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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 position-specific 
distributions of amino acid residues in transmembrane proteins. A hidden 
Markov model segments membrane proteins to produce segmented regions 
of homogeneous statistical property from variable-length amino acids 
sequences. These segmented residues are analyzed by using chi-square 
statistic and relative-entropy in order to find position-specific amino acids. 
This analysis showed that isoleucine and valine concentrated on the 
center of membrane-spanning regions, tryptophan, tyrosine and  positive 
residues were found frequently near both ends of membrane. 

Keywords : chi-square statistic, position-specific distribution, 
relative-entropy, transmembrane protein

1. 서론

막단백질은 펌프나 채널과 같은 운반 시스템, 수용체, 에너지 변환기, 그리고 촉매

와 같은 생물학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광합성, 시각작용, 뉴런의 흥분작용, 호흡, 

면역반응,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의 신호 전달 등과 관련 된다 (Berg et al., 2002). 

약학적으로 GPCR (G-protein coupled receptor) 등의 막단백질은 대부분의 약물치료

의 대상이며 (Dahl et al., 2002), 모든 유전체의 20% - 3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Hessa et al., 2005), 막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막횡단 단백질의 구조형성에는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

미노산의 분포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예로는 양으로 하전된 잔기를 가진 아미노

산이 세포질쪽에 많이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positive-inside rule; Heijne, 1989). 막횡

단 단백질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전도채널 (protein conducting 

channel)인 트란스로콘 (translocon)과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방향성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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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에서 트란스로콘에 가까운 아미노산 잔기일수록 향

을 크게 미친다 (Goder and Spiess, 2003; Goder et al., 2004). 전하에 의한 향은 

N-말단부의 아미노산 고리에서 제일 강하고, 세포막에 내재되는 나선형 분절과 분절

사이의 아미노산 고리에도 적용이 된다.  (Gafvelin et al., 1997). 처음으로 세포막에 

내재되는 나선형 분절인 신호서열의 소수성 또한 막단백질의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수성이 강할수록 처음에 트란스로콘과 막내부 사이에 묶인 상태를 유지하

는 특성이 있다 (Goder and Spiess, 2003).

아미노산 분포에 대한 연구는 삼차원 구조가 알려진 막횡단 단백질을 사용하여 위

치별로 나타나는 아미노산의 빈도를 분석하거나 생화학적인 모의실험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Granseth et al., 2005; Bowie, 1997; Hessa et al,, 2005). 소수성 환경인 세포

막 내부에 막 단백질의 일부가 존재하므로,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막 단

백질을 결정화하는 단계에 난점이 있어서, 많은 수의 막 단백질의 구조는 밝혀져 있

지 않다. 따라서 삼차원 구조가 알려진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가 

많지 않아 조사 분석의 유의성이 작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의 사용을 가능

하게 하는 동시에 위치특이적인 분포에 따라 아미노산 서열을 분할하기 위하여, 아미

노산 서열을 카이제곱 검정과 상대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부분 역으로 분할한다. 분

할된 역의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 분포를 조사하고, 알려진 실험적인 사실들과 비

교하여 생화학적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빈도로부터 유도한 통계량을 사용하여 아미

노산의 위치특이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한다. 

2. 막횡단 단백질의 분할

막횡단 단백질은 그림 1과 같이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형태를 갖는다. 막횡단 단백

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세포막 내부의 고리 I, 세포막 외부의 고리 O, 세포막

에 내재되는 나선형 분절 M으로 나타낼 때, 이 세 개의 구조적 단위에 속하는 아미

노산의 분포는 크게 다르다. 동일한 단위내에서도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의 분포가 

막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단위내에서의 

위치특이적인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서 구조적 단위를 부분 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아미노산 서열의 차이를 알아본다.

<그림 1> 막횡단 단백질 구조의 간략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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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막에 내재하는 나선형 분절은 여러 개의 분절로 이루어 질수 있다. 각 분절이 

세포막과 이루는 각도가 달라 서열내의 아미노산의 위치와 세포막에서의 실제 위치가 

선형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서열을 길이에 따라 등분할하는 대신에 아미

노산 서열이 위치특이적인 여러 개의 확률분포로 가진다고 가정하고, 확률분포에 따

라 아미노산 서열을 분할한다.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의 길이 자체와 각각

의 확률분포들에 속하는 아미노산 서열의 길이가 모두 가변적이므로, 가변적인 길이

의 아미노산 서열을 확률분포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HMM (Hidden Markov 

Model)은 막횡단 단백질을 모델링 하는데 높은 성능을 보이는 통계적인 모델로서 

(Möller et al., 2001; Chen et al., 2002; Arai et al., 2004), HMM의 상태별로 서열을 

분할하면 가변 길이의 아미노산 서열을 확률분포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상태에 종속적인 출력확률과 천이확률을 갖는 표 1의 정의와 같은 HMM을 사

용한다.

