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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Expression Profiles between Trophozoite and 
Cyst of Acanthamoeba castellanii 

Eun-Kyung Moon and Hyun-Hee Kong† 

Department of Parasit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700-422, Korea 

Acanthamoeba is an opportunistic pathogen known to cause granulomatous amoebic encephalitis and amebic keratitis. 
Acanthamoeba exhibits life cycle consisting of trophozoite and cyst, and the cyst is highly resistant to variable antibiotics 
and therapeutic agents. To understand the encystation mechanism of Acanthamoeba, the expression profiles of trophozoite 
and cyst were compared by gene ontology (GO) analysis. Ribosomal proteins and cytoskeletal proteins were highly 
expressed in trophozoite. In cyst, various protease, and signal transduction - and protein turnover - related proteins were 
highly expressed. These results correlated with eukaryotic orthologous groups (KOG) assignment and microarray analysis 
of Acanthamoeba trophozoite and cyst ESTs. The information of differential expression profiles of trophozoite and cyst 
would provide important clues for research on encystation mechanism of cyst forming protozoa including Acanthamo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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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아메바 (Acanthamoeba)는 인간의 생활환경주변에 

널리 분포하며, 종에 따라 인체에 감염되어 아메바성 육

아종성 뇌염, 아메바성 각막염 또는 아메바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원충이다 (Marciano-Cabral 

and Cabral, 2003). 가시아메바의 생활사는 영양형 및 포

낭형의 2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형은 이동, 탐식, 세

포분열 및 각종 대사작용을 수행하는 반면, 영양물질의 

부족, 온도 및 pH의 변화 등에 의해 생존하기에 부적합

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영양형은 포낭형으로 전환되어 

일시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생존하기 적합한 환경

에 처해졌을 때 다시 영양형으로 회복하여 각종 대사를 

수행하게 된다 (Marciano-Cabral and Cabral, 2003). 가시아

메바의 포낭형은 인체에 감염되었을 때 숙주의 면역반응

이나 각종 항생물질에 대해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Aksozek et al., 2002; Coulon et al., 2010), 현재의 치료

제로서는 완벽한 치료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포낭을 형성하는 병원성 원충들의 포낭 형성 메

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포낭 형성 관련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iardia intestinalis의 cyst 

wall protein 1, 2, 3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Touz et al., 

2002; Davis-Hayman et al., 2005; Sun et al., 2003), Toxoplasma 

gondii의 lactate dehydrogenase 및 enolase가 보고되었으며 

(Cleary et al., 2002), Entamoeba histolytica의 heat shock 

protein 70 및 cyst wall protein Jacob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MacFarlane et al., 2005). 가시아메바의 포낭

형성 관련 인자들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cyst specific protein 21, encystation mediating serine 

proteinase, autophagy related protein 8 및 포낭 형성 초기

에 관여하는 cysteine proteinase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Chen et al., 2001; Moon et al., 2008b; Moon et al., 

2009; Leitsch et al., 2010). 가시아메바의 영양형 및 포낭

형의 expressed sequence Tags (ESTs)에 대한 orthologous 

groups (KOG) 분석 및 cDNA에 대한 microarray 분석 결

과가 보고되었고 (Moon et al., 2008a; Moon et al., 2011b) 이

들에 대한 database도 구축되었다 (Moon et al., 2009). 또

한 실험실에서 장기간 배양으로 인해 포낭형성율이 저

하됨을 확인한 후 새 균주로 영양형 및 포낭형의 cDNA 

library를 제작하여 포낭 형성 시 발현이 증가하는 ESTs

에 대해 KOG 분석을 수행하였다 (Moon et al., 2011a).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포낭 형성 과정 중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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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유전자에 대해 초점을 두어, 포낭 형성 시 발현

이 증가하는 단백질의 역할 규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시아메바의 영양형 및 포

낭형의 ESTs에 대해 gene ontology (GO) 분석을 수행하여 

포낭 형성 과정 중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와 발현이 감

소하는 유전자에 대한 profile들을 제작하였다. 또한 앞서 

보고된 KOG 분석 및 microarray 분석 결과와 상호관계

를 규명함으로써 포낭을 형성하는 병원성 원충의 포낭 

형성 기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한 Acanthamoeba castellanii Castellani (ATCC#30011)의 

