반응으로 공격해서 

cAMP를 생성할 때 전이단계(transition state)의 분자를 안정

화시키는 asparagine-arginine 잔기쌍(Asn-346과 Arg-350 in 

Mtb Rv1625c)이 보존되어 있는 6개의 아미노산 잔기에 해당

한다. Class III AC의 활성에 필수적인 금속 이온은 ATP의 

3개의 인산기와 결합하여 안정화시키며 ribose의 3’-hydroxyl 

group을 α-phosphate에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것을 돕는다[9, 

20]. 

결핵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폐에서 숙주 대식세포의 phag-

ocytosis 작용에 의해 포식되면 대식세포의 phagosome에 머

물며 증식하게 된다. 대식세포 내에서 결핵균이 생존하기 위

해서는 phagosome과 lysosome의 융합(fusion) 현상을 억제

해야 하고, 숙주의 적응면역(adaptive immunity)에 의해 활

성화된 대식세포가 만들어 내는 reactive oxygen inter-

mediate (ROI)와 NO와 같은 reactive nitrogen intermediate 

(RNI)를 방어할 수 있는 기작을 발현해야 하며, 대식세포 내

의 저산소 조건에 적응하고, 단단한 염증조직인 육아종

(granuloma)을 숙주의 감염 조직 부위에 형성하게 하여 다른 

면역세포로부터 감염된 대식세포를 격리시켜야 한다. Mtb, 

Mycobacterium microti, Mycobacterium bovis, M. leprae가 대식

세포 내로 들어가면 대식세포 내의 cAMP 농도가 크게 증가

함이 보고되었고, cAMP 농도의 증가는 대식세포 내의 phag-

osomal actin의 조립(assembly)을 억제하여 phagosome과 ly-

sosome의 융합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11, 17, 18]. 대식세

포 내의 cAMP 농도의 증가는 protein kinase A (PKA)-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고 보고되었다[1]. 대식세포에 의한 TNF-α의 분비는 폐 조직

에 caseous necrosis를 유발하고 투과성이 낮은 염증조직인 

면역세포와 격리된 육아종의 형성을 유도하여 결핵균의 숙주 

내에서 생존율을 증가시킨다[2]. 따라서 결핵균에 의한 면역

세포 내에서의 cAMP의 증가는 결핵균의 숙주 내에서의 생존

율을 증가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박테리아가 숙주에 감염되었을 때 숙

주 대식세포 내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중 저산소 조건과 

NO 조건에서 M. smegmatis 내의 10개 AC유전자들의 발현을 

mRNA 수준에서 관찰하였고, 동시에 세포 내에 합성되는 

cAMP를 정량하였다. 또한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유도되는 

MSMEG_3780 AC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조절자의 

후보단백질을 ligand-fishing과 mass spectrometry 방법을 이

용하여 발굴하였다.

재료  방법

사용된 균주, plasmid 그리고 배양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균주는 M. smegmatis mc2 155와 이 균

주로부터 유래된 돌연변이체인 M. smegmatis ∆devR이다

(Table 1). 호기적 배양을 위해서는 M. smegmatis는 37℃, 200 

rpm에서 0.2% (w/v) glucose와 0.02% (v/v) Tween-80이 첨

가된 7H9 (Difco, Sparks, MD) 액체 배지에 배양하였다. 저산

소 조건에서 M. smegmatis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150 ml 7H9 

배지를 넣은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OD600 (optical density 

at 600 nm)이 0.05가 되도록 M. smegmatis 전배양액을 접종한 

다음 고무마개로 플라스크를 밀봉하여 37℃, 200 rpm에서 20

시간 동안 교반하며 배양하였다. NO 조건은 100 ml 7H9배지

를 넣은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최종 부피의 1% (v/v)의 전

배양액을 접종한 다음 37℃, 200 rpm에서 OD600이 0.5~0.6까

지 도달할 때까지 배양한 후, 여기에 5 mM sodium nitropru-

side (SNP)를 처리한 후 백색광의 조사 조건에서 30분 더 배

양하였다.

