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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과정 중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이오매스

분해과정에 관여하는 고효율 효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1)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당화 미생

물자원 확보, 2) 미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 유전자 발굴, 3) 확보된 유전자 과발현, 4) 발현

된 단백질의 특성 분석과 5) 구조 규명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양환경으로부터 DNS

방법, Congo red 염색 방법 등을 적용하여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해 분해활성을 보이는

미생물 176주를 확보하였다. 확보된 미생물 중 7종에 대해 유전체 해독을 실시하여

cellulase, xylanase 등의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대장균을 통해 발현시켰으며 진균 유

래 효소는 배양액으로부터 분리․정제하여 온도, pH 등의 조건에 따른 당화활성을 측정하

였다. 또한 9종의 중온성 미생물의 당화활성효소 mix를 통해 상용제품 대비 36-65%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당화활성 효소의 개량을 목적으로 하여 7종의 당화활성 효소 결정을

확보하고 5종의 단백질 3차 구조를 규명하였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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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 글 목질계 바이오매스, 당화효소, 해양미생물, 활성 평가, 단백질 3차구조

영 어
cellulosic biomass, saccharolytic enzymes, marine microorganisms,

assessment of the activity, tertiary structure of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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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해양 유래 바이오에너지 생산 핵심 유전자원 및 생촉매 발굴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의 고도 활용을 위한 유전자원 확보가 필요함. 다양성이 높

고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해양으로부터 신규 생촉매 개발 가능성 높음.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목표 : 해양미생물/환경유전체로부터 고효율 바이오 연료/원료 핵심 유전자원 5종 발굴

주요 내용 : 1)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당화 미생물자원 확보, 2) 미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 유

전자 발굴, 3) 확보된 유전자 과발현, 4) 발현된 단백질의 특성 분석과 5) 구조 규명

Ⅳ. 연구결과

해양환경으로부터 DNS 방법, Congo red 염색 방법 등을 적용하여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해 분해활성을 보이는 미생물 176주를 확보하였다. 확보된 미생물 중 7종에 대해 유전체

해독을 실시하여 cellulase, xylanase 등의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대장균을 통해 발현시

켰으며 진균 유래 효소는 배양액으로부터 분리․정제하여 온도, pH 등의 조건에 따른 당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9종의 중온성 미생물의 당화활성효소 mix를 통해 상용제품 대비

36-65%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당화활성 효소의 개량을 목적으로 하여 7종의 당화활성 효소

결정을 확보하고 5종의 단백질 3차 구조를 규명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확보된 유전자원들은 다양한 해양 바이오매스의 분해 및 당화 연구에 활용

- 입체구조가 규명된 당화효소는 관련 연구과제로의 이행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

연구 수행

- 우수성이 입증된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고발현을 목적으로 하여 지속적인 추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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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KEYWORDS

(영 문 요 약 문)

Cellulosic biomass thought to be one of the major sources of renewable energy. One of the 
limiting step is breakdown the tightly-bonded structure. Commercial enzymes required for 
saccharification of cellulosic biomass has been obtained from terrestrial fungi.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saccharolytic enzymes, 1) obtaining marine microbial resources, 2) 
characterization and analysis genomic information of outstanding strains, 3) expression of targetted 
enzymes in E. coli, 4) estimation of the expressed enzymes and 5) exmaine its 3rd structure for 
further development were conducted in the present study. Total 176 microorganisms concerned in 
cellulosic biomass degradation was acquired from marine environments. Amongst genome of 7 
microorganisms was analyzed and glycoside hydrolyzing enzymes such as cellulase and xylanase 
were acquired, expressed in E. coli, and   characterized. Approx. 36-65% efficiency compared 
with commercial products was achieved by  mixing 9 enzymes originated from mesophilic 
microorganisms. Additionally, three dimensional structure of 3 enzymes among 7 crystalized were 
finished and further analyzes on action mode is undergone for improvement of enzymes via 
manipulation of catalytic sites.

(KEYWORDS : 목질계 바이오매스 (cellulosic biomass), 당화효소 (saccharolytic enzymes), 해양미생

물 (marine microorganisms), 활성 평가 (assessment of the activity), 단백질 3차구조 (tertiary

structure of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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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세계 4위 에너지소비 대국이며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에 따라 화석연료 가격 변동은 국내 에너지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화석연료 가격은 최근 급격한 하락을 보였지만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그림 1.1. 에너지 생산 가격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BP)

또한 에너지 소비가 주로 OECD국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전체 에너지 증가량의 84% 이상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

에 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적으로 원유가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그림 1.2. 개발도상국에 의한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 (Energy outlook 2011,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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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화석 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9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상국으

로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는 연료로 변환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식물 성장 시 광합성으로 흡수되는 이산화

탄소의 양과 동일하므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탄소중립적(CO2-neutral)

특성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와는 달리 연소과정에서 중금속과 NOx, SOx 등을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유가 급등 및 기후변화협약 이행 강화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으로 대체 에너지

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3). 따라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

오연료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림 1.3. 액체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Energy outlook

2011, EIA)

국내에서도 제 3차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신재생에너

지 비중을 11%까지 증가되는데, 특히 바이오연료 비중이 30.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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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바이오매스 유래 연료 중 가장 일반적인 바이오에탄올 생산 효율은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곡물전분이지만 상당수의 인류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경작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식량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아직 관련 기술

개발이 저조한 해양바이오매스의 이용에 앞서 앞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수송용 연료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바이오에너지 원료원이 될 수 있는 목질계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연료를 생성하는 2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5).

