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제12회

학력 및 경력

연구 주제

수상 내역

식물은 이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최 길 주 교수 1986-1990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물학과 학사

1990-1997     브랜다이스 대학교 생물학과 박사

1996-2002     금호석유화학 전임연구원

2002-200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조교수 

2004-2010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부교수 

2010-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 

2016-2019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정 석좌교수

식물 광수용체 파이토크롬 

식물 이차대사

2008            한국분자 ∙ 세포생물학회 마크로젠 과학자상

2010            카이스트 공동연구상

2012            카이스트 학술상

201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지식창조대상)



한국분자 ∙ 세포생물학회 69

제12회제12회

식물은 이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동물에게 빛은 

단순히 주변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 무엇이지만 식물에게 빛은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진화과정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감지하여 발달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식물은 그렇지 

못한 식물보다 당연히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식물들은 빛을 

감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식물은 다양한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사용해서 빛이 가진 여러 정보, 즉 파장, 세기, 방향성, 그리고 밤낮의 길이와 같은 주기성 

정보를 감지하고 식물 발달과정을 조절한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빛이 가진 정보를 분자적 정보로 바꾸어 주는 광수용체가 

필요하다. 식물은 자외선 (280 nm), 청색광 (470 nm), 적색광 (670 nm), 그리고 원적색광 (730 nm)을 

감지한다.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를 살펴보면, 자외선 (280 nm)은 UVR8이라는 광수용체가 감지한다. 청색광은 

적어도 3 종류의 서로 다른 청색 광수용체들이 감지한다. 3종류의 청색광 수용체는 포토트로핀, 크립토크롬, 

그리고 자이트루페이다. 적색광과 원적색광은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감지한다. 식물은 이들 

광수용체를 사용해서 빛이 가진 파장 정보 외에도 빛의 세기정보와 방향성 정보를 광수용체의 활성화 정도 

및 비대칭적 활성화 정도를 사용해서 감지한다. 그리고 밤낮의 길이 정보는 자이트루페라는 청색광 수용체와 

생체시계의 협업을 통해 감지한다. 언급한 3종류의 청색광 수용체, 1종의 적색광 수용체, 그리고 1종의 자외선 

수용체는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에서 분석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유전체 정보는 이들 광수용체가 단순히 

모델 식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식물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엽록체의 원조로 알려진 

남세균에서도 파이토크롬 및 유사한 형태의 광수용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광수용체가 식물 진화의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식물은 왜 이런 특정 파장의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들을 갖게 되었을까? 식물이 빛을 감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는 빛을 

감지하도록 진화되어 왔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식물 광합성의 경우, 빛은 엽록체 틸라코이드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색소 복합체인 반응중심과 집광복합체에 의해 흡수된다. 이들 복합체에는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라는 두가지 색소가 있다. 클로로필은 고리형 테트라피롤 화합물로서 청색광과 적색광을 

흡수한다. 카로티노이드는 아이소프렌의 선형 중합체로 400대 후반의 청색광을 흡수한다. 따라서, 식물이 

광합성에 필요한 빛인 청색광과 적색광을 감지하는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자외선을 감지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식물은 동물과 달리 자외선을 피해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에 직접 노출된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 세포 DNA를 변형시켜 돌연변이를 유발하듯이 식물 

DNA도 변형시켜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은 자외선이 많으면 마치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듯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렇다면 식물이 원적색광을 감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이유는 다른 식물이 주변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원적색광을 

감지해서 어떻게 옆에 다른 식물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 잎사귀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은 모든 

파장이 고루 섞여 있다. 하지만, 식물 잎을 통과할 때 엽록체내의 광합성 색소들에 의해 청색광과 적색광은 

흡수되어 버리고 나머지 파장의 빛은 통과한다. 그래서 식물 잎을 통과하고 나온 빛에는 적색광은 거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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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색광이 매우 풍부하다. 따라서 만약 식물이 적색광과 원적색광의 비율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다른 

나무 그늘에 놓여 있는지 또 주변에 경쟁상대인 다른 식물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식물은 

파이토크롬을 사용해서 원적색광의 비율이 높은지를 감지해 주변에 다른 식물의 그늘 속에 자신이 놓여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른 식물의 그늘, 즉 음지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은 길이 신장을 

촉진시켜 음지에서 빠져 나오려는 음지도피성 반응을 보인다.     

  광수용체가 빛을 감지한다는 말은 광수용체가 빛을 흡수하고 그 결과 광수용체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흡수된 빛이 가진 정보가 단백질 구조라는 분자적 정보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수용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파장의 빛을 먼저 흡수해야 한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자체로는 

자외선을 제외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광수용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색소단과 결합되어 있다. 파이토크롬은 아포단백질과 파이토크로모빌린이라는 선형 

테트라피롤 화합물을 색소단으로 가지고 있다. 파이토크로모빌린의 생합성은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와 생합성 

경로를 일부 공유한다. 생합성 경로 공유는 식물이 진화과정 동안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감지하기 위하여 

엽록소와 유사한 화합물을 색소단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파이토크롬은 어떻게 적색광과 원적색광을 감지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소단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파이토크롬크로모빌린의 구조는 선형 테트라피롤 화합물이라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A, B, C, D로 이름붙인 4개의 피롤고리가 메틴기 (=CH-)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1). 메틴기는 Z와 E라는 

광학 이성질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파이토크롬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3개의 메틴기가 모두 Z 이성질체인, 

즉 ZZZ인 형태를 띄고 있다. 이렇듯 ZZZ 형태의 색소단을 갖는 파이토크롬을 Pr이라고 부른다. Pr은 생리적 

활성이 없는 파이토크롬이다. Pr속에 있는 ZZZ 형태를 갖는 파이토크로모빌린은 670 nm인 적색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특정 화합물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 흡수된 빛이 가진 에너지는 열로 

발산되거나, 조금 더 긴 파장의 형광이나 인광으로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화합물 구조를 바꾸는데 사용된다. 