pMSMEG3780 plasmid 제조

M. smegmatis의 chromosome DNA를 주형으로 MSMEG 

3780-F (5’-ATTAGGTACCACTGCACGTGCTCG-3’)와 MS-

MEG3780-R (5’-TTAAGGGCCCGTGACGCAGGTTGTG-3’) 

primer를 사용하여 PCR를 수행하였다(pfu DNA polymerase 

사용). 1803 bp의 PCR 산물을 KpnI과 ApaI으로 제한처리한 

pT&A에 클로닝하여 pSMEG_3780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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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mers used for RT-PCR and qRT-PCR

Primer Sequence Purpose (RT-PCR for)

RT-16SR+

RT-16SR-

RT-hspX+

RT-hspX-

RT-MSMEG0218+

RT- MSMEG0218-

RT- MSMEG3253+

RT- MSMEG3253-

RT- MSMEG3579+

RT- MSMEG3579-

RT- MSMEG3780+

RT- MSMEG3780-

RT- MSMEG4282+

RT- MSMEG4282-

RT- MSMEG4305+

RT- MSMEG4305-

RT- MSMEG4477+

RT- MSMEG4477-

RT- MSMEG4909+

RT- MSMEG4909-

RT- MSMEG5018+

RT- MSMEG5018-

RT- MSMEG6117+

RT- MSMEG6117-

5’-CTGGGACTGAGATACGGC-3’

5’-ACAACGCTCGGACCCTAC-3’

5’-GGGTCTGCCGTCGTGGGCCTC-3’

5’-CGCCCGTTGGTCTCCTTCTTC-3’

5’-TGACAAGGTGTCGCTCGC-3’

5’-AACCGCACCACCTCGTTG-3’

5’-TACCACTGCGGATCGGCC-3’

5’-CTTGACCTCCACCTCGCC-3’

5’-CCGCATCAGCATTCAATC-3’

5’-AGATCACCAGCGAATTGC-3’

5’-AGGGGCAGCACGAAAGAC-3’

5’-GTTCCAAGAGACGGTCGG-3’

5’-GATCCACAGTCTTGCGAG-3’

5’-CCGATGACCCGCAACAAC-3’

5’-CACGAGGACCACGCACAG-3’

5’-AGCGCGTCTGTGGGTTGG-3’

5’-ACCGTGCCCGAGTTCAAG-3’

5’-AACAGGATCGAGGCCGGAC-3’

5’-ATCGTGGTGTCGGTCAGC-3’

5’-GTCAGGTTCTCCAGCGTC-3’

5’-CGCAGCAGTTCATCGACC-3’

5’-TGTCCTGGATCATCGGGC-3’

5’-CTGTTCGTGCTCGGCTTC-3’

5’-GGATCACCCTCGGACAGC-3’

16S rRNA

16S rRNA

hspX

hspX

MSMEG0218

MSMEG0218

MSMEG3253

MSMEG3253

MSMEG3579

MSMEG3579

MSMEG3780

MSMEG3780

MSMEG4282

MSMEG4282

MSMEG4305

MSMEG4305

MSMEG4477

MSMEG4477

MSMEG4909

MSMEG4909

MSMEG5018

MSMEG5018

MSMEG6117

MSMEG6117

M. smegmatis로부터 RNA 분리, reverse-tran-

scription PCR (RT-PCR), real-time PCR (qRT-PCR)

M. smegmatis 균주에서 RNA의 분리, cDNA의 합성, RT- 

PCR, qRT-PCR은 이전의 논문에 서술한 것과 같이 수행하였

다[12]. RT-PCR과 qRT-PCR에 사용한 primer들의 염기서열

은 Table 2에 나열하였다. 

cAMP 농도 측정

1 ml의 M. smegmatis 배양액을 원심분리(13,400× g, 1분)하

여 세균 균체(pellet)를 얻었고, 배지 내의 cAMP농도 측정을 

위해서 배양액 상등액을 따로 분리하였다. 세포 내 cAMP 농

도 측정을 위해 균주 pellet에 1 ml의 0.1 M HCl을 넣고 실온

에서 완전히 현탁시킨 후, Fastprep 120 beadbeater를 이용하

여 6.5의 속도에서 45초간 1회 세균 세포를 파쇄시켰다. 파쇄

된 세포를 상온에서 13,400 ×g 속도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배지 내의 cAMP 농도 측정은 따로 분리한 

상등액 배지 900 μl에 100 μl의 HCl 원액을 넣고 상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상온에서 13,400x g 속도로 10분간 원

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cAMP 농도는 

Direct Cyclic AMP Enzyme Immunoassay Kit (Assay de-

signs, Ann Arbor, M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Benchmark 

microplate reader (BIO-RAD, Hercules, CA) 장치를 이용하

여 흡광도 405 nm에서 수치를 측정하였다.