그림 1.5. 1세대와 2세대 바이오매스 생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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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자원은 크게 셀룰로오즈(cellulose)와 헤미셀룰로오즈(hemicellulose), 그리고 리그닌

(lignin)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 1.6), 셀룰로오즈는 육탄당의 중합체이고 헤미셀룰

로오즈는 육탄당 및 오탄당의 중합체, 그리고 리그닌은 다양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 알콜류의

중합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단량체 혹은 올리고머로 분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1.6.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화학적 조성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생분해 처리 공정은 1) 당화 저해 물질을 제거하고 셀룰로오스의 접

근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처리 공정 (Pretreatment), 2) 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를 통해

발효 가능한 당류로 변환하는 당화 공정 (Saccharification), 3) 생성된 당을 효모, 박테리아

를 이용한 발효 공정(Fermen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정의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바이오매스의 분별 및 당화 공정과 효소 당화 공정이 필수

적이다. 당화공정의 결과 셀룰로오스/헤미셀룰로오스에 존재하는 6탄당 뿐만 아니라 헤미셀

룰로오스에 존재하는 5탄당도 동시에 생성되는데 5탄당도 활용할 수 있어랴 목질계 바이오

매스 이용의 경제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따라 5탄당과 6탄당을 동시에 이용하여 에탄올

을 생산하기 위한 미생물 유전자 조작이나 공정개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발효 방법은 SSF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SSCF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cofermentation), CBP (Consolidated BioProcessing; 통합

생물공정)등의 방법이 있고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바이오매스 발효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생물공정에 의한 비용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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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 생물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통합 생물공정에 대한 연구는 효모등 바이오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 등에 셀룰로오

스 분해 유전자를 도입하는 전략과 셀룰로오스 분해 균주에 바이오 원료를 생산하는 유전자

를 도입하는 전략이 있으나 셀룰로오스 분해 유전자를 효모 등에 도입하는 경우 전체적인

효소 활성이 자연적으로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균주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셀룰로오스 분

해 균주에 바이오 원료 생산 유전자를 도입하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소수의 혐기성 균주

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7).

그림 1.7. 바이오매스의 발효 공정 (a) SSF. (b) SSCF, (c) CBP

(Current Opinion in Biotechnology 2009, 20:364.371)

현재까지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당화과정에 필요한 생촉매는 주로 육상 유래의 진균류로부

터 얻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양미생물로부터 바이오매스의 당화에 관여하는 유전자원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도 바이오매스 생분해 처리공정 중 당화에 관련된 유전자원

을 해양환경으로부터 확보함으로써 기존 특허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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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해양미생물/환경유전체(environmental metagenome)로부터 고효율 바이오 연료/원료 핵심

유전자원 5종을 발굴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다양한 해양환경으로부터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당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자원을 확보하고, 2)

이들 미생물자원의 특성 분석, 유전체 해독 등을 통해 유용 유전자를 발굴하며, 3) 확보된

유전정보를 대장균 등의 숙주세포를 이용하여 과발현시키고, 4) 발현된 단백질의 특성 분석

과 5) 구조 규명을 통해 유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연구의 주 내용으로 한다.

목표에 따른 연차별 주요 내용 및 범위, 평가 척도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연도) 목표 연구의 내용 연구범위

1차년도(2012)
해양유래

당화활성

유전자원

발굴

-라이브러리 구축

-당화활성 검색

-탐색 후보 선별

-해양미생물

-환경유전체

-자료검토

-탐색방법 검토

2차년도 (2013)
당화활성

유전자원

기능 이해

-당화활성 미생물 추가 탐색

-당화효소 유전자원

특성분석

-주요 유전자원 검색

-당화활성 신규 미생물 발굴

-당화효소 클로닝, 발현 및 특성 분석

-스크리닝 방법 구축

-라이브러리 탐색

3차년도 (2014)
당화활성

유전자원

기작 이해

-당화효소 구조 기능 해석

-발굴 유전자원 특성분석

-당화효소 구조 및 생화학적 특성

-유전자 클로닝, 발현 및 특성 분석

년도 세부연구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12)

-해양유래 당화활성
유전자원 확보

-당화활성 미생물 10종 발굴

-환경유전체 라이브러리 구축 : 10,000 clone, 300Mb

-바이오연료/원료 핵심
유전자원 탐색

-타겟 유전자원 선정 여부

-스크리닝 방법 확립 여부

2차년도

(2013)

-당화활성 유전자원

최적조건 도출

-Filter Paper 기준 상용제품 70% 효율 달성

-논문 2건 발표, 특허 1건

-바이오연료/원료 핵심

유전자원 탐색

-유전자원 10건 확보 여부

-논문 2건 발표, 특허 1건

3차년도

(2014)

-당화활성 효소의 구조,

작동기작 규명 및

기질적합화

-5종의 셀룰라제 발현/정제, 5종 단백질 3차구조 해석

-상용제품의 80% 효율 달성

-논문 2건, 특허 1건

-고효율 바이오연료/원료

핵심 생촉매 발굴

-5종의 유전자 클로닝 및 특성분석

-논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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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경제성 확보에는 실패

하였다 (이, 201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이오 연료 연관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처리 및 공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탄올

생산에 관련되는 당화 효소 관련 특허들도 다수 존재하나 그 대부분이 산업화로 연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1%로 높이고 에탄올 보급도 연 130만

Kl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교과부 (미래부), 지식경제부 등

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 중이다 (이, 2013). 한편 그동안의 연구는 당화효소를 주로 육

상 환경에서 얻고자 한 것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분해 유전자원을 해양환경으로부터 얻고

자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제 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화석 연료의 대체제로 이용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시장은 세계 제일의 바이오연료로서 

브라질,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효소 시장도 빠른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장에 따른 효소 시장 분석
(Source: Ethanol Products - Renewable Fuels Associate; World And Enzyme Market. 