 

<표 1> HMM 정의

O =  o1,  o2,  ... , oT 출력 관측치로서, 본 논문에서는 아미노산 서열

Ω =  1, 2, ..., N 상태집합

A =  aij 천이확률 행렬로서, aij는 상태 i에서 상태 j로 천이할 때의 확률

B =  bj (k ) 출력확률 행렬로서, bj(k)는 상태 j에서 아미노산 ok를 출력할 확률

Π =  πi πi는 초기 상태가 i일 확률

아미노산 서열을 상태별로 분할하기 위해 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Viterbi 알

고리즘은 모든 가능한 상태의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확률을 가지는 최적 상태열

만을 고려하는 근사적인 방법이다. t (j)를 서열위치 t와 상태 j에서 아미노산 서열 

o1부터 ot까지를 관찰할 최대 확률을 나타내고, ψt (j )를 서열위치 t에서 현재 상태 j

에 도달하는 최적의 이전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라면, 다음의 반복식이 성립한다.

δ t (j)=
max
i
[ δ t-1 (i) a ij ] b j ( o t ).

ψ t (j)=
arg max
i

[ δ t-1 (i) a ij ]

초기값은 ψ 1 (j)= 0 , δ 1 (j)= π j b j ( o 1 )  이다. sT
*
=

arg max
s∈최종상태집합 [ δ T (s)]

을 초기값으로 갖고 t = T-1, ..., 1 에 대해서 다음을 수행하여 최적 상태열을 얻는

다.

s t
*= ψ t+1( s 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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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5개의 상태를 갖고 현재 상태자체와 오른쪽의 인접한 하나의 상태로

만 천이하는 left-to-right 구조의 HMM을 사용하여 세포막에 내재하는 부분을 모델

링 하 다. 세포질에서 세포외부로 향하는 서열을 모델링하는 HMM인 i_M_o과 세포

외부에서 세포질로 향하는 HMM인 o_M_i을 사용하 다. 실험대상의 아미노산 서열

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개수로 세포질쪽, 세포외부쪽, 그리고 가운데 부분으로 분할되

도록 표 2와 같이 각 부분 역에 속하는 상태를 결정하 다. 

<표 2> 막에 내재되는 아미노산 서열내에서 부분 역의 정의

부분 역 부분 역의 위치 부분 역에 속하는 아미노산

M_i 세포질에 가까운 부분
i_M_o의 상태 1과 2, o_M_i의 상태 5에 해당

하는 아미노산의 집합

M_m 가운데 부분
i_M_o의 상태 3과 4, o_M_i의 상태 3과 4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의 집합

M_o 세포외부에 가까운 부분
i_M_o의 상태 5, o_M_i의 상태 1과 2에 해당

하는 아미노산의 집합

세포질과 세포외부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은 HMM의 특정상태에 아미노산의 

서열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HMM을 사용하여 분할하지 않았다. 이들 아미노산 

서열은 기능적인 구조인 역 (domain)을 이루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서열상의 위치와 세포막에서의 거리는 근사적으로도 비례하지 않는다. 비록 불규칙한 

구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림 1과 같이 세포막에 연결된 부근의 아미노산은 세포막

과의 실제 거리가 인접하다. 표 3과 같은 부분 역을 정의하고, 이들 부분 역사이의 

확률분포 차이를 크게 만드는 N을 사용하여 부분 역을 만든다. 

<표 3> 세포질과 세포외부의 아미노산 서열내에서 부분 역의 정의

부분 역 부분 역의 위치 부분 역에 속하는 아미노산

I_near,

O_near
세포막에 가까운 부분

세포막에 연결된 아미노산과 서열상의 위치가 N

이하인 아미노산의 집합

I_far,

O_far
세포막에서 먼 부분 I_near와 O_near에 속하지 않는 아미노산의 집합

I는 세포질내의 아미노산을  O는 세포외부의 아미노산을 의미한다.