Ligand fishing 분석

Ligand fishing에 사용할 DNA 시료는 pMSMEG_3780 

plasmid를 주형으로 이용하고 Taq DNA polymerase를 사용

한 PCR을 수행하여 증폭하였다. MSMEG_3780유전자의 시

작 코돈으로부터 -400에서 +100까지 포함된 DNA 시료를 증

폭하기 위해 MS3780pF(5’-TCTCGGCCTCGGTCAGGCCAC-

CGCA-3’)와 5’ 말단에 biotin이 표식된 MS3780pR (GCGTC-

GTAGACAACGTTTGTTGTCA) primer를 PCR에 이용하였

다. 많은 양의 DNA 시료를 얻기 위해 50 μl의 20개 PCR 반응

을 수행하여 총 1 ml의 PCR 산물을 얻었다. 증폭된 PCR 산물

은 PCR purification kit (SolGent, 대전)를 이용하여 정제하였

다. 

M. smegmatis 균주를 MSMEG3780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

하는 저산소 조건에서 배양하고(4 l),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얻

었다. 이를 40 ml의 binding buffer (40 mM HEPES-KOH 

[pH7.9], 100 mM KCl, 10 mM MgCl2, 2 mM DTT, 10% glyc-

erol)에 현탁시켜 French press를 5회 수행하여 세포를 파쇄

하였다. 세포 파쇄액을 4℃에서 12,000x g 속도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고 상등액 부분인 세포추출액

을 얻었다. 세포추출액을 다시 4℃에서 100,000× g로 90분간 

초원심분리하여 soluble fraction에 해당하는 상등액 만을 얻

었다. 1 ml의 streptavidin-agarose resin (Sigma, St. Louis, 

MO)과 준비된 DNA 시료를 실온에서 잘 흔들면서 30분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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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omain compositions of class III ACs in M. smegmatis. 

The domain compositions were identified using the 

NCBI Conserved Domain Search (http://www.ncbi. 

nlm.nih.gov/Structure/cdd/wrpsb.cgi). Representative 

schematic domain compositions are shown where the 

vertical lines represent the predicted transmembrane 

helices and other abbreviations are as follows: αβH, αβ- 

hydrolase; ATPase, AAA+type ATPase; Cyc, class III 

cyclase domain; H, HAMP domain; CYTH, CyaB-thi-

amine triphosphatase domain; CHAD, conserved histi-

dine α-helical domain. 

응시켜 증폭된 DNA 산물의 biotin과 streptavidin이 결합하

도록 하였고 PCR 산물과 결합시킨 resin을 column에 충진하

였다. 결합하지 않은 PCR 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20 ml의 

binding buffer로 resin을 씻은 후, 준비된 단백질 시료의 절반

인 20 ml을 총 3회에 걸쳐 column에 천천히 통과시켜 DNA

에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충분히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sin에 결합하지 않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10 ml의 

binding buffer로 씻어 준 후 3 ml의 elution buffer (0.5% SDS 

[sodium dodecyl sulfate])를 넣어 DNA에 결합된 단백질을 

용출시켰다. DNA 시료가 아니라 streptavidin-agarose에 비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배제시키기 위해 대조

군으로 PCR 산물과 결합시키지 않은 streptavidin-agarose를 

충진한 column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을 반복하였다. 두 종류

의 용출된 단백질 시료를 Centrifugal filters YM-10 (Milli-

pore, Bedford, MA)을 이용해 농축시켰다. 농축시킨 단백질 

시료를 SDS-PAGE를 수행하여 분리하고 Coomassie blue R 

350로 염색시켜 확인하였다. 대조군에는 없는데 실험군에서 

나타난 단백질 밴드를 gel에서 잘라내어 MALDI-TOF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를 수행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함으로

써 단백질을 동정하였다.