Company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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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zymes사와 Danisco사 같은 바이오에너지 관련 효소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에서는 효소 

및 균주와 관련하여 이미 수 백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Novozymes사의 경우 전세계 

산업용 효소 시장의 47% 가량을 독식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년간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 바이오에탄올과 관계되는 효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

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480만 달러를 지원받아 옥수수줄기와 같은 lignocellulosic 바이오매

스를 발효 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개발하였으며 생산단가를 1/12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2009 산업적 효소 시장 분석> (Source : The Novozymes report 2009)

덴마크에서는 농작물 찌꺼기를 기반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 단가를 휘발유와 비슷한 liter
당 0.31달러로 맞추었으며, 그 핵심 기술에는 덴마크의 Novozymes 사에 의해 개발된 

cellulosic 에탄올 생산에 적합한 효소의 개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덴마크는 이를 토

대로 2009년 세계 최대의 바이오에탄올 플랜트 (년간 540만 liter 생산규모)를 설립하였다 

(www.inbicon.com).

새로운 효소 탐색의 측면에서 Syngenta사와 Diversa Corporation사는 2007년에 1천 6백만 달

러를 지원받아 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를 경제적으로 바이오연료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효

소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10년의 연구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http://www. 
syngenta.com/global/corporate/en/news-center/ news-releases/Pages/en-070108.aspx). Novozyme사의 

경우에도 2006년 이래 아시아 열대우림으로부터 효소 생산을 위한 새로운 균주를 지속적으

로 수행해 오고 있다 (김과 김, 2010).

반응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고온성 효소는 꾸준히 연구되어왔는데, 최근 미국 메

릴랜드대의 Frank Robb 교수 연구팀은 초고온성 고세균으로부터 고온성 및 내산성 cellulase 
유전자를 발굴하여 보고한 바 있다 (Graham et al., 2011).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Royal Dutch Shell사는 2009년에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전환하는 새로

운 최적화된 효소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Codexis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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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고품질의 연료들로 전환 효율을 증강시키기 위한 효소의 개

조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shell.com/global/aboutshell/media/ 
news-and-media-releases/2009/shell-codexis-collaboration-10032009.html).

미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2013년 Gordon Conference on Cellulosomes, Cellulases, & other 
Carbohydrate Modifying Enzymes”에서는 당화활성 효소들의 구조분석에 기반을 둔 기능 분석

에 대한 발표가 주를 이룸으로써 효소 개량을 위한 3차구조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당화

활성 단백질 구조연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21개의 cellulase관련 단백질 3차 구조가 

Protein Data Bank (www.rcsb.org)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150개의 구조는 Bacteria 유래이

며, 68개의 구조는 Eukaryota 유래로 고세균 유래 celluase의 3차 구조는 단 3개에 불과하다. 
구조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생물체와 그 생물체 유래 celluase 관련 3차 구조의 개수는 

아래와 같다.

Scientific Name No. of genes revealed 
3rd structure Taxonomic Position

Clostridium thermocellum 25 Bacteria;Firmicutes;Clostridia

Clostridium cellulolyticum 16 Bacteria;Firmicutes;Clostridia

Bacillus agaradhaerens 20 Bacteria;Firmicutes;Bacillii

Cellulomonas fimi 14 Bacteria;Actinobacteria;Actinobacteria

Thermobifida fusca 10 Bacteria;Actinobacteria;Actinobacteria

Trichoderma reesei 16 Fungi;Ascomycota;Sordariomycetes

Humicola insolens 13 Fungi;Ascomycota;Sordariomyc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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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재료 및 방법

1. 당화효소 생산 해양미생물 발굴

가. 당화활성을 보이는 신규 미생물 탐색

당화효소 생산 미생물은 해수와 지하수를 기본으로 제작된 배지에서 다음의 프로세스 (그
림 3.1)에 따라서 탐색하였다. 

그림 3.1. 당화 활성 미생물 분리 프로세스

당화활성 균주를 선별하기 위하여 한국 연안 및 열대해역으로부터 부패된 식물, 식물을 섭

식하는 동물의 내장, 퇴적토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그림 3.2), 멸균된 해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해 이를 희석하한 다음 고체배지에 접종하였다. 