영양형은 PYG (peptone-yeast-glucose) 배지 (10 g proteose 

peptone, 10 g yeast extract, 10 ml ~ 50% glucose, 10 ml ~ 

0.5 M Na2HPO4, 10 ml ~ 0.5 M K2HPO4 in 970 glass distilled 

water with the final pH adjusted to 6.5)에 넣어 25℃ 배양

기 (Sanyo, San Diego, California, USA)에서 배양하였다. 포

낭형은 5 × 105개의 영양형을 포낭 형성 유도배지 (95 

mM NaCl, 5 mM KCl, 8 mM MgSO4, 0.4 mM CaCl2, 1 mM 

NaHCO3, 20 mM Tris-HCl, pH 9.0) 10 ml에 넣어 25℃에서 

3일간 배양하여 확보하였고, 위 배지에 사용한 모든 시약

들은 라이프사이언스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가

시아메바의 영양형 및 포낭형의 RNA는 TRIzol (Gibco 

BRL, Rockville, Maryland)을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각각

의 cDNA library는 ZAP-cDNA Synthesis Kit 및 ZAP-

cDNA Gigopack III Gold Cloning Kit (Stratagene, La Jolla, 

California, USA)의 사용방법에 준하여 제작하였고 (Moon 

et al., 2008a), 각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PE377 DNA 염기

서열분석기 (PerkinElmer, Boston, Massachusetts, USA)로 

분석하였다. Ortholog (서로 다른 종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들의 관계) 유전자 분석은 서열 유사성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였고, GO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

하였다. 1차 분석은 서열 유사성 검사로, 확보된 가시아

메바의 영양형 및 포낭형 ESTs (Moon et al., 2011a)에 대

해 단백질 수준으로 BLAST를 수행하여 e-value가 1e-5

를 통과하는 유전자를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2차 분

석은 서열 유사성과 발현패턴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비교하여 ortholog 유전

자를 비교하게 되는데, 일차 선별된 ESTs들을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의 유전체 자원센터에 의뢰하여 이차 분석을 

실시한 후 ortholog 유전자를 3가지 생물학적 메커니즘 

범주 (biological function, cell component, molecular function)

로 나누어 gene ontology 분석을 수행하였다. Microarray 

분석은 CustomArrayTM 12K microarray를 사용하였고, 영

양형 및 포낭형의 cDNA에 Biotin을 탐침한 샘플을 반

응시켰으며, GenePix 4200A microarray scanner로 결과를 

판독하였다. 최종 결과는 LPE-test P-value 0.05 미만이고, 

fold-change 2 이상인 것들만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Moon 

et al., 2011b). 

가시아메바의 포낭 형성 과정 중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전자에 대한 profile들을 작성하기 위해, 

2,659개의 영양형 ESTs와 2,706개의 포낭형 ESTs에 대해 

gene ontology (GO)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물학적 과정 

(biological process)의 관점에서 볼 때, 가시아메바 영양형

에서는 metabolic process (62개) 및 translation (56개)에 관

여하는 유전자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낭형에서도 translation (79개) 및 metabolic process에 관

여하는 유전자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proteolysis (29개), intracellular protein transport (20개) 

및 signal transduction (18개)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높은 

발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A). 분자적 기능 

(molecular function)면에서 볼 때, 영양형 및 포낭형 모

두에서 ATP binding, catalytic activity 및 protein binding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높은 발현을 보였으나, 영양형에서 

높은 발현은 보였던 structural constituent of ribosome (69

개) 관여 유전자가 포낭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현 

- structural constituent of ribosome (41개) -을 보였다 (Fig. 

1-B). 세포 안에서 유전자 생산물이 활동하는 위치에 대

해 다루는 세포 요소 (cellular component) 측면에서 볼 

때, 영양형 및 포낭형 모두에서 intracellular, ribosome 및 

cytoplasm 순으로 높은 유전자 발현을 보였으나, 영양형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발현은 보였던 integral to membrane 

(18개) 관여 유전자가 포낭형에서는 발현이 오히려 증가

하는 것으로 - integral to membrane (26개) - 확인되었다 

(Fig. 1-C). 