단백질 농도 측정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단백질로 사용하고, Bio- 

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 

M. smegmatis의 AC 유 자 확인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database 검색을 통하여 비병원성인 M. smegmatis에서 AC 관

련 유전자들을 확인한 결과, MSMEG_0228, MSMEG_3243, 

MSMEG_3578, MSMEG_3780, MSMEG_4279, MSMEG_4477, 

MSMEG_4924, MSMEG_5018, MSMEG_6154 등 총 9개의 

class III AC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 이 중 MSMEG_3243은 

frameshift에 의해 유전자가 불활성화된 pseudogene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class III AC와 유사성은 없으나 AC로 분류

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MSMEG_4302)가 발굴되었

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유전자 산물이 AC 활성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총 10개의 AC 유전자들의 염기서열은 Compre-

hensive Microbial Resource(CMR)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였

고, 각 AC의 도메인 구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산소 조건과 NO 조건에서의 M. smegmatis 내의 cAMP 

농도

저산소 조건(hypoxic condition)에서 성장했을 경우 M. 

smegmatis의 세포 내․외에서 합성되는 cAMP양을 측정하였

다. 저산소 조건에서 배양한 세포 내에서 합성된 cAMP 농도

는 유산소 조건에서 보다 약 400배 이상 증가하였고 배지로 

분비된 cAMP 농도 또한 저산소 조건에서 유산소 조건일 때 

보다 약 10배 정도 더 증가하였다(Fig. 2).   

NO를 처리한 M. smegmatis 내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cAMP 농도가 약 7~8배 증가하였다(Fig. 2). 이 결과는 M. 

smegmatis가 숙주 대식세포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저산소와 

NO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세포 내 cAMP 농도가 크게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산소 조건에서의 AC유 자 발 .

저산소 조건에서 M. smegmatis의 10개 AC유전자 발현 정

도를 관찰하기 위해, RT-PC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Fig. 

3A), qRT-PCR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고 정량화를 하였다(Fig. 

3B). 저산소 조건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된다고 이미 알려진 

hspX 유전자를 양성대조군(positive control)으로 RT-PCR  

(Fig. 3A)과 qRT-PCR (Fig. 3B)에서 사용하였고, 16S rRNA를 

이용하여 결과 값을 보정하였다. M. smegmatis의 총 10개 AC

가운데 6개의 AC 유전자(MSMEG_0228, MSMEG_3243, 

MSMEG_3780, MSMEG_4279, MSMEG_4477, MSMEG_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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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Determination of cAMP concentration inside M. smegma-

tis cells and in culture medium. To measure cAMP lev-

els, M. smegmatis strains were grown under aerobic, NO, 

or hypoxic conditions. The Direct Cyclic AMP Enzyme 

Immunoassay Kit was used to measure the cAMP 

concentration.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s.

A

B

Fig. 3. Expression of AC genes in M. smegmatis under 

aerobic and hypoxic conditions. Expression of 

the AC genes was determined by RT-PCR (A) 

and qRT-PCR (B). For hypoxic culture, M. 

smegmatis strains were grown in 250 ml flasks 

filled with 150 ml of 7H9 medium supple-

mented with 0.2% glucose and tightly sealed 

with rubber stoppers on a gyratory shaker 

(200 rpm) for 20 h following inoculation of the 

medium with aerobically grown preculture to 

an OD600 of 0.05. For aerobic culture, M. smeg-

matis strains were grown aerobically in 7H9- 

glucose medium to an OD600 of 0.5~0.6. hspX, 

whose expression is known to be increased 

under hypoxic conditions, was used as a pos-

itive control for RT-PCR. The relative levels of 

mRNA were determined from the threshold 

values that were normalized to 16S rRNA 

gene expression. The valule of the wild type 

grown under aerobic conditions is expressed 

as 1.0 (dotted line), and the relative levels of 

AC mRNA are plotted.

