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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ycobacterium tuberculosis
sigB 유전자에 존재하는 SigH-와 SigE-의존적 promoter의
염기서열 분석
병원성세균들은 숙주에 감염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숙주의 방
어기작에 따른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노출된다. Extracytoplasmic function
(ECF) 계열의 sigma factor들은 미생물이 이러한 environmental stress에
저항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결핵균의 genome에는 13개의 sigma factor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중 10개가 ECF 계열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sigE와 sigH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결핵균의 병독성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이들 유전자의 산물인
SigE와 SigH는 oxidative stress와 heat stress에 대한 결핵균의 유전자발
현 조절기작에서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유전자 집단의 전사를 매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SigE와 SigH는 다른 sigma factor, SigB와 더불어 결핵균
의 stress에 대한 반응에서 중심적인 regulatory network을 구성하고 있는
데, 외부 자극에 따라 SigH가 sigE 유전자의 발현을 유발하며 SigH와 합
성된 SigE가 sigB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한다. 따라서 이들 sigma factor
유전자들의 발현에 매우 정교한 조절기작이 존재하며 두개의 sigma
factor, SigE와 SigH가 sigB 유전자의 promoter를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
다. 각 sigma factor가 인식하는 promoter들의 염기서열 분석하기 위하여

sigB 유전자에서 이미 알고 있는 SigH-의존적 promoter의 -35와 -10 지
역을 대상으로 -35 지역에 16개, -10 지역에 12개 위치에 돌연변이를 도입
하고 SigE와 SigH에 대한 promoter 활성에 미치는 각 돌연변이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정제한

SigH,

SigE와

대장균의

RNA

polymerase

core

enzyme을 재조합하여 사용한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를 통하여 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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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igE가

거의

유사한

-35

지역에

결합하며

각각

염기서열,

GGAA(T/c)(A/t)와 GGAACTC(A/C)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sigma factor가 인식하는 -10 지역의 염기서열도 서로 중복되어 있으며
SigH는 GTT, SigE는 (C/a)GTT 염기서열을 선호하였다. 이외에 아직 확
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다른 부위의 염기서열이 각 돌연변이 promoter의
전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이 제시되었다. 위에서 밝혀진 각 sigma
factor들의 promoter 염기서열에 대한 세포내 결합특이성은 야생형 혹은
각

sigma

factor

유전자의

돌연변이체

M.

smegmatis를

대상으로

transcriptional lacZ fusion을 이용하여 돌연변이 promoter들의 전사활성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각 sigma factor가 인식하
는 promoter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는 이들에 의하여 조절되는 유전자집단
(regulon)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차 보다 자세한 조절기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결핵균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세포내 유전자발현 조
절기작의 규명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Mycobacterium

tuberculosis,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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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factor,

promoter,

Mycobacterium tuberculosis
sigB 유전자에 존재하는 SigH-와 SigE-의존적 promoter의
염기서열 분석
<지도교수 조 상 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송 승 은

Ⅰ. 서론
1. 결핵의 현황과 결핵의 원인균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세균감염증이다. 최근의 WHO 추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61억 명의 1/3인
20억 명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으며, 매년 8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
하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1. 우리나라
에서도 전 인구의 약 1/3 이상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12만 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OECD가입
30개국 중 결핵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2. 따라서 결핵균의 특성을 이
해하고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그 중 결핵균의 병
독인자 탐색과 병인 기전 규명 및 병독인자의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가 중
요하다.
2. 결핵균 대사와 특징
결핵균은 공기 중에 있다가 사람이 호흡함과 동시에 호흡기를 통해 인
체에 유입되게 되는데, 이 때 처음 만나게 되는 폐포 대식세포(alveolar
macrophage)의 공격을 이겨내고 대식세포내에서 증식을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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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핵균은 숙주내로 감염되어 처음 만나게 되는 환경인 대식세포 내
에서 살아서 번식하기 위한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식세포가
세균을 살해하는 방법인 효소나 산을 분비하는 기전을 차단함으로써 대식
세포를 무력화시키거나 대식세포의 공격에 의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대식세포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3

져 있다 . 이와 같은 결핵균의 방어기전에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필
수적이며 결핵균은 대식세포 내의 환경에 따라 이러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
절하는 정교한 유전자발현 조절기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세균 RNA polymerase sigma factor의 기능
세균에서 유전자발현의 첫 단계는 RNA polymerase에 의한 유전자의
전사이다. RNA polymerase는 DNA의 특정한 부분, promoter를 인식하여
해당 유전자의 전사를 개시하는데, 세균은 주변 환경에 따라 RNA
polymerase에 의한 특정 유전자집단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적응한다. 세균의 RNA polymerase는 α2ββ’σ의 5가지 subunit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

중에서

sigma

subunit

혹은

sigma

factor가

RNA

polymerase가 인식하는 특정 promoter 염기서열에 대한 특이성을 부여한
다. RNA polymerase holo enzyme은 catalytic subunit로서 RNA를 합성하
는 활성을 가지고 있는 α2ββ’ 형태의 RNA polymease core enzyme과
promoter에 대한 결합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sigma factor가 결합하여 특정
한 promoter 염기서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전사할 수
있다. 세균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 sigma factor들의 기능을 조
절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유전자집단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외부환
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이나 세포의 분화 등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생산을
조절한다.
Sigma factor들이 결합하는 유전자의 promoter 지역에는 sigma factor
들이 인식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염기서열이 존재한다. 전사시작점의 5’ 방향
약 10번째 염기 주변에 주로 A와 T로 구성된 6개 정도의 염기서열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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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10 sequence)라고 하고, 전사시작점으로부터 약 35번째 염기 주
변의 특정 염기서열을 -35 염기서열(-35 sequence)이라고 부른다. 모든 유
전자들은 이 -10, -35 지역에 독특한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sigma factor들이 이들 중 특정한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promoter에 유사한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집단의 발현을 유도한
다.
4. ECF sigma factor
세균에 존재하는 다양한 sigma factor들은 각각이 전사를 매개하는 유
전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환경에서 세균의 기본적
인 생존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전사에 관여하는 것들을 principle sigma
factor라 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대장균에서 housekeeping 유전자 발현
에 관여하는 σ70이다. 그 밖에 heat shock 등 외부자극이나 특정한 환경에
서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에 관계하는 것들을 alternative sigma
factor라 한다4. 잘 알려진 alternative sigma factor로는 E. coli에서 ferric
E

FecI

citrate 흡수와 heat shock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σ 와 σ

5, 6

이 있으며

,

Streptomyces coelicolor에서는 oxidative stress에 관여하는 σR이 보고된
바 있다7.
이러한 alternative sigma factor 중에서 extracytoplasmic function
(ECF) 계열의 sigma factor들이 있는데 이것은 environmental stress의 환
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절인자이
다. ECF sigma factor는 결핵균의 병원성에 관계가 있는데, 결핵균 이외에
서도 ECF sigma factor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Pseudomonas

aeruginosa8, Vibrio cholerae9의 sigma factor들이 세균들의 병원성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많은 병원성 미생물에
서의 sigma factor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결핵균에서는

대식세포가

미생물을

공격하는

기전인

heat

shock,

oxidative stress, surface stress 등의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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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의 하나로서 sigma factor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결핵균의 sigma factor는 총 13개가 있는데 그 중 10개가 ECF sigma
10-12

factor로 알려져 있다
B

E

. 그 중 heat shock response에 세 가지 sigma

H

13-15

factor σ , σ , σ 의 전사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 ECF

sigma factor의 하나인 sigH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 결핵균은 heat
shock과 oxidative stress에 대하여 야생형 균주보다 더 적응성이 약하며,
H

σ 가 thioredoxin reductase/thiordoxin유전자와 heat shock response 유전
자인 dnaK와 clpB의 유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σH는
stress에 반응하는 또 다른 sigma factor인 sigE 유전자와 sigB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논문에서 oxidative stress나
surface stress 또는 heat shock에 의한 적응반응에서 sigE 유전자의 전사
가 σH에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surface stress후에 σH의
발현이 증가되며, 증가된 σH는 sigB 유전자의 전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15, 16

보고 되었다

.