가시아메바의 영양형 및 포낭형 ESTs에 대해 KOG 

(eukaryotic orthologous groups) 분석한 결과 (Moon et al., 

2011a) 및 microarray 분석 결과 (Moon et al., 2011b)를 

막대그래프로 정리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여주듯이, KOG 분석 결과 역시 영양형에서는 J 항목 

(translation, ribosomal structure 및 biogenesis) 및 Z 항목 

(cytoskeleton)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 포낭형에서는 T 항목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및 O 항목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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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turn over, chaperones) 등에서 영양형에 비해 높은 

발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Fig. 

1에서 보여준 GO 분석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위 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해, GO 분석을 통해 영양형

에서 높은 발현을 보였던 translation 관련 유전자 5종류 

및 structure constituent 관련 유전자 5종류, 그리고 포낭

형에서 높은 발현을 보였던 proteolysis에 관련된 유전자 

5종류 및 signal transduction 관련 유전자 5종류에 대해 

microarray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Table 1). GO 

분석 결과 translation 항목에 분류되면서 KOG 분석 결

과 J 항목에 속하는 5종류의 유전자와, GO 분석 결과 

structure constituent 항목에 분류되면서 KOG 분석 결과 

Z 항목에 속하는 5종류의 유전자 모두 microarray 분석 

결과 영양형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GO 분석 결과 proteolysis 항목에 분류되면

서 KOG 분석 결과 O 항목에 속하는 5종류의 유전자 

및 GO 분석 결과 signal transduction 항목에 분류되면서 

KOG 분석 결과 T 항목에 속하는 유전자 5종류 모두 

microarray 분석 결과 포낭형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가시아메바의 영양형 및 포낭형의 ESTs에 

대해 GO 분석한 결과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A 

B 

C 

Fig. 1. Comparison of gene expression between trophozoite and cyst by G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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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Ontology (GO) 분석은 생명체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여러 현상을 크게 3가지 범주 (biological function, cell 

component, molecular function)로 나눈 후 각 범주에 속한 

세부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GO 분석은 서로 다른 종간 기능비교 및 분화 과정 

중 발달단계별 생물학적 기능비교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시아메바의 영양형 및 포낭형의 ESTs

에 대해 각각 GO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포낭이 형성

Fig. 2. Comparison of gene expression between trophozoite and cyst by KOG analysis. (A) ESTs analysis (Sequence similarity ≤ 1E-5), 
(B) microarray analysis (LPE-test P-value < 0.05). J; Translation, ribosomal structure and biogenesis, A; RNA processing and modification, 
K; Transcription, L; Replication, recombination and repair, B; Chromatin structure and dynamics, D; Cell cycle control, cell division, 
chromosome partitioning, Y; Nuclear structure, V; Defense mechanisms, T;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M; Cell wall/membrane/
envelope biogenesis, N; Cell motility, Z; Cytoskeleton, W; Extracellular structures, U; Intracellular trafficking, secretion, and vesicular 
transport, O;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rotein turnover, chaperones, C; Energy production and conversion, G; Carbohydrate transport
and metabolism, E; Amino acid transport and metabolism, F; Nucleotide transport and metabolism, H; Coenzyme transport and metabolism,
I; Lipid transport and metabolism, P; Inorganic ion transport and metabolism, Q; Secondary metabolites biosynthesis, transport and 
metabolism, R; General function prediction only, and S; Function unknow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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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와 발현이 감소하는 유전

자를 정리하였다. 가시아메바의 영양형은 살기에 부적합

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포낭형으로 전환되어 생존에 필

요한 최소한의 대사만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포

낭형의 ESTs에 대한 GO 분석 결과, 포낭형 역시 대사 

과정에 많은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분자 기능이 조합되어 

이뤄지는 생물학적 목적에 대해 다루는 생물학적 과정 

(biological process)의 범주에서 볼 때 포낭형은 translation 

(79개), metabolic process (67개), proteolysis (29개), protein 

amino acid phosphorylation (24개), small GTPase mediated 

signal transduction (23개), carbohydrate metabolic process (21

개), oxidation reduction (21개), intracellular protein transport 

(20개), protein transport (19개) 및 signal transduction (18

개) 순으로 발현 정도를 나타내었다 (Fig. 1-A). 영양형의 

metabolic process 및 translation에 분류된 유전자들은 각

종 생물학적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생산해 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포낭형의 translation 및 metabolic 

process에 분류된 유전자들은 포낭 형성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생산해 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양형