가 유산소 조건과 비교할 때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증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SMEG_0228, MSMEG_ 

3243 유전자는 유산소 조건에서 키운 균주에서 보다 저산소 

조건에서 키운 균주에서 발현이 2~3배 증가하였고, MSMEG_ 

3780과MSMEG_4279의 발현은 저산소 조건에서 4~5배 증가

하였다. 반면에 MSMEG_3578과 MSMEG_4924의 발현은 저

산소 조건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M. smegmatis가 

저산소 스트레스 환경에 있게 되면 10개의 AC유전자 중 6개

의 AC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산소 조건에서 AC 유 자의 발  유도와 DevSR two- 

componenet system과의 련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유도된 6개의 AC 유전자들이 M. 

smegmatis에서 산소 분압을 인지하여 저산소 조건에서 유전

자 발현을 유도하는 조절계인 DevSR two-component system

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산소 조건과 

저산소 조건에서 키운 DevR response regulator 유전자가 결

손된 M. smegmatis mutant에서 AC 유전자 발현을 RT-PCR을 

통해 비교하였다(Fig. 4). 이 실험에서는 DevR에 의해 발현이 

유도된다고 알려진 hspX 유전자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고, 

16S rRNA의 정량을 통해 RT-PCR에 동일한 양의 total RNA

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였다. Fig. 4에서 나타내었듯이 wild 

type에서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유도된 6개의 AC 유전자

(MSMEG_0228, MSMEG_3243, MSMEG_3780, MSMEG_ 

4279, MSMEG_4477, MSMEG_6154)의 발현이 M. smegmatis 

∆devR mutant에서도 저산소 조건에서 유도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예상한 것과 부합되게 DevR regulon에 속하는 hspX 

유전자의 발현은 저산소 조건에서 배양한 mutant에서 유도

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저산소 조건에서 6개의 AC 유전자 

발현이 DevSR two-componenet system에 의해 유도되는 것

이 아니고, 다른 조절계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NO조건에서의 AC유 자의 발

NO 비처리 조건과 NO 처리 조건에서의 M. smegmatis 내 

10개 AC 유전자 발현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RT-PCR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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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hypoxic induction of AC genes in M. smegmatis is 

independent of the DevSR two-component system. To 

investigate whether the DevSR two-component system 

is involved in the induction of 6 AC genes induced un-

der hypoxic conditions, expression of the AC genes in 

the ∆devR mutant of M. smegmatis was determined by 

RT-PCR. The ∆devR mutant strain of M. smegmatis was 

grown either aerobic or hypoxic conditions. hspX, 

whose expression is known to be increased under hy-

poxic conditions,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for RT- 

PCR.

A

B

Fig. 5. Expression of AC genes in M. smegmatis ex-

posed to NO. Expression of the AC genes 

was determined by RT-PCR (A) and qRT- 

PCR (B). Following M. smegmatis strain was 

grown in 7H9-glucose medium to an OD600 of 

0.5 to 0.6, SNP (NO generator) was added to 

the culture at the final concentrations of 5 

mM and the culture was grown for addi-

tional 30 min under the illumination of light 

(+NO). Control: M. smegmatis strain was 

grown aerobically in 7H9-glucose medium to 

an OD600 of 0.5 to 0.6 (-NO). hspX, whose ex-

pression is known to be increased under hy-

poxic conditions, was used as a positive con-

trol for RT-PCR. The relative levels of mRNA 

were determined from the threshold values 

that were normalized to 16S rRNA gene 

expression. The value of the wild type grown 

under aerobic conditions is expressed as 1.0 

(dotted line), and the relative levels of AC 

mRNA are plotted.

하였고(Fig. 5A), qRT PCR을 통해 발현량을 측정하였다(Fig. 