3. 분할된 역 사이의 차이 측정

분할된 아미노산 서열을 이질적인 확률분포로 만드는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으로 

찾기 위하여, 분할된 역사이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과 상대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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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한 동질성 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에 널리 이용되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하여, 분할된 각 역

에 존재하는 20가지 아미노산의 분포가 동일한지에 대한 검정을 한다. 역 i에서 아

미노산 j의 확률을 p ij라 할 때 

H 0:p 1j= p 2j=…= pNj,  j=1,2,…,20

을 검정한다. 여기서, N은 분할된 역의 수이다. i번째 역의 아미노산의 총개수를 

ni , 아미노산 j의 개수를 Xij라 하면, 검정통계량

∑
20

j=1[
(Xij-n ip ij)

2

n ip ij ]
은 근사적으로 자유도가 20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H 0:p 1j= p 2j=…= pNj= p j
가 사실이라면 전체 모집단에서의 검정통계량

∑
N

i=1
∑
20

j=1[
(Xij-n ip j)

2

n ip j ]
은 근사적으로 자유도가 N*19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pj대신 최대가능도 추정량 

p ĵ= ∑
N

i=1
Xij/ ∑

N

i=1
n i  을 사용한 통계량 

X
2
= ∑

N

i=1
∑
20

j=1[
(Xij-n ip ĵ)

2

n ip ĵ ]                            (1)

은 근사적으로 자유도가 (N-1)*19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량 X 2을 사용하여 분할된 역사이의 동질성을 검정하는데 사

용한다. 또한, 확률분포사이의 이질성에 크게 기여하는 아미노산을 찾기 위해 (1)식에

서 아미노산별로 계산되는 다음 값을 사용한다. 

X
2
j= ∑

N

i=1[
(Xij-n ip ĵ)

2

n ip ĵ ]                            (2)

비록 개념과 샘플링과정이 동질성 검정과는 다르나 통계량과 검정의 수행과정이 수

학적으로 동일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 분할 역과 아미노산의 분포가 독립적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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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독립성 검정에도 통계량 X 2을 사용한다. 즉, 통계량 X 2이 일정값보다 클 

때는 분할 역과 아미노산의 분포가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3.2 상대 엔트로피를 사용한 확률분포간의 차이

카이제곱 통계량 X 2과 더불어서 상대 엔트로피 (relative entropy 또는 

Kullback-Leibler divergence)

∑
20

j= 1
p jlog

p j
q j

를 이용하여 분할된 두 역의 아미노산 확률분포 사이의 차이를 측정한다. 여기서, 
pj와 qj는 분할된 두 역에서 아미노산 j의 확률이다. 상대 엔트로피는 음이 아닌 값

만을 가지며, pj = qj,  j = 1,2, ....20일 경우에는 0이므로 여러 분야에서 확률분포간의 

거리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실제 확률분포가 pj일 때 확률분포를 qj라고 가정하는 

경우의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Cover and Thomas, 1991).  하지만 상대 엔트로피는 pj

와 qj에 대해서 대칭적이지 않으며, 삼각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수학적으로 거리

척도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분할 역을 합병한 역으로부터 각 역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Hwang, et al., 1996). 이 방법은 두 분포에 속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를 

고려하여 차이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개의 분할 역 a, b에서 아미노산 

j의 개수를 Xaj, Xbj로 나타내고, 각 역의 아미노산 총개수를 na, nb라 하자. 합병된 

역의 엔트로피는

Ha+ b=- ∑
20

j=1

Xaj+Xbj
n a+nb

log
Xaj+Xbj
n a+nb

이다. 합병함으로서 증가한 엔트로피를 아미노산의 개수로 가중한 

  dWE= (na+nb)Ha+ b-naH a-nbH b  

= na ∑
20

i=1

Xai
n a
log (

Xai
na
/
Xai+Xbi
n a+nb

)+nb ∑
20

i=1

Xbi
n b
log (

Xbi
n b
/
Xai+Xbi
n a+nb

)      (3)

는 상대 엔트로피의 가중합이다.