따라서 다양한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sigB 유전자
의 전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외부자극에 따
라 sigB 유전자를 전사하기 위하여 sigB 유전자의 promoter에 다양한
sigma factor들이 인지할 수 있는 염기서열들이 존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5.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결핵균의 다양한 stress response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두개의 sigma factor, σE와 σH에 의하여 전사되는 것으로 알려진 sigB 유
전자의 promoter를 대상으로 각 sigma factor가 인식하는 특정한 염기서열
을 규명하기 위하여 SigH-의존적인 promoter의 -35, -10 부위에 돌연변이
E
H
를 도입하고 각 돌연변이 promoter들의 σ 와 σ 에 대한 promoter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각 sigma factor가 인식하는 promoter 염기서열을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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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가. 사용 균주와 plasmid
실험에 사용한 균주 및 plasmid는 표 1에 정리되었다.
나. 효소 및 시약
제한효소는 대부분 New England Biolabs (Beverly, MA, USA)제품
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KOSCO (Seoul, Korea)제품을 사용하였다. T4
DNA ligase는 New England Biolabs (Beverly, MA, USA)에서 구입하였
다.

Ampicillin과

(Uppsala,

chloramphenicol은

Sweden)에서,

kanamycin은

Amersharm
동아제약

Biosciences
(Seoul,

AB

Korea)에서,

zeocin은 Invitrogen (Carlsbad,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Hygromycin은
Roche (Mannheim, Germany)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의 시약들은
Sigma 제품 (Louis, MS, USA)과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양질
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균주 배양

E. coli DH5α와 E. coli BL21(DE3), E. coli BL21(DE3)pLysS는 고
체 또는 액체 Luria-Bertani 배지17 를 사용하여 호기적 조건으로 37℃에서
배양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ampicillin (100 ㎍/㎖), chloramphenicol (20 ㎍
/㎖), kanamycin (25 ㎍/㎖), hygromycin (25 ㎍/㎖)을 배지에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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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에서 사용된 균주와 plasmid
Strain 혹은 plasmid

Reference
혹은 source

Genotype 혹은 description

Mycobacterium smegmatis
mc2-155

High-frequency transformation strain of

25
2

M. smegmatis derived from wild-type strain mc -6
RH244

mc2-155 sigE::zeo (Zeor) [SigE-]

26

RH413

mc2-155 sigH:kan (Kanr) [SigH-]

R. N. Husson

RH414

mc -155 sigH:kan (Kan ) [SigH ] and

2

r

r

-

R. N. Husson

-

sigE::zeo (Zeo ) [SigE ]

E. coli
DH5α

supE44lac169( 80lacZ M15)hsdR17recAlendA

BRL

BL21(DE3)

gyrA96thi-1relA1
F2ompThsdSB(rB2mB2)galdcm(DE3)

Novagen

pET-3c

Expression vector for recombinant proteins; Ampr

Stratagene

pET-11a

Expression vector for recombinant proteins; Amp

r

Stratagene

pGEX-4T-3

Expression vector for recombinant proteins; Ampr

Novagen

pCS3

7,545-bp plasmid derived from pCV77; Kanamycin resistant

27

Plasmid

gene was replaced with hygromycin resistance gene
pTS130

pET-3c with Mycobacterium tuberculosis sigH gene; Ampr

This study

pTS143

pET-11a with Mycobacterium tuberculosis sigE gene; Ampr

This study

pTS144

pCV77 with T7 promoter region; Kan

pTS145

pTS144 with sigB promoter region; Kanr

pTS148

pGEX-4T-3 with Mycobacterium tuberculosis sigC gene;
Am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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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his study
This study

This study

Mycobacterium smegmatis는 10% albumin-dextrose-catalase (AD
C; bovine albumin fraction V 50 g, dextrose 20 g, catalase 1 g/ℓ)가 포
TM

함된 Difco

Middlebrook 7H9 broth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TM

Sparks, MD, USA) 액체배지와 Difco

Middlebrook 7H9 broth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로 만든 평판배지에서 호기
적인 조건으로 37℃에서 배양하였다.
나. 일반적인 재조합 DNA 기술
제한효소의 사용, DNA ligation 및 기타 DNA 재조합 방법, E. coli
형질전환과 plasmid DNA 추출은 Sambrook 등18 과 시약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
다. sigC, sigE, sigH 유전자의 클로닝

sigH 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위한 PCR은 전체 반응용액 50 ㎕ 중 20
ng의 결핵균 genomic DNA, 5 ㎕의 10X buffer (SolGent Co. Ltd.,
Daejeon, Korea.), 0.2 mM dNTP, 20 μM의 F primer, caccatcgatgtcg
gccatatgtatatctc, 20 μM의 R primer, atcaccatcactcactaaggatccggctgctaac,
2.5 U Pfu DNA polymerase (SolGent Co. Ltd., Daejeon, Korea.)를 넣은
시료로 수행하였다. PCR은 95℃에서 5분 동안 pre-denaturation한 후, 9
5℃에서 20초간 denaturation, 54℃에서 20초간 annealing, 72℃에서 20초
간 extenstion을 30 cycles간 수행한 후, 72℃에서 10분간 final extension
을 하는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PCR산물은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
여 목적 단편임을 확인한 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PCR산물은 제한효소

BamHⅠ과 NdeⅠ으로 37℃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ET-3c vector
또한 같은 제한효소로 처리하였다. 제한효소로 자른 PCR산물과 pET-3c
vector를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QIAquick gel extrac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DNA 단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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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0℃에서 5분간 가열시킨 다음, T4 DNA ligase를 첨가하고 16℃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전체 시료 중 5 ㎕를 E. coli DH5α에 도입시켜
ampicillin (100 ㎍/㎖)이 포함된 LB 평판 배지에 도말한 후 37℃에서 16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얻어진 콜로니를 ampicillin이 포함된 LB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7℃에서 16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Plasmid SV mini kit
(Generalbiosystem, Seoul, Korea)를 이용하여 plasmid를 정제한 후, 제한
효소로 잘라 삽입된 DNA 단편을 확인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sigE 유전자를 포함하는 DNA 단편을 증폭하기 위한 PCR에는 F
primer, gatatacatatgtctcatcccaacaggtc와 R primer, ttagcagccggatccttagtg
atggtgatg를 사용하였고 반응액의 조성은 앞의 실험과 동일하였다. PCR의
조건은 58℃에서 20초간 annealing을 실시한 것 외에 앞의 실험과 동일하
였다. PCR산물은 제한효소 NdeⅠ과 BamHⅠ을 이용해 pET-11a vector
에 클로닝하였다.

sicC 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위한 PCR의 반응물 조성은 앞의 실험과
같으며 F primer, tggtttgaattcaatgaccgcgacggcaagc와 R primer, ccggggtc
gacctagtgatggtgatggtgatggccggtgaggtcgtcggg를 사용하였다. PCR의 조건
은 앞에서 sigE 유전자를 포함한 DNA 단편을 증폭하기 위한 PCR과 같
았고, PCR산물을 EcoRⅠ과 SalⅠ으로 잘라 같은 제한효소로 처리된
pGEX-4T-3 vector에 클로닝하였다.
라. E. coli에서의 과량발현 및 정제
각각 sigE, sigH, sicC 유전자가 클로닝된 단백질 발현 plasmid를 E.

coli BL21(DE3), E. coli BL21(DE3)pLysS에 도입하여 E. coli BL21(DE3)
는 ampicillin LB 평판배지에, E. coli BL21(DE3)plysS는 ampicillin과
chloramphenicol이 포함된 LB 평판배지에 도말한 후, 37℃에서 12시간 배
양하였다. 형질전환체를 항생제를 포함하는 3 ㎖의 LB 액체배지를 이용하
여 37℃에서 하루 동안 배양한 후, 배양된 균 450 ㎕를 15 ㎖의 LB 액체
배지에 옮겨서 호기적 조건으로 37℃에서 배양하다가 OD600가 0.6에 이를