해수를 기본으로 하는 선택배지 (표 3.1)에 희석된 시료를 도말한 후 30℃에서 2-3일간 배

양하고 colony 들 중 다르다고 판단되는 colony들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순수 분리된 균주는 액체배양을 실시한 후 배양 상등액은 효소활성 측정의 조추출물로 사용

하고 균체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분자동정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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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mponents
GWCX 0.1% cellulose, 0.1% xylan in ground water
DSWCX 0.1% cellulose, 0.1% xylan in ground water:seawater=9:1
SWCX 0.1% cellulose, 0.1% xylan in seawater
GWCY 0.1% cellulose, 0.1% yeast extract in ground water
GWXY 0.1% xylan, 0.1% yeast extract in ground water
DSWCY 0.1% cellulose, 0.1% yeast extract in ground water:seawater=9:1
DSWXY 0.1% xylan, 0.1% yeast extract in ground water:seawater=9:1
SWCY 0.1% cellulose, 0.1% yeast extract in seawater
SWXY 0.1% xylan, 0.1% yeast extract in seawater
* GW=ground water, DSW = diluted seawater, SW=seawater

표 3.1. 선택 배지 조성

 그림 3.2. 당화효소 생산 미생물 탐색을 위한 시료.

나. 분리 미생물의 동정 및 특성 분석

분리된 미생물은 분자분류 지표로 이용되는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1차 

동정하였다. Primer로 8F bacterial primer를 사용하여 16S rRNA 유전자를 증폭시켰으며, full 
sequencing이 필요할 경우에는 1492R primer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증폭된 16S rRNA 유전

자를 분석서비스업체에 의뢰하여 염ABI 3100 sequencer를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결정된 균주들은 NCBI (http;//www.ncbi.nlm.nih. gov/BLAST/) 
또는 EzTaxon-e server (Kim et al., 2012)에서 BLAST algorithm (Altschul et al., 1990)을 통해 

유사도 (Similarity)가 가장 높은 종을 기준으로 분류학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계통분석은 염

기서열 정렬 프로그램인 clustal W (Thompson et al., 1997)를 이용하여 정렬한 후, PHYDIT 
(Chun, 199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장 상동성이 높은 참고균주와 pairwise alignment하여 정

렬시켰다. 계통도를 그리기위해 Evolutionary distance matrices는 Juke & Cantor (1969) method
를 사용하였으며 Tree algorithm은 Neighbor-Joining (Saitou and Nei, 1987)을 이용하였다. 



- 23 -

다. Culture collection으로부터 셀룰라제 활성 해양미생물 선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해양 극한생물자원뱅크 (MEBiC, Marine & Extreme Bioresource 
Collection)에 확보되어 있는 해양미생물들을 대상으로 셀룰라제 활성  (cellulase activity)을 가

지는 균주를 탐색하였다. 0.1%의 CMC-cellulose가 포함된 고체배지 (marine solid media)에 해

양미생물을 점적 (picking)하고 16시간 동안 30도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다음 고체배

지에 10ml 콩고-레드 용액 (congo-red solution, 1mg/ml)를 첨가하여 1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켜 

탄수화물을 염색 (staining)시키고 콩고-레드 액체를 제거시켰다. 다시 NaCl (1M) 용액 10ml를 

첨가하여 15분간 상온에서 탈색반응 (destaining)을 수행하여 과량의 콩고-레드 용액을 제거시

키고 아래 사진 (그림 3.3)처럼 투명환 (halo zone) 생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cellul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Sazci et al., 1986).

그림 3.3. Congo-red 염색법을 이용한 당화 활성 균주 탐색

라. 메타게놈(metagenome) 확보 및 그로부터 당화효소 발굴

해양과기원에 기 구축된 해양 메타게놈 자원을 분양받아 cellulase, xylanase, laccase 활성 측

정에 이용하였다. 분양받은 메타게놈은 심해, 북극, 갯벌, 해면 (sponge) 등 다양한 해양환경

으로부터 구축되었으며, 약 24만 클론 (clone)으로 약 7.7Gb에 해당한다 (표 3.2). Cellulase 및 

xylanase 활성 확인을 위해서는 각각 0.1%의 CMC (carboxy-methyl cellulose) 및 xylan이 포함

된 고체배지 (Luria-Bertani media)에 메타게놈 클론을 도말 (spreading)하고 16시간 동안 37도
에서 배양하였다. 활성 확인을 위해서는 상기 기술한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리그닌 

분해활성은 laccase 활성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Tekere et al., 2001).

Edison library Tidal flat Arctic library Sponge Total

Clone number 81,100 80,050 60,132 25,000 246,282

Insert size (kb) 29 31 35 30

Size (Mb) 2,351 2,481 2,104 750 7,686

표 3.2. 다양한 해양환경으로부터의 메타게놈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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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화활성 고속 탐색법 확립 및 이를 이용한 분리균주의 당화활성 평가

기존 환원당 측정법인 DNS method (Sumner, 1921)를 응용하여 대량으로 빠르게 스크리닝

하는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96 well plate와 dry oven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Kim et 
al., 2014). 반응 시간, 양, 농도 등에 대한 최적화를 실시한 후 96 well plate에서 glucose와 

xylose에 대해 농도 및 발색시간에 따른 검량선이 잘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dry oven에
서 DNS를 이용한 발색 진행시 20분 이상에서 안정적인 검량선이 작성되었다 (그림 3.4). 