Analysis on the Amino Acid Distributions 

with Position in Transmembrane Proteins
751

4. 아미노산의 분포 조사

4.1  막횡단 단백질 자료

아민노산의 위치특이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막횡단 부분이 실험적으로 확인된 막

횡단 단백질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개의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한다. 하나의 자료는 ftp://ftp.ebi.ac.uk/databases/testsets 

/transmembrane에서 다운로드하 다. 이 자료는 883개의 막횡단 부분을 가지고 있는 

188개의 단백질이다 (Möller et al., 2000). 또 다른 자료를 ftp://bioinfo.si 

.hirosaki-u.ac.jp/TMPDB로부터 다운로드 하 다. 이 자료는 231개의 단백질로 구성

되어 있다 (Ikeda et al., 2003). 이들 두 자료는 115개의 공통된 단백질 자료를 포함하

고 있다. 아미노산 잔기, 방향, 막에 내재되는 부분의 위치가 불일치되는 정보는 

Möller et al.,(2000)의 주석을 사용하 다.

4.2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의 분포

먼저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의 분포를 조사한다. 표 2의 정의에 따라 분할한 

역인  M_i에는 8736, M_m에는 7945, M_o에는 8215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하여 비교

적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분할 역별로 각 아미노산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그림 2>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의 부분 역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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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듯이 세포막의 중심부와 막의 끝단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분포가 확

연히 다름을 볼 수 있다. 이들 세 부분의 아미노산 분포의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 다. 통계량 X 2이 1840.174로서 자유도 38, 유의수준 0.01일

때 61.162, 0.001일때 70.703보다 크므로, 동일한 분포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분

할된 역의 확률분포사이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3장에서 정의한 카이

제곱 통계량과 상대엔트로피의 가중합으로 정의된 (1)식과 (3)식을 사용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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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M_i와 M_o는 서로 유사한 분포이고 M_m과는 구별되는데, 카이제곱 통

계량 X 2으로는 M_i와 M_o의 거리는 110인 반면 M_i와 M_m은 1437, M_o와 M_m

은 1625로 차이가 크다. 마찬가지로 dWE는 M_i와 M_o의 거리는 55인 반면 M_i와 

M_m은 871 M_o와 M_m은 965로 카이제곱 통계량과 일관되는 경향성을 갖는다.

<그림 3> 아미노산별 X 2j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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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분석에 사용한 통계량 X 2을 독립성 검정에 사용한다. 같은 계산과정과 통계

량을 사용하여 표 2의 정의에 따른 세 개의 부분 역과 아미노산의 분포가 독립이라

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할된 역별로 아미노산의 분포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분할 역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아미노산을 조사한다. 식 

(2)의 X 2j값을 사용하여 아미노산의 위치특이성을 조사한다. 그림 3에 나타나듯이 티

로신(Y), 트립토판(W), 아르기닌(R), 발린(V)이 역별 차이가 크다. 그림 2에서 보듯

이 티로신, 트립신, 아르기닌은 세포막의 양쪽 경계부분에서 많이 나타났고, 발린은 

막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다.

<그림 4> 세포질내 분할 역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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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미노산별 비동질성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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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포질내의 분할 역에서 아미노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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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표 3의 정의에 따라 세포막에 

연결된 아미노산과 서열위치로 N번째 이내의 아미노산 집합과 N번째 이후의 아미노

산 집합을 나눈다. 그림 4는 (1)식의 X 2과 (3)식의 dWE를 사용하여 두 분할 역의 차

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N이 9에서 12사이에서 확률분포간의 차이가 크다. 그림 4에 

나타난 카이제곱 통계량이 자유도 19, 유의수준 0.01일때 36.191보다 모두 크므로 통

계적으로 동일한 분포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아미노산 분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서열 위치 11을 기준으로 아미노산 서열을 두개의 집합으로 나누었다. 분할한 

두 아미노산 집합의 비동질성에 기여하는 아미노산을 찾기 위해 X 2j를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아르기닌(R), 루탐산(E), 리신(K), 트립토판(W), 아스파르트산(D)의 값이 

크다. 그림 6에 보듯이 아르기닌, 리신과 트립토판은 세포막에 가까운 부분 역에 높

은 빈도로 나타났고, 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은 그 이외의 위치에서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11이외의 다른 위치로 분할하 을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성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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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포외부 분할 역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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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미노산별 비동질성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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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포외부의 분할 역에서 아미노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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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외부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그림 7에 

보듯이 세포 외부의 서열내의 확률분포의 차이는 그림 4의 세포질 내부의 서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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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의 차이보다 작다. 즉, 세포외부의 분할 역이 세포질내부의 분할 역보다 확