의 proteolysis 관련 유전자들은 탐식 및 소화작용과 관

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포낭형의 proteolysis 관련 

유전자들은 포낭 형성에 필수적 요소인 자가포식과정 

(autophagic process)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생산해내는 것

들이라 생각된다. 가시아메바의 포낭 형성 과정 중 높은 

발현을 보인 자가포식관련 단백질들 (autophagy related 

protein 8 및 autophagy related protein 16)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Moon et al., 2009; Song et al., 2012). 포낭형에서 

높은 발현을 보인 intracellular protein transport (20개) 관

련 유전자들 또한 Giardia lamblia의 포낭 형성 과정 중 

세포벽을 구성하기 위해 이동되는 단백질들 즉, ESVs 

(encystation secretory vesicles) 및 VSPs (variable surface 

proteins)과 같은 범주의 것들로 생각된다 (Davids et al., 

2006). Signal transduction 관련 유전자들 또한 세포 안에

서의 위치에 대해 다루는 세포 요소 (cellular component) 

범주의 integral to membrane 관련 유전자들과 함께 포낭

을 형성하기 위한 신호전달체계에 관계되는 단백질들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시아메바의 포낭 형성 초

기에 발현 증가를 보인 다양한 PKC (protein kinase C) 

유전자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Moon et al., 2011a).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가시아메바의 영양형 및 포낭형의 

ESTs에 대한 GO 분석 결과는 포낭 형성 과정 중 발현 

차이를 보인 유전자들에 대한 KOG 분석 및 microarray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Fig. 1 and Fig. 2). 

위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가시아메바는 영양형에서 

포낭형으로 전환될 때 이동, 탐식, 세포분열 및 에너지 

생산 등과 관련된 단백질들의 발현이 억제되는 반면, 포

낭을 형성하기 위한 신호에 관련되는 단백질, 세포벽 구

성에 필요한 단백질 및 불필요한 단백질의 제거 또는 에

너지 순환에 관련되는 단백질 (자가포식체 관련 단백질)

들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일부 유

전자들에 대한 발현 증가 또는 발현 감소는 영양형 및 

포낭형 유전자들에 대한 microarray 결과와 비교하여 증

명하였다 (Table 1). 포낭 형성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고

Table 1. Comparison of differential expressed genes by GO 
analysis with microarray analysis 

KOG KOG_Annotation Trophozoite Cyst

J 50S ribosomal protein L33 7.78 1 

J Elongation factor 1-alpha 2.59 1 

J 60S ribosomal protein L36 2.56 1 

J 40S cytoribosomal protein S24 2.54 1 

J Mitochondrial ribosomal 
protein L23 2.32 1 

Z Actin-1 2.31 1 

Z Dynein light chain 2.21 1 

Z Profilin-1A 2.20 1 

Z F-actin capping protein 2.18 1 

Z Coactosin related cluster 2.03 1 

O Cysteine proteinase 1 282.38

O Ubiquitin 1  11.03

O Dipeptidyl peptidase IV 1  10.46

O Subtilisn-like serine proteinase 1   6.58

O Heat-shock protien 70 1   5.96

T Phosphatidylinositol 4-phosphate 
5'-kinase 1   9.91

T Tyrosine kinase-like (TKL) 
protein 1   4.38

T CAMP-dependent prtotein 
kinase A 1   2.64

T Serine/threonine protein kinase 1   2.64

T Ras-related small 
GTP-binding protein 1   2.48

ArrayAssist® 5.5.1 was used as statistical software. 
LPE-test P-value < 0.05 and Fold-change (>2, <-2). 
J; Translation, ribosomal structure and biogenesis, Z; Cytoskeleton, 
O;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rotein turnover, chaperones, 
and T;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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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문들은 주로 포낭 형성 시 발현이 증가되는 단백질

들에 대해 그 특성과 기능을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낭 형성 시 발현이 감소되는 유전자들

에 대한 중요도를 언급함으로써, 해당 단백질의 발현이 

억제 되어야만 포낭 형성이 원활하게 진행됨을 시사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백질들의 발현 억제 또는 과발

현이 포낭 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후에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가시아메바의 

포낭 형성 과정 중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와 발현이 감

소하는 유전자에 대한 profile들은 앞서 보고된 KOG 분

석 및 microarray 분석 결과와 함께 포낭을 형성하는 병

원성 원충의 포낭 형성 기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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