5B). NO 조건은 지수성장기(OD600=0.5~0.6)까지 배양한 M. 

smegmatis에 NO 발생 물질인 SNP를 최종 농도 5 mM을 넣은 

후 빛이 있는 상태(SNP는 빛에 의해 분해되어 NO를 발생시

킨다)에서 30분 동안 더 배양하였다. NO 발생 확인을 위해, 

NO 조건에서 DevSR two-component system에 의하여 발현

이 증가된다고 알려진 hspX 유전자를 양성대조군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예상한데로 NO 처리 시에 hspX의 발현은 비처

리 대조군에 비하여 5.3배 증가하였다. NO 처리에 의해서 M. 

smegamtis의 10개 AC 유전자 중 MSMEG_3780와 MSMEG_ 

4279 유전자의 발현이 각각 1.4배, 1.5배 증가하였고, MSMEG_ 

3578, MSMEG_4477, MSMEG_6154 유전자의 발현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산소 조건에서 MSMEG_3780 유 자의 발 을 유도하

는 사조 자의 탐색

AC 유전자 중 유산소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저산소 조건

에서 가장 발현이 많이(5.7배) 유도된 MSMEG_3780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조절자를 발굴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ligand fishing 실험 기법을 적용하였다. MSMEG_3780의 5’ 

유전자 부위 100 bp와 유전자 앞부분 400 bp로 이루어진 500 

bp DNA 단편을 PCR을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PCR에 사용된 

두 개의 primer 중 하나는 5’ 말단이 biotin으로 표식된 것을 

사용하여 증폭된 PCR 산물의 한쪽 끝은 biotin에 의해 표식되

도록 하였다. 획득한 PCR 산물과 streptavidin agarose resin

을 이용하여 affinity chromatography를 수행하였고, 이 방법

으로 저산소 조건에서 배양한 M. smegmatis의 세포 내의 단백

질 중 PCR 산물에 결합 능력을 가지는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Fig. 6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MSMEG_3780 조절부위를 포함

하는 500-bp DNA 단편을 붙인 agarose resin에서 용출된 단

백질들(lane 1)과 대조군으로 사용한 DNA 단편을 붙이지 않

은 agarose resin에서 용출된 단백질들(lane 2)을 비교하였을 

때, 500 bp DNA 단편을 붙인 agarose resin에서만 용출된 단

백질 중 가장 뚜렷한 것이 약 17 kDa의 크기를 가진 단백질이

었다. Gel에서 분리한 17 kDa 단백질을 MALDI-TOF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MSMEG_5136 단백질로 동정되었다. 이 결

과는 MSMEG_5136 단백질이 MSMEG_3780의 조절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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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DS-PAGE of proteins that bound to the MSMEG_3780 

control region. Proteins were eluted from streptavi-

din-agarose resin with 0.1% (w/v) SDS solution. Lane 

1, proteins eluted from streptavidin-agarose resin linked 

with the MSMEG_3780 control region. Lane 2, proteins 

eluted from streptavidin-agarose resin without the 

MSMEG_3780 control region. The amino acid sequence 

of the boxed 17-kDa protein was identified by MALDI- 

TOF to be the MSMEG_5136 protein containing a he-

lix-turn-helix DNA-binding motif.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MSMEG_5136

은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적 분자량은 

16.6 kDa으로 계산되었다. 계산된 분자량은 ligand fishing에

서 분리된 단백질의 분자량과 잘 일치하였다. NCBI (Natio-

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web site의 

BLASTP를 이용하여 MSMEG_5136와 아미노산 서열에서 유

사성이 높은 단백질을 검색한 결과 MSMEG_5136은 Myco-

bacterium sp. MCS의 Mmcs_3622 (YP640785) 단백질과 아미

노산 서열 수준에서 75% 동일하였고, Thermomonospora curva-

ta의 pyridoxamine 5’-phosphate oxidase-related FMN-bind-

ing protein (YP003298133)과 50% 동일하였다. 또한 MSMEG_ 

5136 단백질은 DNA 결합 부위로서 역할을 하는 helix-turn- 

helix motif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   찰

대식세포 내의 cAMP 농도가 높아지면 phagosome-lyso-

some 융합 과정이 억제되어 대식세포 내의 결핵균의 생존율

이 증가하게 된다[11, 18]. 살아있는 M. tuberculosis, M. bovis, 

M. microti, 그리고 M. leprae가 대식세포에 감염되면 대식세

포 내의 cAMP 농도가 증가됨이 보고되었고[17, 18], M. tuber-

culosis의 Rv0386 AC는 대식세포 내에서 cAMP 농도를 증가

시키는 AC로 보고가 되었다[1]. 하지만 대식세포 내의 어떤 

조건 혹은 신호가 mycobacteria의 cAMP 생산 능력을 증가시

키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대식세포의 phagosome 내의 환경은 산소 분압이 세포 바깥