연히 구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유도 19, 유의수준 0.01일때 

36.191보다 모든 위치에서 카이제곱 통계량의 값이 크므로 통계적으로 동일한 분포라

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아미노산 분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서열 위치는 10, 

25, 33이다. 이 세 개의 위치를 기준으로 아미노산 서열을 두개의 집합으로 나누었을 

경우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본 논문에서는 서열 위치 25를 기준으로 분할된 서열에

서 아미노산별로 비동질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X 2j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트립토판(W), 리신(K), 페닐알라닌(F), 리신(G), 루탐산(E)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

났다. 그림 9에서 보듯이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리신은 세포막쪽에 상대적으로 많

이 존재하고, 리신, 루탐산은 그 외의 위치에 더 많이 존재한다. 리신과 같이 양으

로 하전된 아르기닌(R)도 비교적 세포막에서 먼 위치에 더 많이 존재한다.

4.3 토의

확률분포간의 차이를 알기위해 카이제곱 통계량과 상대 엔트로피를 이용하 는데, 

두 값의 경향성이 거의 일치하므로 카이제곱 통계량만으로 구조적 단위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에서 세포질쪽과 세포외부쪽은 카이제곱 

통계량은 110인 반면, 막의 중심부와 세포질쪽은 1437, 막의 중심부와 세포외부쪽은 

1625로 매우 차이가 크므로 이질적인 아미노산 분포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세포질내

의 부분 역간의 차이는 최대 499로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의 분포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K와 R등의 명확히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세포외부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의 부분 역간의 차이는 최대 176으로 다른 구조적 단위보다 

작기는 하 으나 통계적로 같은 분포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는 있다. 전체적으로 막횡

단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 향을 받는 아미노산의 위치특이적인 분포는 막에 내재하

는 아미노산 서열에서 가장 크고, 세포질내의 아미노산 서열과 세포외부의 아미노산 

서열 순서로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막횡단 단백질의 구조적인 단위중에 세포막에 내재하는 서열에 존재하는 아미

노산의 위치특이성을 알아본다. 이 부분의 아미노산은 소수성이 강하고, 소수성이 강

할수록 막내부 사이에 묶인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Goder and Spiess, 2003). 

아미노산의 상대적인 빈도를 알기위해 그림 2, 그림 6, 그림 9을 보면, 소수성 지방족 

곁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인 I, L, V가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서열에서 상대적으

로 빈도가 높다. 또 다른 소수성 아미노산인 A, M, F는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세포막에 

내재하는 부분에 많이 나타났으나, P는 고리를 이루어 나선구조를 구성하기에는 입체

형태에 제약이 있어서 막에 내재하는 부분에 더 적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 분포는 중심부와 막의 양끝과 이질성이 명확하다고 알

려져 있다. Sankararamakrishnan과 Weinstein (2000)은 방향족 잔기는 수소결합을 형

성하고 인지질의 머리들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막의 경계에 

위치하는 빈도가 높다. 이러한 연구는 극성 방향족 켵사슬을 가진 W, Y의 분포에 관

한 Granseth et al.(2005)와 Hessa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eijne(1994)의 논문에서는 방향족 곁사슬을 가진 F, W, Y는 양 끝단에 에 대한 집중

되어 있고, 지방족 곁사슬을 가진 I, L, V는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에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한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을 표시하 는데, W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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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크게 위치특이적이고 그림 2에서 보듯이 막의 양끝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F는 비교적 집중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I와 V의 경우에는 Heijne(1994)의 결과와 일

치하게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L의 경우에는 집중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전하를 가진 아미노산 D, E, H, K, R은 막과의 경계부에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졌

다. 그림 3에 위치특이적으로 나타난 K와 R은 그림 2에 보듯이 세포막의 중심부보다 

양끝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포질쪽이 세포외부쪽보다 빈도가 높다. 이는 친수성을 

가지므로 세포막에 내재되기 보다는 막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양전하

를 가진 곁사슬이 트란스로콘의 세포질쪽의 음전하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진다. 음전하를 가진 D, E의 경우에는 세포막에 내재하는 서열에 나타나는 빈도가 적

고, 위치특이적인 특성도 작으므로 세포막에 내재하는 구조의 형성에는 기여도가 작

다고 판단된다. Granseth et al.(2005)의 연구에도 D, E의 경우에는 특이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중간의 소수성을 가진 G가 막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고, 

세포막에 내재하는 빈도는 적으나 H, P, Q는 막의 양끝단에 집중되어 있다.