그림  3.4. 변형된 DNS 방법을 활용한 발색시간에 따른 glucose (A)와 xylose (B)의 검량선 

작성

2. 당화효소 유전자원 확보

확보된 해양미생물 중에서 Congo-red 반응시 특별히 뚜렷한 투명환을 보이거나, DNS 방법

에서 높은 당을 보인 경우, 특히 신규성이 높은 종들에 대해 유전체 해독을 수행하였다. 차
세대 유전체 해독기술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하여 유전체 해독을 수행하였으

며, 선도 어셈블리 (de novo assembly) 후 얻어진 컨티그 (contig)들을 대상으로 glimmer, 
tRNA-scan, HMM-sc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예측하였다. (미)국가생물정보센터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RefSeq, NMPDR SEED, COG 등의 데이터

베이스(DB, database)를 이용하여 유전자 주석 (gene annotation)을 수행하고 유전자 명칭을 기

준으로 하여 관련 유전자를 발굴하였다. 선별된 당화관련 유전자원들은 기존 등록된 유전자

들과의 유사성분석, 신호서열 및 각 종 domain 분석 등을 수행 하였다.

3. 당화활성 효소 특성 분석 및 효소 믹스 활성 평가

발굴된 각각의 유전자원은 재조합 단백질로 생산하기 위해 신호서열을 제외한 단백질 코

딩 영역을 PCR (po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으로 증폭시켰으며, 증폭된 유전자들은 발현벡

터 (expression vector)인 pET-24a(+) 혹은 pMal 등에 클로닝 (cloning) 하였다. Escherichia coli 
DH5α와 E. coli BL21-RosettaTM (DE3) pLyS (Stratagene, La Jolla, CA) 균주는 재조합된 유전자

의 복제와 과발현에 각각 사용하였다. 항생제가 들어있는 broth에서 OD600nm = 0.5~1 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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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배양한 후 유전자의 과발현은 1mM IPTG (β-D-1-thiogalacto- pyranoside)에 유도되었으

며, 재조합 단백질은 금속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인 TALONTM metal affinity resin (BD 
Biosciences) 또는 vector에 fusion 되어 있는 단백질 (histidine tag, maltose binding protein 등)에 

기반하여 이온 또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효소는 

SDS-PAGE (sodium dodecyl sulph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정제된 효소는 pNP(nitrophenyl)-acetate, pNP-glucopyranoside, pNP pNP-galactopyranoside, 
pNP-xylopyranoside 등 다양한 pNP-substrates에서 가수분해 활성을 확인하였다. 표준 반응 혼

합물은 최종 200ul 부피에 50mM sodium phosphate(pH 7.0), 1mM pNP-substrates 및 H2O을 포

함하였다. 반응 혼합액에 효소 0.5 ug을 투입하고 적정 온도에서 10분간 반응하였다. 유리된 

nitrophenol의 흡광도를 405nm에서 Asys UVM 340 microplate reader(Biochrom, UK)를 이용하

여 가수분해능을 확인하였다.  

CMC, Laminarin, xylan, mannan 등 다양한 다당류에서 가수분해 활성을 확인하였다. 표준 

반응 혼합물은 최종 200ul 부피에 50mM sodium phosphate(pH 7.0), 1mM pNP-substrates 및 

H2O을 포함하였다. 반응 혼합액에 효소 2 ug을 투입하고 적정 온도에서 10분간 반응하였고 

800ul의 0.1% DNS(dinitrosalicylic acid)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혼합액을 5분 동

안 100도에서 반응하였다. UV-2600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540nm에서 흡광도를 이용하

여 가수분해능을 확인하였다.   

올리고당 및 다당류에 대한 가수분해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셀로올리고사카라이드(2-6
단위체), 라미나리올리고사카라이드(2-6단량체), 및 라미나린을 사용하여 TLC(thin-layer 
chromatography)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반응혼합액은 50mM sodium phosphate(pH 7.0), 1mM 
pNP-substrates 및 H2O을 포함하였다. 반응 혼합액에 효소 1 ug을 포함하였다. 반응물은 실리

카 겔 60 F254 (Merck, Darmstadt, German) 및 부탄올:아세트산:물(2:1:1)을 사용하여 박막 크

로마토그래피(thin-layer chromatography)로 분석하였다. 플레이트를 후드에서 건조하고, 메탄올

에서 0.03%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 및 5% H2SO4 로 염색하였다. 플레이트를 후드에서 

10분 동안 110 °C 에서 항온 배양하였다. 

효소 믹스 활성 평가는 중온성 미생물인 Vibrio sp. MEBiC08052, Saccharophagus sp. 
MEBiC06638 유래 Endoclucanase 4종, beta-glucosidase 2종, xylanase 2종, xylosidase 1종을 조합

하여 filter paper, CMC, avicel, UBC 전처리 biomass, xylan 등에 대한 당화활성을 측정하였다. 
일부 단백질의 경우 발현 문제로 crude extract를 사용하여 1시간 배양 후 활성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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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백질 3차구조 규명

가. 단백질 구조결정 pipeline

단백질 구조결정을 위한 전체 process는 아래 도식 (그림 3.5)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림 3.5. 단백질 구조연구 파이프라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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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자 cloning 및 발현

구조분석 대상 단백질을 대량발현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pET-24a(+) 벡터에 NdeI 과 Xho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삽입하여 pET 발현 벡터를 제조하였다. 제작된 벡터를 대장균 

Rosetta-gami2 (DE3) strain에 옮겨 recombinant 단백질을 생산하였다. 

다. 단백질 정제 및 결정화

생산된 단백질은 Ni-NTA column과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고순도로 정제

하였다.  정제된 단백질은 결정 조건 탐색을 위해 24 mg/ml로 농축하여 준비하였다. 