- 10 -

때까지 배양하였다. 과량발현할 세균 배양액에 1 mM IPTG를 첨가하여 3
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IPTG가 첨가되지 않은 배양액을 같은 시간 배양하
여 과량발현의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배양액을 4℃에서 원심분리하여 균
체들을 모아 25 mM Tris [pH 8.0]에 재현탁하였다 (10배 희석한 배양액
의 OD600가 0.25일 때 800 ㎕의 25 mM Tris [pH 8.0]를 사용). 재현탁된
균 250 ㎕와 BugBuster protein extraction reagent (Merck, Darmstadt,
Germany) 250 ㎕를 섞어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lysis시킨 시료 중
SDS-PAGE의 전체 세포단백질 확인을 위한 시료로 100 ㎕ 남기고 나머
지를 4℃에서 9,000 ×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된 시료의 상층
액을 수용성 단백질 시료로 하였고, 침전물을 400 ㎕의 25 mM

Tris [pH

8.0]에 풀어 불용성 단백질 시료로 하였다. 과발현하지 않은 균체, 과발현
한

균체의

전체

세포단백질,

수용성

단백질

및

불용성

단백질을

SDS-PAGE로 분석하여 단백질의 발현 및 발현된 단백질의 수용성을 확
인하였다.
SigH의 정제를 위해서 pTS130으로 형질전환된 E. coli BL21(DE3)를
이용하여 과량발현하였다. 형질전환체를 LB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37℃에
서 호기적인 조건으로 8시간 동안 배양하고, 배양된 균들은 100 ㎖의 LB
액체배지에 옮겨 37℃에서 3시간 배양하였으며, 30 ㎖의 배양된 균을 1 ℓ
의 새로운 LB 액체배지로 옮겨 37℃에서 OD600가 0.6이 되었을 때, 1 mM
IPTG를 넣어 3시간 동안 단백질을 과량발현하였다. 대량으로 배양한 균을
4℃에서 3,000 ×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한 다음, 25 mM Tris [pH
8.0] 40 ㎖에 재현탁 하였다. 재현탁한 균을 sonication으로 lysis시킨 후
4℃에서 10,000 ×g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취한 다음 NiNTA His․Bind resin (Merck, Darmstadt, Germany)을 이용하여 정제하
였다. 상층액을 50%(v/v) Ni-NTA His․Bind resin 1 ㎖과 섞어 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25 mM Tris [pH 8.0], 20 mM

imidazole, 300

mM NaCl로 50 ㎖씩 3번 씻어 결합되지 않은 단백질들을 제거한 다음
column에 packing하여 25 mM Tris [pH 8.0],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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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dazole, 300

mM NaCl로 elution하였다. 얻어진 단백질을 25 mM Tris [pH 8.5]에 투석
한 후, MonoQ column (MonoQ 5/50 GL; Amersharm Biosciences AB,
Uppsala, Sweden)을 이용한 ion exchange chromatography로 정제하였다.
5 ㎖의 20 mM Tris [pH 8.5]를 미리 흘려준 MonoQ column에 2 ㎖의 단
백질용액을 loading하고 1 ㎖의 20 mM Tris [pH 8.5]로 결합되지 않은 단
백질들을 제거한 후에,

20 mM Tris [pH 8.5]에서부터 20 mM Tris [pH

8.5], 1 M NaCl까지 20 ㎖로 gradient를 주어 elution하면서 tube 당 500
㎕씩 받았다. 각 fraction을 SDS-PAGE로 분석하고 SigH 단백질을 포함
하는 fraction들을 모아 bovine serum albumin (Amersharm Biosciences
AB, Uppsala, Sweden)을 표준 단백질로 사용하여 Bradford 방법18에 따라
정량하였다. 정량이 끝난 단백질은 500 ㎕씩 분주하여 -70℃에 보관하였
다.
SigE 단백질은 pTS143으로 형질전환된 E. coli BL21(DE3)pLysS를
사용하여 과량발현하였으며 위 SigH 단백질의 정제와 같은 방법으로 정제
하였다. 정제된 단백질들은 정량하여 -70℃에 보관하였다.
SigC-GST fusion 단백질은 pTS147을 포함하는 E. coli BL21(DE3)
를 이용하여 과량발현하였다. 배양액의 OD600가 0.6에 도달하였을 때 얼음
에 10분간 두어 온도를 내리고, 0.5 mM IPTG를 첨가한 후 25℃에서 5시
간 배양하여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배양된 균들은 4℃에서 3,000
×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한 다음, 50 mM Tris [pH 8.0] 40 ㎖에
재현탁하였다. 재현탁된 균을 sonication으로 lysis시킨 다음. 4℃에서
10,000 ×g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해 GSTrap column (Am
-ersharm Biosciences AB, Uppsala, Sweden)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미
리 10 ㎖의 50 mM Tris [pH 8.0]로 흘려준 column에 20 ㎖의 시료를
loading 한 다음, 50 mM Tris [pH 8.0]으로 결합되지 않은 시료들을 제거
하고 50 mM Tris [pH 8.0], 10

mM reduced L-Glutathione으로 elution

하였다. 회수한 단백질은 SDS-PAGE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SigC-GST
fusion 단백질이 포함된 fraction들을 모아 정량 후 -70℃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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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igB promoter를 포함한 plasmid의 제작과 돌연변이의 도입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의 template로 사용될 sigB promoter를
plasmid에 클로닝하였다. 야생형의 sigB promoter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두 개의 oligonucleotide, psigB-wt primer, cagggaagcttatcactgctgggtggg
aactcaaagtccggctttgtcgtt와 psigB-up primer, ttcaggccgaaacagcaatttgggg
tactgtcacgcagctagcc를 각각 200 μM 씩 섞어 95℃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25℃까지 서서히 식혀 annealing한 다음 SalⅠ과 HindⅢ로 자르고 같은
제한효소로 처리된 pTS144와 연결하여 pTS145를 제작하였다.
돌연변이를 일으킬 -35, -10 지역은 이전 논문에서 밝혀진 SigH
-dependent promoter들의 sequence alignment를 기초로 하여 선정하었다
17
(그림 1) . 선정된 위치의 sigB promoter -35, -10 지역의 염기서열을

PCR을 이용한 site-direct mutagenesis 방법으로 돌연변이시켰다 (그림 2).
표 2의 primer들 중에서 pTS145에 primer a와 primer b를 PCR하고,
primer c와 primer d를 PCR한 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로 정제
한 후에 두 PCR산물을 섞어 primer 없이 PCR을 수행하여 연장한 다음,
다시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로 정제하고 primer e와 primer f로
PCR을 수행하였다. 만들어진 PCR 산물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로 정제한 후 SalⅠ과 HindⅢ로 처리하고, 같은 제한효소로 처리된
pTS144와 연결하여 돌연변이 sigB promoter지역을 가지고 있는 plasmid
를 제작하였다 (그림 3).
바. in vitro transcription assay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는 기존 논문의 방법을 따랐다20-23. 0.2 U
의 E. coli RNA polymerase core enzyme (Epicentre Technologies,
Madison, WI, USA)과 0.5 µg의 정제된 SigH (혹은 SigE) 단백질을 30 ㎕
의 transcription buffer (50 mM Tris-HCl [pH 8.0], 10 mM MgCl2, 50
mM KCl, 0.1 mM EDTA, 250 µg/㎖ bovine serum albumin과 2.5 U/㎕
SUPERase-In (Ambion, Austin, TX,

USA)에서 37℃에서 30분 동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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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 1516

si gB
trxB2
Rv2466c
dnaK
clpB
sigE
sigH
consensus

+1

1 2 3 4 5 6 7 8 9 101112

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TTaaaccccatgacagtg
gctcgcctgCGGGAACAGCagtgcctacgctgGCGTTctgttgtctcagatct
ccgggtcggCGGGAACAGGtgcggggcggccgTGGTTgtgctgggcggtgtac
gccgccacgCGGGAACAAGacccgcacgaccaGCGTTagcatgctcagtaagt
taaaattgaGCGGAACAGActcaacattgacgGCGTTgaacaacccgacaagc
accccgggtTGGGAATACGgaatcgcaactttGCGTTgccgacggtgacgact
attcagcgcTGGAAATAACccgctggcgaacaCGGTTgattggttcggttcct
ygGgAAca

cGTTr

그림 1. SigH-dependent promoter들의 sequence alignment.
7개의 SigH-dependent promoter를 비교하였다. -35와 -10 지역은 검은 바탕으로
표시되었고, 위의 숫자들은 sigB promoter를 중심으로 돌연변이가 도입된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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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X’
X
X
X’

d

b
primer a + b
primer c + d

PCR

e
X’
X’
X’
X’
f

PCR

primer e + f

X’
X’