세포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에는 양으로 하전된 잔기를 가진 K, R이 세포막 외부

보다 훨씬 많이 존재함이 알려져 있다 (positive-inside rule; Heijne, 1989). 양으로 하

전된 잔기는 트란스로콘의 세포질쪽과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막단백질의 

방향성에 향을 미치고 (Goder and Spiess, 2003; Goder et al., 2004), 이러한 전하에 

의한 향은 세포막에 내재되는 나선형 분절사이의 아미노산 고리에도 적용이 된다 

(Gafvelin et al., 1997). K와 R의 비율에 대해서 그림 6의 세포질내와 그림 9의 세포

외부를 비교하면 세포질내에 더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음으로 하전된 잔

기를 갖는 D와 E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양전하를 가진 잔기의 빈도차가 큰 

것으로 보아, 음전하를 가진 잔기보다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더구나 전하를 가진 아미노산은 위치특이적인 분포를 갖는데, 세포막에 가까운 

전하가 결정적이다 (Whitley et al., 1995). 예로서, 아미노산 고리에서 C-단말방향에 

K와 D를 갖고 나선형 머리핀구조를 형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에서 K와 R이 막에 내재

되는 소수성 서열에서 멀어질수록 머리핀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Hermansson et al., 2001). 이런 현상은 본 논문의 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림 5

에서 세포질내의 부분 역에서 위치특이성이 큰 아미노산인 K와 R이 세포막에 근접

한 부분(I_near)에서 훨씬 더 빈도가 높게 존재하 다. 그러나, 음전하의 잔기를 갖는 

아미노산인 D, E의 경우에는 그림 8에 나타난 위치특이성이 그림 5의 K와 R에 비해 

작았다. 이밖에도 그림 5에 보이듯이 W, D, E가 위치특이성이 크다. 트립토판(W)은 

인지질의 머리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에 근접한 위치에서 빈도가 높은 

것이라 판단되며 (Sankararamakrishnan and Weinstein, 2000), D와 E는 세포막에 근

접하지 않은 역(I_far)에 더 많이 존재하여 트란스로콘의 세포질부분의 음전하와 상

호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보다 

위치특이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포 외부의 아미노산에서 위치특이성이 큰 

것은 그림 8에 보이듯이 W와 K이다. 그림 9에 보듯이 W는 세포막에 근접한 부분

(O_near)에 빈도가 높은데, 이는 역시 인지질의 머리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K는 양전하를 가졌기 때문에 세포외부에 존재하면 막횡단 단백질의 형

성에 불리하지만, 세포막에 근접하지 않은 역(O_far)에 더 많이 존재하여 트란스로

콘에서 세포막 외부쪽의 양전하와 상호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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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막횡단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분포특성을 통계적 절차와 정

보이론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이를 생화학적 실험에 의해서 알아낸 사실들과 비교하

다. 또한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을 쉽게 찾기 위해 통계량을 정의하여 사용하 다. 

막횡단 단백질의 구조에 종속적인 위치특이적인 아미노산은 막에 내재하는 아미노

산 서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세포질내의 아미노산 서열과 세포외부의 아미노산 

서열 순서로 작아졌다. 세포막에 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에는 소수성 지방족 곁사슬

을 가진 아미노산인 I, V가 나타나는 빈도도 높고, 중심부에 집중되는 위치특이성을 

보 고, W, Y는 막의 경계부근에 집중되는 선호도를 보 다. 전하를 가진 K와 R은 

막의 중심부보다 양끝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널리 알려진 대로 세포질쪽이 세포외부

쪽보다 빈도가 높았다. 세포질내의 부분 역에서 위치특이성이 큰 아미노산인 K와 R

은 세포막에 근접한 부분에 빈도가 높았고, 트립토판(W)은 세포막에 근접한 위치에

서, D와 E는 세포막에 근접하지 않은 역에 더 많이 존재하 다. 세포막 외부에 존

재하는 아미노산은 위치특이성이 적었지만, W는 세포막에 근접한 부분, K는 세포막

에 근접하지 않은 역에 더 많이 존재하 다. 

이러한 아미노산의 위치특이적인 분포에 대한 조사는 막단백질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위치별로 존재하는 아미노산 분포의 이질성을 이용하

여 막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단위를 선정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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