(1) 결정화 조건 탐색

Hampton Research screening kit, Emerald screening kit, Axygen screening kit을 이용하여 초기 

결정화 조건을 탐색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초기 결정은 단결정과 부피가 큰 결정을 얻

기 위해 결정화 조건(pH, salt, precipitant)의 변화와 Additive screen 및 detergent screen solution
을 첨가하여 결정의 최적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2) Microbatch crystallization 방법을 이용한 결정 성장

단백질 결정화 실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hanging drop 방법이 아니라 microbatch 
crystallization 방법과 전통적인 hanging drop 방법이 혼합된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였다. 
Hanging drop 방법은 단백질 용액과 reservoir 용액을 cover slip 위에서 1:1 비율로 섞어 하나

의 drop으로 만든 후 cover slip을 reservoir위에 거꾸로 고정시켜 놓는 방법이다 (그림 3.6 왼
쪽). 이러한 실험 setting은 물이 cover slip의 drop으로부터 reservoir 용액 방향으로 확산되도

록 유도 한다. 이러한 물의 증발은 drop내 단백질 용액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결정의 생성

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reservoir내에 500 ml이상의 용

액을 채워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Microbatch crystallization은 oil 아래에서 결

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물의 증발이 가능한 Al's oil을 단백질 용액과 

reservoir 용액의 1:1 혼합 crystallization drop위에 부어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3.6 
오른 쪽). 

그림  3.6. hanging drop 방법 (왼쪽)과 microbatch crystallization 방법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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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oil을 사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성장된 결정을 x-ray에 노출시키기 위해 oil로
부터 빼낼 때 결정이 oil 층을 노출되면서 충격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시약의 양이 hanging drop 방법에 비교하면 50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고 물

의 증발 속도가 빠르므로 결정화 실험의 결과를 단기간 내에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초기 결정 성장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microbatch crystallization 방법을 적용

하였고 초기 결정 성장이 확인이 되면 hanging drop 방법으로 전환하여 x-ray에 결정을 노출

시키기 위한 여러 조작 과정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 하였다. 

단백질 결정 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단백질의 N-말단과 C-말단에 존재하는 flexible 
region이다. 초기 결정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 N-말단 혹은 C-말단의 flexible region 예측 프로

그램 (www.disprot.org)을 이용하여 truncated 돌연변이를 설계하거나 하나의 단백질을 여러 생

물종으로부터 확보하여 결정화를 시도하였다.

라. 구조분석

(1) 방사광을 이용한 결정 회절자료 수집

국내의 포항가속기연구소, 일본의 고에너지 연구소, 일본의 Spring-8과 같이 접근성이 용이

한 방사광 설비를 이용하여 회절 실험을 수행하였다. 회절 실험을 위한 방사광 방문시 결정

은 얼리지 않고 plate 상태 그대로 이동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2) 결정 회절 자료로부터 3차 구조 분석

회절 자료는 HKL2000이나 iMosflm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위상정보는 

Phenix나 CCP4i package를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Coot를 이용하여 구조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DALI server를 이용한 유사 구조 단백질을 탐색하고 구조해석 및 비교에 활용하였다.

(3) 구조 해석을 위한 생화학적 실험

구조 규명 후 생물학적 활성 부위를 확인하여 point mutation, deletion mutation, insertion 
mutation을 실행한 후 돌연 변이 단백질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야생형 단백질과 돌연 병이 

단백질간의 활성을 비교하는 한편 기질이 포함된 결정구조를 확보하여 작동 기작에 관한 정

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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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과 및 고찰

1. 당화활성 미생물 발굴

가. 당화활성 미생물 탐색 및 확보

확립된 변형 DNS법을 이용하여 분리미생물의 당화활성을 측정한 결과 cellulase, xylanase 
활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3.7, 3.8).

그림 3.7. 변형된 DNS 방법을 활용한 분리 미생물들의 당화능력 평가. 
    A; cellulase 활성 측정 결과, B; xylanase 활성 측정 결과

그림 3.8. 당화 활성을 나타내는 미생물들의 당화 활성 측정값.

다양한 해양시료로부터 DNS 방법을 적용하여 63주의 당화활성을 지니는 해양미생물을 분

리하였다 (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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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no. Similar strains Identities 

(%)
Produced 
enzymes Group Sampling 

area
S10 Glaciecola mesophila KMM241 99.8 X Bacteria Jeju
S11 Pseudoalteromonas agarivorans KMM255 99.9 X Bacteria Jeju
S14 Pseudoalteromonas elyakovii H-4 100.0 X Bacteria Jeju
S17 Pseudoalteromonas elyakovii H-4 99.5 X Bacteria Jeju
S28 Shewanella algae MAS2736 99.8 C Bacteria Jeju
S30 Marinobacterium stanieri ATCC27130 99.6 X Bacteria Jeju
S82 Vibrio alginolyticus ZDS-6 100 C Bacteria Chuuk
S85 Xanthobacillum maris 91.8 X Bacteria Chuuk
S86 Mesoflavibacter zeaxanthinifaciens 99.4 X Bacteria Chuuk
S89 Alteromonas alvinellae C73 96.6 C Bacteria Chuuk
S92 Vibrio communis 100 C Bacteria Chuuk
S95 Vibrio natriegens CM3 99.9 X Bacteria Chuuk