그림 2. PCR을 이용한 site-direct mutagenesis.
먼저 primer a와 b, primer c와 d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여 단편들을 얻어내
고, 이 단편을 섞은 다음 primer e와 f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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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를 위한 template의 제작에 사용된 primer들
primer
a

b

c

name

primer sequence ('5 - '3)

sigBmut-1F

tgcgagagtagggaactg

sigBmut-35a-R

gttcccaccDagcagtgat

sigBmut-35b-R

agttcccacDcagcagtga

sigBmut-35c-R

gagttcccaDccagcagtg

sigBmut-35d-R

agccggactVtgagttccc

sigBmut-35e-R

aagccggacVttgagttcc

sigBmut-35f-R

aaagccggaDtttgagttc

sigBmut-10a-R

gtttaacgaDaaagccgga

sigBmut-10b-R

catggggttVaacgacaaa

sigBmut-10c-R

tcatggggtVtaacgacaa

sigBmut-10d-R

gtcatggggVttaacgaca

sigBmut-10e-R

tgtcatgggHtttaacgac

sigBmut-10f-R

ctgtcatggHgtttaacga

sigBmut-10g-R

actgtcatgHggtttaacg

psigB-35-up

ccgatgtcgacgcactgtcatggggtttaacgacaaagccggactt

psigB-35-wt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1a

cagggaagcttatcactgctgggagg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1g

cagggaagcttatcactgctgggggg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1c

cagggaagcttatcactgctgggcgg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2c

cagggaagcttatcactgctgggtcg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2a

cagggaagcttatcactgctgggtag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2t

cagggaagcttatcactgctgggttg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3c

cagggaagcttatcactgctgggtgc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3a

cagggaagcttatcactgctgggtga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3t

cagggaagcttatcactgctgggtgtg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4c

cagggaagcttatcactgctgggtggc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4a

cagggaagcttatcactgctgggtgga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4t

cagggaagcttatcactgctgggtggta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5t

cagggaagcttatcactgctgggtgggt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5g

cagggaagcttatcactgctgggtgggg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5c

cagggaagcttatcactgctgggtgggca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6t

cagggaagcttatcactgctgggtgggat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6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g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6c

cagggaagcttatcactgctgggtgggacctcaaagtccggctttgtcgtt

psigB-35-7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gtcaaagtccggctttgtcgtt

psigB-35-7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atcaaagtccggctttgtcgtt

psigB-35-7t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ttcaaagtccggctttgtcg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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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sigB-35-8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acaaagtccggctttgtcgtt

psigB-35-8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gcaaagtccggctttgtcgtt

psigB-35-8c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ccaaagtccggctttgtcgtt

psigB-35-9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gaaagtccggctttgtcgtt

psigB-35-9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aaaagtccggctttgtcgtt

psigB-35-9t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taaagtccggctttgtcgtt

psigB-35-10t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taagtccggctttgtcgtt

psigB-35-10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gaagtccggctttgtcgtt

psigB-35-10c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caagtccggctttgtcgtt

psigB-10-1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acgtt

psigB-10-1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gcgtt

psigB-10-1c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ccgtt

psigB-10-2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agtt

psigB-10-2t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tgtt

psigB-10-2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ggtt

psigB-10-3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att

psigB-10-3t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ttt

psigB-10-3c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ctt

psigB-10-4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at

psigB-10-4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gt

psigB-10-4c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ct

psigB-10-5a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ta

psigB-10-5g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tc

psigB-10-5c
sigBmut-35a-F
sigBmut-35b-F

cagggaagcttatcactgctgggtgggaactcaaagtccggctttgtcgtc
atcactgctHggtgggaac
tcactgctgHgtgggaact

sigBmut-35c-F

cactgctggHtgggaactc

sigBmut-35d-F

gggaactcaBagtccggct

sigBmut-35e-F

ggaactcaaBgtccggctt

sigBmut-35f-F

gaactcaaaHtccggcttt

sigBmut-10a-F

tccggctttHtcgttaaac

sigBmut-10b-F

tttgtcgttBaaccccatg

sigBmut-10c-F

ttgtcgttaBaccccatga

sigBmut-10d-F

tgtcgttaaBccccatgac

sigBmut-10e-F

gtcgttaaaDcccatgaca

sigBmut-10f-F

tcgttaaacDccatgacag

sigBmut-10g-F

cgttaaaccDcatgacagt

d

sigBmut-2R

atcggcctcaggaagatc

e

sigBmut-2F

acgctctcctgagtagga

f

sigBmut-1R

attgaccgtaatgggata

Code name H : a + t + c, V : g + a + c, D : g + a + t, B : g + t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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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H)

248 nts
Bsu36I

-35 -10

rrnB t2

lacZ

1

TTGAACGTTG CGAAGCAACG GCCCGGAGGG TGGCGGGCAG GACGCCCGCC ATAAACTGCC AGGCATCAAA TTAAGCAGAA
AACTTGCAAC GCTTCGTTGC CGGGCCTCCC ACCGCCCGTC CTGCGGGCGG TATTTGACGG TCCGTAGTTT AATTCGTCTT

81

GGCCATCCTG ACGGATGGCC TTTTTGCGTT TCTACAAACT CTTCCTGTCG TCATATCTAG ATATCCATGG ATCCAGCTGC
CCGGTAGGAC TGCCTACCGG AAAAACGCAA AGATGTTTGA GAAGGACAGC AGTATAGATC TATAGGTACC TAGGTCGACG

161

AGTAATACGA CTCACTATAG GGAAGCTTAT CACTGCTGGG TGGGAACTCA AAGTCCGGCT TTGTCGTTAA ACCCCATGAC
TCATTATGCT GAGTGATATC CCTTCGAATA GTGACGACCC ACCCTTGAGT TTCAGGCCGA AACAGCAATT TGGGGTACTG

241

AGTGCGTCGA CAGGAGGATT CACCATGGCT CGTGTTTTAC AACGTCGTGA CTGGGAAAAC CCTGGCGTTA CCCAACTTAA
TCACGCAGCT GTCCTCCTAA GTGGTACCGA GCACAAAATG TTGCAGCACT GACCCTTTTG GGACCGCAAT GGGTTGAATT

321

TCGCCTTGCA GCACATCCCC CTTTCGCCAG CTGGCGTAAT AGCGAAGAGG CCCGCACCGA TCGCCCTTCC CAACAGTTGC
AGCGGAACGT CGTGTAGGGG GAAAGCGGTC GACCGCATTA TCGCTTCTCC GGGCGTGGCT AGCGGGAAGG GTTGTCAACG

401

GCAGCCTGAA TGGCGAATGG CGCTTTGCCT GGTTTCCGGC ACCAGAAGCG GTGCCGGAAA GCTGGCTGGA GTGCGATCTT
CGTCGGACTT ACCGCTTACC GCGAAACGGA CCAAAGGCCG TGGTCTTCGC CACGGCCTTT CGACCGACCT CACGCTAGAA

481

CCTGAGGCCG ATACTGTCGT CGTCCCCTCA AACTGGCAGA TGCACGGTTA CGATGCGCCC ATCTACACCA ACGTAACCTA
GGACTCCGGC TATGACAGCA GCAGGGGAGT TTGACCGTCT ACGTGCCAAT GCTACGCGGG TAGATGTGGT TGCATTGGAT

rrnB t2

-35

-10

+1

lacZ

248 nts
Bsu36I

그림 3. in vitro transcription에 사용된 sigB promoter 염기서열과 모식도.
야생형 및 돌연변이 sigB promoter를 포함하는 plasmid를 Bsu36I으로 잘라 선형
으로 만들고 이를 template로 사용하여 transcription시켜 248 bp의 transcript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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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응시켰다. 재조합된 E․σ