Pr에 의해 흡수된 빛 에너지는 C고리와 D고리사이의 연결을 Z 형태에서 E 형태로 바꾸면서 D 고리를 

회전시킨다. 그 결과 파이토크로모빌린은 ZZZ 형태에서 ZZE 형태로 바뀐다. ZZE 형태의 파이토크로모빌린을 

갖고 있는 파이토크롬을 Pfr이라 부른다. Pfr은 생리적 활성이 있는 파이토크롬이다. 구조가 바뀌면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빛 파장도 바뀐다. Pfr 속에 있는 ZZE 형태의 파이토크로모빌린은 더 이상 670 nm의 적색광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대신 730 nm 원적색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Pfr에 의해 흡수된 빛 

에너지는 이번에는 C고리와 D고리사이의 연결을 E 형태에서 Z 형태로 바꾸면서 D 고리를 다시 회전시킨다. 

그 결과 파이토크로모빌린은 ZZE 형태에서 ZZZ 형태로 바뀌고 파이토크롬은 다시 생리적 활성이 없는 Pr이 

된다. 이와 같은 Pr과 Pfr 사이의 변환은 가역적이이서 식물체내에서 파이토크롬은 마치 스위치처럼 작동해서, 

적색광 아래에서는 Pr이 Pfr이 되어 활성이 켜지게 되고 원적색광 아래에서는 Pfr이 Pr로 바뀌어 생리적 

활성이 꺼지게 된다. 파이토크롬은 빛에 의한 변환 외에도 암상태에서 Pfr이 Pr로 변환되기도 하고 또 좀 더 

선택적으로 Pfr이 분해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반응 속도식을 정리해보면, 식물체내에서 Pfr의 양은 

빛의 파장과 세기의 함수로 나타난다. 즉, 빛의 파장 정보와 세기 정보는 활성을 가진 Pfr의 양으로 변환된다.  

  빛에 의한 색소단 구조의 변환 과정은 빛이라는 물리적 정보가 화학적 구조 정보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런 변환이 생물학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색소단의 화학적 구조 변화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Pr과 Pfr에 따른 구조 변화는 X선 단백질 결정학 및 전자현미경적 구조 결정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파이토크롬은 아미노산 1200개정도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크게 N말단쪽과 C말단쪽으로 



한국분자 ∙ 세포생물학회 71

제12회제12회

그림 1. Adapted from Nagatani (2010) Curr Opin Plant Biol

나눌 수 있다. N말단쪽은 다시 4개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쪽부터 차례로 N말단, PAS 도메인, GAF 

도메인, 그리고 PHY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색소단은 GAF 도메인에 있는 시스테인과 결합되어 

있다. C말단쪽은 2개의 PAS 도메인과 히스티딘 인산화효소 유사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X선 결정 분석은 

N말단쪽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를 크게 보면, 알파나선구조가 PAS-GAF-PHY 도메인을 관통하면서 

뼈대를 만들고 두 개의 파이토크롬 단백질 분자가 뼈대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량체를 형성하고 있다. 

도메인들간에 흥미로운 연결들을 보이는데, PAS와 GAF 도메인은 매듭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PHY 

도메인에서 뻗어 나온 헤어핀 구조가 색소단이 결합된 부위의 GAF 도메인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매듭구조는 

파이토크롬이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헤어핀은 Pfr의 안정성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헤어핀은 또한 색소단의 구조변화와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부위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Pr 상태에서는 헤어핀을 이루고 있는 아르기닌 (R582)가 색소단이 결합된 

부위의 아스파르트산 (D307)과 결합하고 있다 (그림2). Pr이 빛을 흡수해서 D고리가 회전하면 R582-D307 

결합이 깨지면서 헤어핀 구조가 회전한다. 그러면 R582대신 세린 (S584)이 D307과 결합하고 그리고 

트립토판 (W563) 대신 페닐알라닌 (F588)이 GAF에 결합한다. D고리의 회전과 이에 따른 헤어핀 구조의 

회전은 연결된 PHY 도메인과 C말단쪽 구조 변화를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이량체 파이토크롬이 비틀리게 

된다고 생각된다. Pfr은 핵속으로 이동해서 전사조절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들의 활성을 조절하여 

종자발아와 같은 다양한 과정들을 조절한다.

그림 2. Adapted from Burgie et al (2014) P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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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이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파이토크롬을 예로 들어서 식물이 어떻게 빛을 보는지를 설명하였다.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광수용체들은 색소단이 다르다. 예를 들면 자외선을 감지하는 UVR8 의 경우에는 단백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트립토판을 사용하여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에 반해 청색광을 감지하는 크립토크롬과 포토트로핀, 

그리고 자이트루페는 플라빈 계열의 화합물을 색소단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록 서로 다른 광수용체들은 

서로 다른 색소단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지만, 빛을 감지하는 궁극적인 기작은 

같다. 즉, 광수용체가 가지고 있는 색소단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흡수된 빛 에너지는 색소단의 화학적 

구조를 변경시키고, 그러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된다.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 광수용체 

자체의 효소적 기능이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변화되어 다양한 빛반응들을 

조절한다. 이들 광수용체를 사용하여 외부 빛을 감지하고 이에 걸맞게 다양한 과정들을 조절함으로서 식물은 

수시각각 변화하는 외부 빛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구상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