S114 Pseudomonas pachastrellae PTG4-14 99.9 X Bacteria Chuuk
S118 Providencia vermicola 99.9 X Bacteria Chuuk
S119 Ruegeria pelagia NBRC102038 100.0 X Bacteria Chuuk
S122 Pseudoalteromonas ganghwensis FR1302 99.9 X Bacteria Chuuk
S123 Aestuariibacter halophilus JC2043 99.1 X Bacteria Chuuk
S124 Oceanicola marinus AZO-C 97.0 X Bacteria Chuuk
S125 Alteromonas macleodii 99.8 X Bacteria Chuuk
S129 Alteromonas macleodii Balearic Sea AD45 100.0 X Bacteria Chuuk
S131 Aestuariibacter aggregatus WH169 99.9 X Bacteria Chuuk
JH1 Streptomyces canus NRRL B-1989 99.2 X Bacteria Ansan
JH2 Fusarium tricinetum Fyx 100 X Fungi Ansan
JH3 Nocardioides albus KCTC 9186 99.7 X Bacteria Ansan
JH4 Diaporthe batatas CBS 122.21 99.6 X Fungi Ansan
JH5 Colletorichum gloesporioides fSX2524081 100 X Fungi Ansan
JH6 Streptomyces glauciniger NBRC 10913 99.9 X Bacteria Jeju
JH7 Streptomyces shenzhnensis 172115 99.6 X Bacteria Jeju
JH8 Streptomyces canus NRRL B-1989 98.9 X Bacteria Jeju
JH9 Arthrium sacchari 99.8 X Fungi Jeju

JH10 Streptomyces yanii NBRC 14669 99.7 X Bacteria Jeju
JH11 Pichia burtonii EM 9831 99.8 C,X Fungi Ansan
JH12 Gibberella moniliformis 100 X Fungi Ansan
JH13 Ewingella americana GTC 1277 99.7 X Bacteria Ansan
JH14 Paenibacillus xylailyticus XIL 14 98.4 X Bacteria Ansan
J16 Vibrio campbellii 5 99.9 C,X Bacteria Incheon
J19 Pseudoalteromonas mariniglutinosa GN-7 99.7 X Bacteria Incheon
J27 Glaciecola siphonariae JJM10T 99.8 X Bacteria Incheon
J29 Bacillus circulans NBRC13634 100.0 C,X Bacteria Incheon
J34 Pseudoalteromonas elyakovii H-4 100.0 X Bacteria Incheon
J42 Alternaria alternata 12/17 100.0 C,X Fungi Incheon
J46 Graphium penicillioides OTU32 100.0 C,X Fungi Incheon
J47 Bacillus megaterium S10103 100.0 X Bacteria Incheon
J48 Planococcus rifietoensis SAL-15 100.0 C,X Bacteria Incheon
J49 Nectria haematococca MAFF840047 100 C,X Fungi Incheon
J52 Bacillus megaterium UT10 100 X Bacteria Incheon
J53 Trichoderma saturnisporum T163 100 C,X Fungi Incheon
J59 Streptomyces parvussj 38 99.7 C,X Bacteria Incheon
J64 Ochrobactrum haematophilum HPG70 100 C,X Bacteria Incheon
J65 Frondihabitans australicus E1HC-02 98.3 C,X Bacteria Incheon
J78 Vibrio alginolyticus J608 99.9 C,X Bacteria Incheon
J81 Vibrio alginolyticus HN08801 99.7 C Bacteria Incheon
J82 Psychrobacter marincola C-G-MA3 99.5 C Bacteria Incheon

표 3.3. DNS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한된 당화 활성 미생물. X; xylanase, C; cellu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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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Best-matched neighbor Similarity (%) Division

MEBiC 06638 Saccharophagus degradans 99 γ-Proteobacteria

MEBiC 06881 Isoptericola halotolerans 99 Actinobacteria

MEBiC 06997 Paenibacillus amylolyticus 99 Firmicutes

MEBiC 07046 Tenacibaculum litoreum 99 Bacteroidetes

MEBiC 07051 Bacillus altitudinis 99 Firmicutes

MEBiC 08029 Pseudomona salcaligenes 99 γ-Proteobacteria

MEBiC 08033 Vibrio azureus 98 γ-Proteobacteria

MEBiC 08052 Vibrio rhizosphaerae 97 γ-Proteobacteria

MEBiC 08171 Bacillus stratosphericus 99 Firmicutes

MEBiC 08188 Bacillus safensis 99 Firmicutes

MEBiC 08298 Microbulbifer okinawensis 97 γ-Proteobacteria

MEBiC 08282 Planococcus rifietoensis 99 Firmicutes

MEBiC 08206 Bacillus safensis 99 Firmicutes

MEBiC 08202 Bacillus safensis 99 Firmicutes

MEBiC 08210 Bacillus safensis 99 Firmicutes

MEBiC 08220 Bacillus safensis 99 Firmicutes

MEBiC 08259 Vibrio rhizosphaerae 96 γ-Proteobacteria

MEBiC 08258 Hahella chejuensis 99 γ-Proteobacteria

MEBiC 08313 Bacillus aquimaris 98 Firmicutes

MEBiC 08324 Actibacter sediminis 98 Bacteroidetes

MEBiC 08323 Hahella chejuensis 98 γ-Proteobacteria

MEBiC 08318 Lewinella marina 95 Bacteroidetes

MEBiC 08433 Bacillus jeotgali 98 Firmicutes

MEBiC 08429 Bacillus selenatarsenatis 99 Firmicutes

MEBiC 08466 Arthrobacter nicotianae 98 Actinobacteria

MEBiC 08468 Bacillus hwajinpoensis 99 Firmicutes

MEBiC 08481 Bacillus aquimaris 98 Firmicutes

표 3.4.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로부터 선발한 셀룰라제 활성을 가지는 해양미생물