E

holo enzyme(혹은 재조합된 E․σ

holo

enzyme)에 0.09 pmol의 DNA template를 더한 다음 37°C에서 5분간 반응
32

시켰다. [α- P]UTP와 다른 세 가지 nucleotides를 넣은 후, 37°C에서 2분
간 반응시키고, heparin과 동위원소로 표지하지 않은 UTP를 첨가하여
37°C에서 5분간 두었다. 최종 반응액 40 ㎕에 첨가된 [α-32P]UTP와
nucleotide 및 heparin의 최종 농도는 0.15 mM ATP, 0.15 mM GTP, 0.15
32

mM UTP, 0.15 mM CTP, 4 µCi [α- P]UTP, 그리고 200 µg/ml heparin
이었다. 반응을 마친 시료들은 7 M Urea를 포함하는 6%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에서 20 W로 1시간 동안 전기영동하였으며, 결과는 전
개된 gel을 말린 후 X-ray 필름을 감광시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감광된 필름을 스캐닝한 이미지를 TINA program (http://www.niac.man.
ac.uk/Tina/tina_soft.html)으로 분석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각 돌연변
이 sigB promoter로부터 전사된 transcripts의 양을 야생형 sigB promoter
로부터 전사된 transcripts의 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내었다.
사. Mycobacterium smegmatis의 형질전환

M. smegmatis의 형질전환은 electroporation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10% ADC가 포함된 7H9 액체배지에 전배양한 M. smegmatis mc2-155
(혹은 M. smegmatis RH244, M. smegmatis RH413, M. smegmatis
RH414) 2 ㎖을 10% ADC가 포함된 7H9 액체배지 400 ㎖에 접종하고

3

7℃에서 호기적인 조건으로 OD600이 0.8에 도달할 때까지 배양한 후, 얼음
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하고 4℃에서 3,000 ×g로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수집하였다. 균체를 80 ㎖, 40 ㎖, 20 ㎖의 멸균된 차가운 10% (v/v)
glycerol 용액으로

부피를 줄여가며 씻어 준 후, 최종적으로 4 ㎖에 다시

풀어 100 ㎕ 씩 분주하여 -70℃에 보관하였다.
형질전환을 위하여 100 ㎕의 competent cell을 얼음에서 녹인 후, 4℃
에서 3,000 ×g로 2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다시 100 ㎕의 10%
(v/v) glycerol 용액에 재현탁하였다. 1 ㎍의 DNA를 넣고 얼음에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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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방치하고 0.2 cm의 electroporation용 cuvette으로 옮긴 후, 2.5 kV/cm,
25 ㎌, 1000 Ω의 조건으로 전기충격을 주었다. 전기충격 후 얼음에서 10
분간 방치하고 cuvette 당 10% ADC가 첨가된 7H9 액체배지 900 ㎕를 첨
가하여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항생제와 10% ADC가 첨가된
7H9으로 만든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배양하였다. 37℃에서 3일간 배양하여
얻어진 콜로니를 다시 새로운 고체배지로 계대하여 37℃에서 3일간 배양
하여 형질전환체를 얻었다.
아. β-Galactosidase 활성 측정
야생형 및 돌연변이 sigB promoter 염기서열이 promoter를 갖지 않
는 lacZ 유전자에 연결된 plasmid들을 이용하여 β-galactosidase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야생형 및 돌연변이 sigB promoter의 전사정도를 확인하였
다. 각 plasmid를 가지고 있는 M. smegmatis 형질전환체를 10%의 ADC
가 포함된 7H9 액체배지에 전배양하고, 300 ㎕를 같은 조성의 새로운 배
지 15 ㎖에 옮겨 접종한 후 37℃에서 호기적으로 OD600가 0.3이 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배양액 300 ㎕와 Z buffer (0.1 M sodium phosphate [pH
7.0], 10 mM KCl, 1 mM MgSO4, 50 mM β-mercaptoethanol) 700 ㎕를
섞은 후, toluene을 15 ㎕씩 첨가하고 즉시 10초간 vortexing한 다음 37℃
에서 40분간 회전시키면서 toluene을 증발시켰다. 각 시료에 4 ㎎/㎖의

o-nitrophen yl-β-D-galactoside 용액을 200 ㎕ 첨가하고 10초간 잘 섞어
주었다. 이 혼합액이 노란색이 되면 500 ㎕의 1 M Na2CO3를 첨가함으로
써 반응을 종결시키고 반응시간을 기록하였다. 반응액을 얼음에 1분간 방
치한 후, OD420과 OD550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β-Galactosidase의 활
성은 아래와 같이 Miller unit로 계산하였다.
Units= 1000 × (OD420 -1.75 × OD550/ t × v × OD600)
t, 반응시간 v, 사용한 배양액의 부피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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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과량발현을 위한 sigC, sigE, sigH 유전자의 클로닝
SigE와 SigH를 과량발현시키기 위하여 각 sigma factor의 유전자를
T7 promoter를 포함하는 expression vector에 클로닝하였다. 각 유전자에
해당하는

DNA

단편을

층폭하기

위한

PCR에는

M.

tuberculosis의

genomic DNA를 PCR의 주형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유전자의 3’ 말단에
해당하는 primer에 histidine을 cording하는 6개의 codon을 첨가함으로써
생산되는 단백질이 C-말단에 histidine tag을 갖도록 하였다. PCR을 통하
여 각각 sigE 유전자와 sigH 유전자를 포함하는 666 bp와 651 bp DNA
절편을 증폭하였으며 각각의 PCR산물을 NdeI과 BamHI으로 잘라 같은
제한효소로

미리

자른

pET-3c와

pET-11a에

클로닝하여

pTS130과

pTS143을 제작하였다 (그림 4).
SigC는 pGEX-4T-3를 이용하여 GST fusion의 형태로 과량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PCR로 증폭하여 얻어진 sigC 유전자를 포함하는 660
bp DNA 단편을 EcoRⅠ과 SalⅠ으로 자른 후, 같은 제한효소로 미리 자른
pGEX-4T-3에 클로닝하여 pTS148을 제작하였다 (그림 4).
각 plasmid에 삽입된 DNA 단편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클로닝된 각
유전자에서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E. coli에서의 과량발현 및 정제
가. SigH
SigH 재조합 단백질을 과량발현하기 위해 만든 pTS130은 E. coli
BL21(DE3)에 도입하여 배양하였고, 배양액의 OD600이 0.6에 도달하였을
때 1 mM IPTG를 첨가하여 37℃에서 3시간 동안 발현을 유도하였다. 과
발현된 단백질은 일차로 Ni-NTA His․Bind resin을 이용한 af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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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mH I (513)
bla
sigH-6x His

Nde I (1186)

pTS130

T7

5273 bp

ori (pBR322)

sigH

B
BamH I (320)
bla

sigE-6x His
NdeI (975)
T7

pTS143
6292 bp
ColE1
lacI

C
lacO
ptac
GST
thrombin
EcoRI (939)
lacIq
sigC

pTS148
5541 bp

Sal I (1522)

promoter
ori

bla

그림 4. 과량발현을 위한 sigC, sigE와 sigH 유전자의 클로닝.
A, B. 과량발현을 위하여 3’ 말단에 6개 histidine의 codon이 첨가된 sigH와 sigE
유전자를 각각 T7 promoter를 포함하는 pET-3c와 pET-11a에 클로닝하였다. C.

sigC 유전자를 pGEX-4T-3에 클로닝하여 SigC가 GST fusion의 형태로 발현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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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igH 재조합 단백질 과량발현과 정제.
A. 과량발현된 균체로부터 수용성단백질을 얻은 후 Ni-NTA His․Bind resin을
이용하여 SigH를 정제하고 SDS-PAGE로 확인하였다. Lanes: 1, size marker; 2,
induction을 하지 않은 균체의 단백질; 3, IPTG를 넣어 induction한 균체의 단백
질; 4, 과량발현된 균체의 수용성 단백질; 5, 과량발현된 균체의 불용성 단백질; 6,
Ni-NTA His․Bind resin에 결합하지 않은 단백질; 7-8, elution 1-2. B. MonoQ
column을 이용하여 SigH 단백질을 정제하고 SDS-PAGE로 확인하였다. Fraction
48부터 51번째에서 SigH를 회수하였다. Lane은 fraction number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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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y로 정제하였으며, MonoQ column을 이용한 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섞여있는 다른 단백질들을 제거하였다 (그림
5). 1 ℓ 배양액으로부터 최종 13.3 ㎎의 SigH를 정제하였다.
나. SigE
SigE 재조합 단백질의 과량발현은 pTS143으로 형질전환된 E. coli
BL21(DE3)pLysS를 사용하였으며 배양액의 OD600이 0.6에 도달하였을 때
얼음에서 10분간 식힌 다음 1 mM IPTG를 첨가하여 25℃에서 5시간 동안
배양하여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정제과정은 위의 SigH와 같으며,
Ni-NTA His․Bind resin을 이용한 affinity chromatography로 정제할 때
의 회수조건은 25 mM

