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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e surface properties of bacteriophytochrome (BphP), five (2B8, 2C11, 3B2, 3D2, 3H7)
anti-BphP monoclonal antibodies were produced by using full-length of BphP of Deinococcus radio-

durnas. 2B8 and 2C11 preferentially recognized the epitopes at N-terminal region of BphP, whereas
3B2, 3D2 and 3H7 showed preferential affinities to the epitopes of C-terminal region of B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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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토크롬은 외부의 빛 신호를 흡수하여 하부에 신호를 전달

할 수 있는 photo-sensory protein이다. 식물 피토크롬은 최고

660 nm 파장의 원적색광을 흡수 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활

성화된 Pfr 형태와 최고 730 nm 파장의 적색광을 흡수 할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비활성화 된 상태인 Pr 형태가 가역적으로

photoconversion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하부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Vierstra과 Davis, 2000].

식물 피토크롬은 일반적으로 P2/PAS, P3/GAF, P4/PHY

domain들이 N-termianal photosensory core domain(PCD)을 구

성하고 있으며, C-terminal 조절 부분은 protein kinase domain

으로 이루어져 있다[Wanger JR, 2005]. Linear tetarpyrrole인

bilin은 피토크롬의 N-terminal chromophore binding domain

(CBD)에 공유결합하여 빛의 인식과 photoconversion을 가능하

게 한다[Karniol 등, 2005].

피토크롬은 기존의 이론에서는 고등식물에만 존재한다고 알려

져 있었으나 최근 cyanobacteria,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fungi, slime mould등에서 여러 가지 피토크롬 유사 광수용체들

이 발견되었다. 특히, 그 중 heterotrophic eubacteria인

Deinococcus radiodurans과 Pseudomonas aeruginosa 등에서

발견된 피토크롬 유사 광수용체들을 BphP이라 명명하였다. 이

들 중 Deinococcus radiodurans BphP(DrBphP)은 755 아미노

산들로 구성되어 있다[Davis 등, 1999]. BphP는 식물 피토크롬

과 유사한 N-terminal 부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C-terminal

부위에는 식물 피토크롬과는 다른 hitidine kinase domain

(HKD)이 존재하고 있다[Karniol 등, 2005; Giraud과 Verméglio

2008]. 그리고 DrBphP는 biliverdin(BV)과의 결합 시 다른 요소

의 도움이 없이 결합하여 가역적인 Pr/Pfr isoform을 형성한다

[Vierstra과 Davis, 2000; Bhoo 등, 2001; Rockwell 등, 2006].

BphP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최근 DrBphP의 C-terminal PHY domain이 spectral integrity과

단백질 안정성 유지에 필요하며 chromophore의 잔기의 변화는

Pfr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photoconversion의 proton exchange

cycle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바 있다[Yoon 등, 2008; Wanger

등, 2008]. 또한 Pseudomonas aeruginosa BphP(PaBphP)의

PCD의 크리스탈 구조 연구를 통해서 BV chromophore의

configuration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잔기들과 구조가 알

려졌고[Yang 등, 2008; 2009], DrBphP는 CBD의 Pr 상태에서

의 구조가 밝혀졌다[Wanger 등, 2005; Wanger 등, 2007; Yang

등, 2007]. 하지만 DrBphP의 경우 PHY domain이 빠진 상태

의 불완전한 photoconversion을 보이는 CBD만의 구조만이 알

려졌을 뿐이고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DrBphP의 나머지 부위에 대한 구조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 및 기능 연구에는 항원생성기 mapping

등에 항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DrBphP에 대한 특이

적 단일클론성 항체를 제작했다는 보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

근 우리는 DrBphP에 대한 5개의 단일클론성 항체를 생산하였

고 이들은 각각 N-terminal과 C-terminal 부위에 나누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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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생성기를 인식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5개의

항체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DrBphP의 구조 및 기능을 파악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전체 길이의 DrBphP 유전자와 DrBphP의 N-terminal

부위의 1~321 아미노산까지의 BphN 유전자를 pET28 vector에

삽입하였고(Fig. 1A), BL21 competent cell을 이용하여 대장균

에서 발현시켰다. 그 후 pET28 vector에 포함된 His tag 단백

질을 이용하여 Ni+-NTA affinity chromatography(QIAGEN)으로

단백질 정제를 수행하였다. 이 발현된 BphP 단백질과 BphN 단

백질에는 BV의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S와 GAF

domain 및 Cys-24 잔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로만으로 BV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는 zinc blot을 통해 단

백질의 발현과 정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제된 BphP 단백질과 BphN 단백질에 BV을 첨가하여 10분

간 상온에서 항온처리 시킨 후 SDS-PAGE를 수행하였고 그 후

coomassie staining과 zinc blo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BphP,

BphN 단백질의 발현 및 정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B).