보다 낮은 저산소 조건, 탄소원(에너지원)과 무기인산과 같은 

영양분이 부족한 조건, 낮은 pH 조건 그리고 면역학적으로 

활성화된 대식세포 내에서는 NO와 ROI가 생성되어 세균의 

생존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19]. 최근 영양분 결핍 조건, 낮

은 pH 조건과 H2O2 처리 조건에서 M. smegmatis 내의 AC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조사한 내용이 보고되었는데[8], 

MSMEG_4279 유전자는 영양분 결핍 조건에서 발현이 증가

하였고, MSMEG_4924 유전자는 H2O2 처리 조건에서 발현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MSMEG_3780 유전자는 낮은 pH와 영양

분 결핍 조건에서 발현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식세

포 내의 스트레스 조건 중 저산소 조건과 NO 조건을 실험실 

조건에서 M. smegmatis에 직접 노출시켰을 때 이 세균 내의 

cAMP 농도와 cAMP를 합성하는 AC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

을 조사하였다. 저산소 조건 스트레스에 노출된 M. smegmatis 

내의 cAMP 농도는 약 400배, 그리고 배지 내에 분비된 cAMP 

양은 약 10배 정도 유산소 조건에서 배양한 M. smegmatis 보

다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저산소 조건에서 키운 M. 

smegmatis 배지 내의 cAMP 농도는 0.5 μM에 이를 정도로 고

농도였는데, 이는 mycobacteria가 세포 내에서 합성한 cAMP

를 활발히 분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NO를 처리한 조

건에서 M. smegmatis 내의 cAMP 농도는 비처리군에 비해 7-8

배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10 mM H2O2를 처리 시에는 세포 

내의 cAMP 농도가 약 5-6배 증가하였다(data not shown). 이 

결과는 산화적 스트레스나 NO 스트레스 조건에서 M. smeg-

matis 내의 cAMP 농도가 증가는 하지만 저산소 조건 스트레

스가 cAMP 농도의 증가에 훨씬 중요한 환경 요인임을 암시

하고 있다. M. smegmatis를 초기 정체기(OD600=2.6-2.7)까지 

성장시키면 세포 내의 cAMP의 농도가 약 95배 증가함을 관

찰할 수 있었는데(data not shown), 이는 정체기의 배지 내의 

산소 분압의 감소와 영양분 고갈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다. 세

포 내의 cAMP 농도는 AC 유전자의 발현 유도에 의한 AC 

효소량의 증가, AC 활성의 조절, cAMP phosphodiesterase에 

의한 cAMP의 AMP로의 분해, cAMP의 세포 바깥으로 분비

에 의해 조절된다[3]. 저산소 조건에서 6개의 AC 유전자

(MSMEG_0228, MSMEG_3243, MSMEG_3780, MSMEG_4279, 

MSMEG_4477, MSMEG_6154)가 M. smegmatis에서 발현이 

유도되는데, 이 중 MSMEG_0228, MSMEG_3243, MSMEG_ 

3780과 MSMEG_4279의 발현이 가장 크게 유도되었다. 저산

소 조건에서의 AC들의 활성이 단백질 수준에서 조절되어 증

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의 6개의 AC들은 저산소 조건에

서 M. smegmatis 내의 cAMP 농도 증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NO 처리 조건에서 M. smegmatis 세포 내의 cAMP 

수준은 7-8배 증가하였으나 발현량이 크게 (>2배) 증가한 AC 

유전자는 없었다. 이 결과는 nitrosative 스트레스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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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내 cAMP의 농도 증가는 AC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아닌 

AC의 활성 조절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짐을 암시하고 있다. 

M. smegmatis에서 저산소 조건과 NO 조건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계

는 DevSR (DosSR) two-component system이다[12, 13]. 