Tris [pH 8.0], 200 mM imidazole, 300 mM

NaCl이었다 (그림 6). 이 단백질 또한 MonoQ column을 이용한 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정제하였으나, SigE 재조합 단백질
보다 분자량이 조금 작은 다른 단백질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data not
shown). 그러나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정제를 하지 않았다. 1 ℓ 배양액으로부터 2
mg의 SigE를 정제하였다.
다. SigC
SigC 재조합 단백질의 과량발현은 pTS148로 형질전환된 E. coli
BL21(DE3)를 사용하였으며 배양액의 OD600이 0.6에 도달하였을 때 얼음에
서 10분간 두어 배양액의 온도를 내리고 0.5 mM

IPTG를 첨가하여 25℃

에서 5시간 동안 발현을 유도하였다. 과발현된 단백질은 GSTrap column
(Amersharm

Biosciences

AB,

Uppsala,

Sweden)을

이용한

affinity

chromatography로 정제하였다 (그림 7). 정제된 SigC 중 3번째 elution이
가장 SigC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나 SigC 이외의 다른 단백질이 많이 섞
여있어 사용하지 않았고, 4, 5, 15, 16, 17번째 elution의 단백질들만을 모아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1 ℓ의 배양액에서 3 ㎎의 SigC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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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gE 재조합 단백질 과발현과 정제.
과량발현된 균체로부터 수용성단백질을 얻은 후 Ni-NTA His․Bind resin을 이
용하여 SigE를 정제하고 SDS-PAGE로 확인하였다. Lanes: 1, size marker; 2,
induction을 하지 않은 균체의 단백질; 3, IPTG를 넣어 induction한 균체의 단백
질; 4, 과량발현된 균체의 수용성 단백질; 5, 과량발현된 균체의 불용성 단백질; 6,
Ni-NTA His․Bind resin에 결합하지 않은 단백질; 7-9, elu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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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igC 재조합 단백질 정제.
A. pTS148로 형질전환된 E. coli BL21(DE3)를 배양하여 과량발현 시켰을 때 수
용성단백질에 SigC가 있는지 SDS-PAGE로 확인하였다. Lanes: 1, size marker;
2, induction을 하지 않은 균체의 단백질; 3, IPTG를 넣어 induction한 균체의 단
백질; 4, 과량발현된 균체의 수용성 단백질 5, 과량발현된 균체의 불용성 단백질
B. 과량발현된 균체로부터 수용성단백질을 얻은 후 GSTrap column 을 이용하여
SigC를 정제하고 SDS-PAGE로 확인하였다. Lanes: 1, size maker; 2, IPTG를 넣
어 induction한 후의 균체의 단백질; 3, 과량발현된 균체의 수용성 단백질; 4,
3MM paper로 거른 단백질; 5, GSTrap column에 loading 중 받아낸 단백질 1; 6,
GSTrap column에 loading 중 받아낸 단백질 3; 7, washing 중 받아낸 단백질;
8-13, elution 1, 2, 3, 4, 5,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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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gB promoter 부분을 포함하는 plasmid 제작과 돌연변이 도입
pTS144에 sigB promoter 부위를 삽입시켜 pTS145를 만들었으며,
PCR을 이용한 site-direct mutagenesis로 sigB promoter 염기서열 중 -35
지역 16 군데와 -10 지역 12 군데의 염기서열을 변화시켰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돌연변이 sigB promoter를 포함하는 plasmid의 염기서열을 결정
하여 돌연변이가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8). 모든 plasmid들은

Bsu36I으로 처리하고 농도를 20 ng/㎕로 맞추어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에서 사용할 template로 만들었다 (그림 9).
4. SigC, SigE와 SigH에 의한 야생형 sigB promoter의 전사
야생형 sigB promoter를 template로 하여 SigH, SigE, SigC 각각을
RNA polymerase core enzyme과 재조합한 후 in vitro transcription을 수
행하였다. E. coli RNA polymerase core enzyme만으로는 transcription이
H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재조합한 E․σ 는 아주 약하게 sigB
promoter와 결합하여 전사를 하는 반면, 재조합한 E․σE는 재조합한 E․σ
H

보다 sigB promoter에 매우 강하게 결합하여 전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조합한 E․σC는 sigB promoter로부터 전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 따라서 이후의 실험에서는 SigC가 제외되었다.
5. SigE와 SigH에 의한 야생형 및 돌연변이 sigB promoter의 전사
돌연변이 sigB promoter 및 야생형 sigB promoter가 포함된 plamid
들을 Bsu36Ⅰ으로 자른 것을 template로 하여, SigH와 SigE를 각각 E.

coli RNA loymerase core enzyme과 재조합한 후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그림 11). 정량적인 분석은 감광된 필름을 스캐닝한
이미지를 TINA program (http://www.niac.man.ac.uk/Tina/tina_soft.html)
으로 분석하여 실시하였는데, 각 돌연변이 sigB promoter로부터 전사된
transcripts의 양을 야생형 sigB promoter로부터 전사된 transcripts의 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내었다. SigE와 SigH에 의한 야생형 및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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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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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igB promoter에 돌연변이 도입.
pTS145를 주형으로 하여 sigB promoter의 -35, -10 부분을 PCR을 이용한 돌연
변이를 일으킨 후, pTS144에 클로닝하여 돌연변이 sigB promoter를 갖는 plasmid
를 만들었다. 그림은 염기서열을 확인한 대표적인 예로 -35 4T부분의 염기서열이
원래의 T에서 G, A, C로 변한 plasmid들을 얻어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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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에 사용된 template DNA 준비.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를 위해 돌연변이 sigB 및 야생형 sigB가 포함된
plamid들을 Bsu36Ⅰ으로 자른 후, 정제하여 확인하였다. 그림의 1-45는 순서대로
-35의 1A, 1T, 1C, 2A, 2T, 4A, 4G, 4C, 5A, 5T, 5C, 6A, 6T, 6C, 7A, 7T, 7C,
8T, 8G, 8C, 9T, 9G, 9C, 10A, 10T, 10G, 11A, 11G, 11C, 12A, 12T, 12G, 13T,
13G, 13C, 14T, 14G, 14C, 15T, 15G, 15C, 16A, 16T, 16C, 돌연변이 및 야생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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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SigC, SigE, SigH에 의한 야생형 sigB promoter의 전사.
야생형 sigB promoter를 template로 하여 각 재조합 단백질 SigH, SigE, SigC를
RNA polymerase core enzyme과 재조합한 후 in vitro transcription을 수행한 결
과 SigH보다 SigE가 강하게 sigB promoter를 인식하여 전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SigC는 sigB promoter에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anes: 1, E.
H

coli RNA polymerase core enzyme; 2, E․σ

enzyme; 4, E․σC holo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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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 enzyme; 3, E․σE holo