우리는 ATGEN에 BphP에 대한 단일클론성 항체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5개의 단일클론성 항체 후보를 만들어냈

다. 생후 6주된 female BALB/c 마우스의 복강에 항원을

Complete Freund’s adjuvant와 혼합하여 intra peritoneal

injection을 실시한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B림프구와 골수종 세

포를 혼합하여 세포융합 시켜 배양하였다. 그 후 HAT배지와

HT배지를 갈아주며 ELISA에 의해 융합세포의 항체생성을 확

인하였다. Fusion plate ELISA 테스트를 실시하여 총 24개의

후보 클론을 항원으로 injection 하였던 BphP 단백질과 BphN

단백질으로 다시 ELISA 테스트하여 그 결합 정도를 확인하였

다(Table 1). 그 결과 2B8, 2C11 클론은 BphP 단백질과

BphN 단백질에서 모두 비슷한 높은 수치로 발색되는 것으로

보아 BphP 단백질의 N-terminal 부위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

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3B2, 3D2 클론은 BphP 단백질에서

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BphN 단백질에서는 0에 가까운 수치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BphP 단백질의 C-terminal 부위을 인

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과는 다르게 3H7의 경우에는 BphP

단백질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BphN 단백질에서도 어느 정

도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BphP 단백질 C-

terminal 쪽 외에 N-terminal 부위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그 후 이 5개의 클론에 대하여 1st cloning

plate ELISA 테스트, 2nd cloning plate ELISA 테스트를 실시

하였고 최종적으로 ascites를 생성하여 항체의 정제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5개의 단일클론성항체를 확보하였다.

우리는 정제가 된 항체들이 우리가 발현 및 정제한 BphP 단

백질과 BphN 단백질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로서 적용되는지 확

인해보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정제된 BphP 단백

질과 BphN 단백질 5 mg에 대한 각각의 단일클론성 항체들을

1st 항체로서 2% skim milk에 대해 1:1000의 비율로 사용한

후 2nd 항체로서 HRP-mouse 항체(SIGMA)를 1:10000 비율로

처리 하여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B8과 2C11은

ELISA 테스트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BphP 단백질과 BphN 단

백질 모두 결합하는 결과가 나왔다(Fig. 2). 따라서 이 2가지는

모두 BphP의 N-terminal 부위에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3B2, 3D2는 BphP 단백질에 대해서는 band가

Fig. 1. Purification of DrBphP and DrBphN by Normal His tag column chromatography.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nstructs used
for BphP expression. FL, full-length (1-755 amino acid, BphP); ∆PHY/HKD (1-321 amino acid, BphN) (B) BphP and BphN apoprotein were
purified by Ni+-NTA affinity chromatography and, incubated with BV for 20 min. Then it was subjected to SDS-PAGE and either detected for the
bound BV by zinc-induced fluorescence (right) or stained for protein with Coomassie Blue (left). 1: Crude extract of BphP, 2: Purified BphP, 3:
Crude extract of BphN, 4: Purified BphN. Purification Condition -Binding & Washing: pH 8.0, 100 mM Tris, 200 mM NaCl, 10 mM Immidazole
-Elution: pH 8.0, 100 mM Tris, 200 mM NaCl, 150 mM Immid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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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으나 BphN 단백질에 대해서는 band가 나오지 않는 것으

로 보아 BphP 단백질의 C-terminal 부위에 결합할 것이라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3H7의 경우에는 ELISA 테스트

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오로지 BphP 단백질만을 인식하는 결

과가 나왔다. 따라서 3H7은 BphP 단백질의 C-terminal 부위에

만 결합한다는 것으로서 ELISA 테스트에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각각의 항체들의 결합정도는 N-terminal 부위에

결합하는 2B8, 2C11이 가장 강하게 결합하였으며 C-terminal

부위을 인식한다고 생각되는 3D2는 그보다는 약하게 인식하는

band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3H7, 3B2 순으로 강하게 결합하

는 band가 나왔다. 따라서, 이 단일클론성 항체들은 C-terminal

부위보다는 N-terminal 부위의 항원생성기를 인식하는 것들이

더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항원결정기 mapping의 결과는 우리가 확보한 5개의 단일

클론성 항체들이 BphP 단밸질의 N-terminal 부위와 C-terminal

부위로 나누어 여러 가지 항원결정기를 인식하여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5개의 단일클론성 항체들을

이용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DrBphP의 표면구조와 역할을 알

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B2, 3D2, 3H7같

은 C-terminal 부위에 붙는 항체의 경우는 아직 DrBphP의

Histine kinase domain(HKD)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

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DrBphP는 식물 피토

크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N-terminal 부위을

구성하는 PCD는 둘 다 모두 PAS, GAF, PHY domain을 포함

하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체들의 Oat

피토크롬 단백질에서의 반응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하지만 이

러한 BphP 단일클론성항체들은 5가지 모두 Oat PhyA와 Oat

PhyB에는 결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Data not shown). 따라

서 이 5개의 항체들은 기존의 Oat 피토크롬 항체들과는 다른

항원생성기를 인식하는 BphP 특이적인 새로운 항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eubacteria들(Psudomonas

syringae, Psudomonas putida등)의 BphP에는 결합 여부는 아직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DrBphP의 구조는 Pr

form에서의 PAS와 GAF를 포함하는 PCD의 구조만이 밝혀졌

었고, 그 후 PaBphP에서의 Pfr 형태에서의 PAS, GAF, PHY까

지의 PCD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photoconvesion시의

chromophore binding 구조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Yang 등, 2008; 2009]. 또한 Oat PhyA같은 경우에는 Pr형태

와 Pfr형태전환에 따른 구조변화로 인하여 항원생성기와 단일

클론성 항체간의 그 결합 친화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Natori 등, 2007]. 하지만 DrBphP의 경우 아직 PHY와

HKD의 구조 및 photoconversion시의 BphP 각 domain의 구조

에 변화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

보한 5개의 단일클론성 항체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항원생성기들을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원

생성기 mapping등을 통하여 각각의 항체에 대한 인식부위를 확

인하게 된다면 해당 domain의 구조 및 기능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DrBphP의 photoconversion시의 결

합 정도의 변화를 통해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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