DevSR two-component system은 DevS histidine kinase와 

DevR response regulator로 이루어져 있는데, DevS histidine 

kinase는 신호인지 도메인에 b-type heme을 가지고 있어서 

산소 분자와 NO, CO와 같은 이원자 분자와 결합할 수 있다. 

Heme에 산소가 결합거나 heme 안의 철이온이 Fe3+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DevS의 kinase 활성이 억제가 되고, 반면에 

heme에 어떤 분자도 결합되지 않은 상태(unliganded Fe2+ 상

태)이거나 NO가 heme에 결합하면 DevS kinase 활성이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DevS는 저산소 조건 혹은 NO 조건에서 

kinase 활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DevR response regulator가 

인산화되어 활성화되면 DevR regulon의 발현이 유도되게 된

다.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유도된 AC들의 발현이 ∆devR 

mutant에서도 wild type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산소 조건에서 

유도된다는 사실은 6개의 AC 유전자의 발현이 DevSR 

two-component system에 의해 조절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 6개의 AC 유전자가 NO 조건에서 발현이 크게 유

도되지 않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10개의 AC 유전자 중 저산소 조건에서 가장 발현이 많이 

유도된 MSMEG_3780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련이 있는 전

사조절자를 찾기 위하여 ligand fishing 분석을 하였고, 

MSMEG_3780 유전자의 상위 부위(upstream region)에 

MSMEG_5136 단백질이 결합함을 발견하였다. 단백질 2차구

조 분석 결과 MSMEG_5136은 helix-turn-helix DNA-binding 

motif를 가지고 있었고 아미노산 서열 수준에서 pyridox-

amine 5’-phosphate oxidase-related FMN-binding protein과 

유사성을 보였는데, 이것은 MSMEG_5136 단백질이 FMN을 

cofactor로 가지고 있는 DNA 결합 단백질일 가능성을 암시

하고 있다. FMN은 전자를 한 개 혹은 2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자로 세포 내의 redox 환경을 인지할 수 있다. 저산소 

조건에서는 호흡 전자전달계가 억제되어 세포 내의 환경이 

보다 환원된 상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MSMEG_5136은 저

산소 조건에서 세균 내의 redox 상태의 변화를 인지하는 전사

조절자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MSMEG_5136이 

MSMEG_3780 AC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련이 있는가에 대

한 확실한 증거는 MSMEG_5136 mutant의 구축이 필요하고 

해당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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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산소와 NO 조건에서 Mycobacterium smegmatis의 adenylyl cyclase 유 자 발

한승1․양기훈1․고인정2․오정일1*

(1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2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결핵균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 H37Rv에서는 16개의 adenylyl cyclase (AC) 유전자가, 비병원성인 M. smeg-

matis에서는 10개의 AC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M. smegmatis에서 발견된 10개의 AC 유전자들 중 MSMEG_0228, 

MSMEG_3243, MSMEG_3780, MSMEG_4279, MSMEG_4477, MSMEG_6154 유전자들의 발현은 저산소 조건에서 

유도되었다. 반면에 M. smegmatis가 nitric oxide (NO)에 노출이 되면 MSMEG_3780과 MSMEG_4279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되었다. 유산소 조건에서 키운 M. smegmatis와 비교할 때, 저산소 조건에서 성장한 M. smegmatis 세포 

내부와 성장 배지 내의 cAMP 양은 각각 450배와 9.8배 증가하였다. M. smegamtis가 NO에 노출이 되면 세포 내의 

cAMP 농도는 5.8배 증가하였다. DevSR two-component system은 M. smegmatis가 저산소 조건이나 NO에 노출되

었을 때 많은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주요 조절계로 알려져 있는데,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유도된 6개의 

AC 유전자의 발현이 M. smegmatis devR mutant에서도 wild type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산소 조건에서 유도됨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유도되는 6개의 AC 유전자들이 DevSR two-component system에 

의해 조절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산소 조건에서 발현이 가장 많이 유도된 MSMEG_3780 유전자의 발현조

절에 관련이 있는 조절자를 발굴하기 위해 ligand fishing 분석을 수행하였고, 후보 조절자로서 MSMEG_5136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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