sigB promoter의 전사에 대한 실험으로 SigE와 SigH에 의존적으로 일어
나는 전사가 promoter의 염기서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13).
SigH에 의존적인 돌연변이 및 야생형 sigB promoter 활성을 보면,
-35 지역의 1G 위치부터 5G 위치까지는 A, T, G, C 어느 염기서열로 바
뀌어도 전사량이 야생형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다만 2G 위치의 염기서열이
C로 바뀌게 되면 야생형보다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G 위치부터 9A 위치까지는 야생형 염기서열에서 다른 염기서열로 변하게
되면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10C 위치부터 11C 위치까지는
야생형의 염기서열이 다른 염기서열로 변하게 되면 전사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10C 위치의 염기서열이 T가 되는 경우와 11T 위치의 염기서열이 G
가 되는 경우 전사량이 20배 정도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13A 위치부
터 16G 위치까지는 어느 염기서열이 위치해도 야생형의 전사량과 비슷하
며, 다만 14A 위치의 염기서열이 T나 C로 바뀌었을 때 전사량이 줄어들었
다. -10 지역을 보면 1G 위치부터 3C 위치까지는 다른 염기서열로 변하여
도 돌연변이 promoter의 전사량이 야생형의 전사량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
으며, 4G 위치부터 6T 위치까지는 염기서열이 야생형에서 다른 염기서열
로 변했을 경우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7A 위치부터 12C 위
치까지는 어떤 염기서열로 바뀌어도 전사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8A
위치에 G로 바뀌었을 경우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gE에 의존적인 돌연변이 및 야생형 sigB promoter 활성을 보면,
-35 지역의 1G 위치부터 5G 위치에는 A, T, G, C 어느 염기서열로 바뀌
어도 전사량이 야생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G 위치의 염기서열이 C로
바뀌었을 경우와 4T 위치의 염기서열이 C로 바뀌었을 경우 전사량이 야생
형보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G 위치부터 12C 위치까지는 야
생형 염기서열에서 다른 염기서열로 변할 경우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
인하였다. 13A 위치부터 16G 위치까지는 어느 염기서열이 위치해도 크게
전사량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13A 위치에 T나 G로 바뀌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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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igE와 SigH에 의한 야생형 및 -10 지역 돌연변이 sigB promoter의 전사에 대한 정량적 분석.
in vitro transcription assay 결과를 TINA program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하고, 돌연변이 sigB promoter의 전사
량을 비교하였다. (Y축, 각 돌연변이 sigB promoter로부터 전사된 transcripts의 양/ 야생형sigB promoter로부터 전
사된 t r an s cr i p t s 의 양; X축, 돌연변이 si gB pr omot er 의 바뀐 염기서열과 야생형의 염기서열) .

경우와 14A 위치의 염기서열이 G로 바뀌었을 경우 야생형보다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지역을 보면 1G 위치부터 2T 위치까지는
염기서열이 변하여도 전사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3C부터 6T 위치
까지는 야생형에서 다른 염기서열로 변했을 경우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7A 위치부터 12C 위치까지는 어떤 염기서열이 위치해도 전사
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Mycobacterium smegmatis에서 돌연변이 sigB promoter들의 활성측정
pTS145는 lacZ 유전자의 상단에 활성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pro
-moter를 fusion하여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알아봄으로써 promoter의
활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pTS145는 selection marker로 kanamy

-cin 내성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미 selection marker로 kanamycin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sigH가 결손된 M. smegmatis나 sigH와 sigE가
모두 결손된 M. smegmatis에 도입하게 되면 형질전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TS145를 제한효소 BamHⅠ
과

Bsu36I으로

처리하고

pCV77

벡터의

kanamycin

내성유전자를

hygromycin 내성 유전자로 바꾼 벡터인 pCS3에 클로닝하였다. 돌연변이

sigB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plasmid들 중 LacZ 활성 확인을 위해서
selection marker를 변화시킨 것들은 돌연변이 -35 2A, -35 2C, -35 10A,
-35 10T, -35 8A, -35 11G, -35 13T, -35 13C, -35 16A, -35 16T, -10
8T, -10 10A, -10 10G sigB promoter였다.
각

plasmid를

M.

smegmatis

mc2-155,

sigH가

결손된

M.

smegmatis나 sigE가 결손된 M. smegmatis, sigH, sigE가 동시에 결손된
M. smegmatis에 도입하였으며, 10%의 ADC가 포함된 7H9 액체배지에서
배양하여 β-galactosidase assay를 수행하였다. 수행결과는 Miller unit로
환산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4). sigE가 결손된 M. smegmatis를 이용하여
SigH에 의존적인 LacZ 활성을 확인하였는데, 돌연변이 -35 13C sigB
promoter가 야생형 sigB promoter보다 β-galactosidase activity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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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β-Galactosidase assay를 통한 돌연변이sigB promoter의 전사활성 측정.
돌연변이 sigB promoter를 제한효소 BamHI과 Bsu36I을 이용하여 pCS3와 클로닝한 후, M. smegmatis 에 도입시켜
β-galactosidase assay를 수행하였다. sigE가 결손된 M. smegmatis를 이용하여 SigH에 의존적인 LacZ 활성을 확인하고,
sigH가 결손된 M. smegmatis를 이용하여 SigE에 의존적인 lacZ 활성을 확인하였다.

을 확인하였다. sigH가 결손된 M. smegmatis를 이용하여 SigE에 의존적
인 LacZ 활성을 측정하였는데, 돌연변이 -35 2C sigB promoter는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에서 SigH, SigE에 의존적인 전사가 모두 줄어들
었던 것과 같이 β-galactosidase assay에서도 야생형의 M. smegmatis와

sigH가 결손된 M. smegmatis나 sigE가 결손된 M. smegmatis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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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숙주세포 내에서 결핵균의 생존과 성장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
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결핵균의 유전자 발현의 조절기작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결핵균은 숙주내로 감염되었을 때 대식세포 내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대식세포가

세균을

공격하는

기전인

heat

shock,

oxidative stress, surface stress 등에 대한 적응력을 가져야 한다. 결핵균
은 다양한 sigma factor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RNA polymerase에
결합하여 다양한 promoter를 인식함으로써 유전자집단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핵균의 sigB 유전자가 적어도 2개 이상의
sigma factor에 의하여 발현이 조절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 유전자
의 5' 상위에 각 sigma factor, SigE와 SigH가 인식하는 promoter의 -35,
-10 부위의 염기서열의 변화에 따라서 각 sigma factor의 결합력이 다르
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SigH 재조합 단백질을 과량발현하기 위해 만든 pTS130은 E. coli
BL21(DE3)에 도입하였다. 이것을 배양하여 과량발현했을 때 과량발현정
도가 매우 강하여 1 ℓ 배양액에서 13.3 ㎎의 SigH 재조합 단백질을 정제
해 낼 수 있었다. SigE 재조합 단백질을 과량발현하기 위해 만든 pTS142
는 E. coli BL21(DE3)pLysS에 도입하였다. SigH와 마찬가지로 과량발현
정도가 강한 편이었으며 1 ℓ 배양액으로부터 2 ㎎의 순수한 SigE 재조
합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하지만 정제시 항상 혼합되는 다른 단백질 때문
에 순도가 SigH보다 못하였다. SigC의 경우, histidine을 coding하는 6개
의 codon을 첨가한 sigC 유전자를 삽입유전자로 pET-11a에 클로닝하고
대장균에 도입하여 과량발현했을 때 온도, IPTG의 농도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단백질을 수용성 상태로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SigC-GST
fusion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SigC-GST fusion 단백질은 1 ℓ의 배양액
에서 3 ㎎의 SigC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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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C의 tag의 크기가 커서 E. coli RNA polymerase core enzyme과
결합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되었으나 이미 보고된 논문에서도
tag을 제거하지 않고 실험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점은 배제시킬
24

수 있었다 . sigB promoter의 전사에 SigC가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으나, in vitro transcription assay결과를 미루어볼 때 SigC는 sigB
promoter의 전사에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SigH보다도 전사정도가 적어
서 X-ray film 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template
로

사용한

sigB

promoter부분보다

더

앞쪽으로

SigC가

인식하는

promoter가 존재하여 실험에서는 sigB promoter의 전사가 되지 않는 결
과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sigB promoter에 SigC가 인식하
는 부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n vitro transcr
-iption assay에서 사용된 sigB promoter보다 더 앞쪽까지 포함하는 sigB
promoter를 만들어 실험해야 할 것이다.

M. tuberculosis의 ECF sigma factor가 어떠한 promoter들을 인지하
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진행되었고, 보고된 바 있다. M. tuberculosis
SigE의 경우, 보고된 논문에서 DNA microarray를 통해 발현 정도가 달라
지는

유전자

집단을

찾았었고,

consensus

promoter

sequence로

14

GG(a/g)(a/c) (c/g) -- (c/g)GTTg를 제안하였다 .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SigE는 sigB promoter의 -35 지역의 야생형
염기서열 GGGTGGGAACTCAAAG 중에서 1G 위치부터 5G 위치까지와
13A 위치부터 16G 위치까지에는 염기서열에 관계없이 야생형과 비슷한 전
사량을 보였다. 2G 위치의 염기서열이 C로 바뀌었을 경우와 4T 위치의 염
기서열이 C로 바뀌었을 경우, 그리고 13A 위치에 T나 G로 바뀌었을 경우
와 14A 위치의 염기서열이 G로 바뀌었을 경우 야생형보다 전사량이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G 위치부터 12C 위치까지는 야생형 염기서
열에서 다른 염기서열로 변할 경우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지역을 보면 1G 위치부터 2T 위치까지와 7A 위치부터 12C 위치까지
는 염기서열이 변하여도 전사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3C부터 6T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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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까지는 야생형에서 다른 염기서열로 변했을 경우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igE가 promoter를 인식 할 때에는 -35 지역에
GGAACTC(A/C)가 위치할 경우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10
지역은 (C/a)GTT일 때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igE의 경우
SigH보다 더 넓은 지역의 염기서열이 결합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H

σ 에 의존적인 promoter 염기서열은 GGG(a/g)A - N17 - CGTT로
보고되었다28.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35

지역의

원래의

염기서열

GGGTGGGAACTCAAAG 중에서 1G 위치부터 5G 위치까지와 13A 위치
부터 16G 위치까지는 염기서열에 관계없이 전사량이 야생형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G 위치에 C로 염기서열이 바뀌었을 때와 14A 위치에 T나 C로
염기서열이 바뀌었을 때 전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6G 위치부터
9A 위치까지는 야생형 염기서열에서 다른 염기서열로 변하게 되면 전사량
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10C 위치부터 11C 위치까지는 야생형의 염
기서열보다 다른 염기서열이 위치할 경우의 전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특히 10C 위치에는 T가 위치할 경우와 11T위치에는 G가 위치
할 경우 전사량이 20배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SigH에 의존적인 prom

-oter의 -35 지역은 GGAA(T/c)(A/t)의 염기서열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염기서열은 그림 1에서 분석된 SigH의 강력 promoter의 consensus
sequence로 알려진 dnaK나 trxB2의 promoter와 일치한다. -10 지역을 보
면 1G 위치부터 3C 위치까지와 7A 위치부터 12C 위치까지는 다른 염기서
열로 변하여도 돌연변이 promoter의 전사량이 야생형의 전사량과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 4G 위치부터 6T 위치까지는 염기서열이 야생형에서 다른
염기서열로 변했을 경우 전사량이 줄어들었고, 8A 위치에 G로 염기서열이
바뀌었을 경우 전사량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10 지역의 GTT가 SigH에
결합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igH의 경우 -35 지역의 10C 위치에 C보다 T가 위치할 경우,
11T 위치에 A로 염기서열이 변했을 경우 발현되는 transcripts의 양이 현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염기서열은 GGAATA로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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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sigE promoter와 같으나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SigH는 sigE
promoter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위에서 밝
혀진 -35 지역과 -10 지역의 염기서열 이외에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
은 다른 부위의 염기서열이 promoter의 전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이 제시되었다.
SigH와 E. coli RNA polymerase core enzyme을 재조합한 후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를 수행한 실험에서 돌연변이 sigB 및 야생형
sigB가 포함된 plamid들을 Bsu36Ⅰ으로 자른 것을 template로 하였을 때
야생형조차 낮은 수준으로 전사되므로 전사가 잘 일어나는 돌연변이
promoter는 관찰하기 쉽지만, 전사가 적게 일어나는 돌연변이 promoter는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 따라서 전사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trxB2나 dnaK 등의 promoter를 이용하여 실험할 경
우 앞서 본 SigE에 대한 sigB promoter의 실험결과처럼 확연하게 전사량
의 차이가 드러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야생형 혹은 각 sigma factor 유전자의 돌연변이체 M. smegmatis를
대상으로 transcriptional lacZ fusion을 이용하여 각 돌연변이 promoter들
의 전사활성을 측정하여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에서 밝혀진 각 sigma
factor들의 promoter 염기서열에 대한 결합특이성을 생체 내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13을 보면 -35의 2G 위치에 C로 염기서열이
바뀌었을 경우,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에서 SigH, SigE 모두 전사량
이 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β-galactosidase assay를 하였을 때
를 보면 야생형의 M. smegmatis에서도 LacZ 활성이 줄어들었다. RH244
는 sigE가 결손된 M. smegmatis이므로 SigH에 의존적인 LacZ 활성을 확
인할 수 있다. SigH와 E. coli RNA polymerase core enzyme을 재조합한
후 sigB promoter -10 지역의 10C 위치에 A나 G로 염기서열을 바꾼

sigB promoter를 template로 in vitro transcription assay를 하였을 때에는
야생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β-galactosidase assay에서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igH에 의존적인 sigB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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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의 결과로 SigH가 인식하는 promoter의 염기서열을 밝히는 것에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SigH에 대해서 전사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trxB2나 dnaK 등의 promoter를 이용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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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결핵균의 sigC, sigE와 sigH 유전자를 각각 pGEX-4T-3, pET-3c와
pET-11a에 클로닝하고 대장균에서 과량발현시켜 SigC, SigE, SigH 단백
질을 정제하였다.
2. SigC가 sigB 유전자의 전사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험에 사
용한 sigB 유전자의 promoter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3. -35와 -10 지역에 돌연변이가 도입된 sigB promoter를 주형으로 사용
한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에서 대장균의 RNA polymerase core
enzyme과 재조합된 SigE와 SigH는 서로 겹쳐진 -35 및 -10 지역을 인식
하지만 특정위치에서 서로 다른 염기서열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4. SigE는 -35 지역에 GGAACTC(A/C), -10 지역에 (C/a)GTT 염기서열
에 높은 전사활성을 보였고 SigH는 -35 지역에 GGAA(T/c)(A/t), -10 지
역에 GTT 염기서열을 선호하였다.
5. 위에서 밝혀진 -35 지역과 -10 지역의 염기서열 이외에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다른 부위의 염기서열이 각 돌연변이 promoter의 전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이 제시되었다.
6. 야생형 혹은 각 sigma factor 유전자의 돌연변이체 M. smegmatis를 대
상으로 transcriptional lacZ fusion을 이용하여 각 돌연변이 promoter들의
전사활성을 측정하여 in vitro transcription assay에서 밝혀진 각 sigma
factor들의 promoter 염기서열에 대한 결합특이성이 생체 내에서도 비슷하
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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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quences analysis of the overlapping SigH- and SigE-dependent
promoters of sigB gene in Mycobacterium tuberculosis

Seung-Eun So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Nae Cho)

Sigma factors of the extracytoplasmic function (ECF) family are the
major regulators of gene expression in the bacterial response to
environmental stresses that pathogenic bacterias are likely to encounter
during the course of infection. Mutations in sigE and

Mycobacterium

tuberculosis,

encoding

an

ECF

sigma

sigH of
factor

respectively, affect virulence of the pathogen, and SigE and SigH were
found to mediate expression of partially overlapping sets of genes in
response to oxidative and heat stresses. Together with another sigma
factor, SigB, SigH and SigE form a regulatory network where SigH
directs expression of sigE, and both SigH and SigE, in turn, facilitates
transcription of sigB, implying a complicated regulatory mechanism
exists and both the sigma factors recognize similar sequence of the

sigB promoter. To investigate the sequences of SigE- and 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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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promoters, mutations were introduced in the -35 and -10
regions of the SigH-dependent promoter of sigB gene and the binding
of the sigma factors to the mutated sequences was monitored by in

vitro transcription assay using purified SigH and SigE reconstituted
with E. coli RNA polymerase core enzyme. SigH and SigE recognize
the sequences of GGAA(T/c)(A/t) and GGAACTC(A/C), respectively,
which overlap at the -35 region. At -10 region SigH binds strongly to
the sequence of GTT while SigE prefers (C/a)GTT. Results from in

vitro transcription assay employing the mutated promoters also imply
the presence of other sequence elements that affect promoter strength.
Specificity for the promoter sequences of both SigH and SigE was also
confirmed by measuring transcription activity of the mutated promoters
in

Mycobacterium smegmatis, either wild type or sigH- and/or

sigE-deleted. Discrimination between SigE and SigH regulons based on
the promoter sequences revealed in this study, along with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regulatory mechanism involved, should provide
insight into the regulation of cellular functions of M. tuberculosis
implicated in path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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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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