Strain 
no. Similar strains

Identities 
(%)

Produced 
enzymes Group

Sampling 
area

J85 Staphylococcus capitissub JCM2420 100.0 X Bacteria Incheon
J90 Streptomyces venezuelae ATCC10712 100 C,X Bacteria Incheon
J92 Xanthomonas translucens NBRC13559 99.6 X Bacteria Incheon
J96 Rhodococcus fascians HLSBA48 99.5 X Bacteria Incheon

J103 Streptomyces padanus PMS-702 100 C,X Bacteria Incheon
J104 Cryptococcus saitoi ANT03-190 100 C,X Fungi Incheon
J109 Cladosporium cladosporioides C48 100 C,X Fungi Incheon
J113 Trichoderma saturnisporum T163 100 C,X Fungi Incheon
J115 Cellvibrio gandavensis R-4069 96.8 C,X Bacteria Incheon
CH1 Bacillus subtilis 168 99.8 C,X Bacteria Jeju

나. Congo-red 염색법에 의한 당화활성 미생물 탐색

MEBiC collection을 통해서는 congo red 염색법을 통해 27균주를 확보하였다 (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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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0.1%의 lignin (Sigma) 혹은 whatman filter paper를 기질로 하여 월미도 연안의 퇴적토

와 동해 퇴적토로부터 cellulose, lignin 분해균주를 탐색하였다 (그림 3.9, 표 3.5). 25℃와 50 
℃ 조건에서 총 99주를 분리하였으나 이 중 일부만이 cellulase 활성을 보였다. 요약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 3.9. cellulose 및 lignin 분해 균주 탐색

   

Condition Temp. No. of isolates Source
Lignin 0.2% 25 46 동해 

16 월미도

50 19 동해

4 월미도

Filter Paper 25 8 월미도

50 6 월미도

표 3.5. 배양온도에 따른 cellulose 및 lignin 분해 균주 탐색

 

다. 메타게놈 라이브러리로부터 당화효소 탐색 및 확보 

심해, 북극, 갯벌, 해면 (sponge) 등 다양한 해양환경으로부터 구축된 메타게놈 라이브러리

(library)  7.7Gb 해당하는 약 24만 클론을 분양받아 확보하였다. 확보된 메타게놈 라이브러리

를 대상으로 셀룰라제, 자일란아제, 리그닌분해효소를 스크리닝하여 셀룰라제 활성 17클론 , 
자일란아제 23클론을 발굴 및 확보하였다 (그림 3.10). Laccase activity로 측정한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 클론은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림 3.10. 메타게놈 자원으로부터 셀룰라제 및 자일란아제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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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s Similar strains Identities (%) Genome size Total ORFs Total contigs
J16 Vibrio campbellii 99.9 5.5 Mbp 4,889 39
J29 Bacillus circulans 100 5.6 Mbp 5,208 58
J90 Streptomyces venezuelae 100 7.9 Mbp 7,073 42

J103 Streptomyces padanus 100 8.9 Mbp 8,107 47
JEA5 Gilvimarinus agarilyticus 100 4.7 Mbp 3,663 22

MEBiC06638 Saccharophagus degradans 99.9 5.0 Mbp 4,474 1
MEBiC08052 Vibrio rhizosphaerae 97 4.7 Mbp 4,340 1
MEBiC08158 Alcanivorax marinus 99.5 4.2 Mbp 3,850 50
MEBiC09517 Rhodothermus profundi 89.0 4.8 Mbp 3,944 78

표 3.6. 유전체 해독이 수행된 당화활성 해양미생물

2. 당화활성 유전자원 확보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

당화활성을 나타낸 미생물 중 9종을 선별하여 그 유전체를 분석 하였으며 해독 결과는 표 

3.6에 나타내었다.

가. Vibrio sp. MEBiC 08052 species 유전체 해독 및 분석

유전체 분석결과 MEBiC 08052 종은 4.6Mb 게놈 사이즈(genome size), 45.7% GC 분포율, 
4,340 유전자(ORF, open reading frame), 그리고 셀룰로스 분해에 관여할 것이라 예측되는 셀

룰라제 19개, 자일란아제(xylanase) 및 부가 단백질(accessory protein) 13개를 확인하였다. 

해양미생물 Vibrio sp. MEBiC08052 균주의 유전체 정보로부터 로부터 exo- 및 endo- 
glucanases 8종, β-glucosidases 10종, cellobiose phosphorylase 1종, xylanase 및 accessory proteins 
13종 등 총 32종의 cellulolytic enzymes을 발굴하였다. 또한, 32개 유전자에 대하여 (미)국가생

물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블라스트(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를 통해 서열

비교로 예측되는 기능(function), 서열 상동성 (sequence similarity), 보존 도메인(conserved 
domain) 등을 분석하였다. 서열분설 결과 기능에 따라 셀룰라제는 엔도-글루칸아제

(endo-glucanase) 4개, 셀로바이오하이드롤라제(cellobiohydrolase) 4개, 글루코시다제(glucosidase) 
10개, 셀로바이오스 포스포릴라제(cellobiose phosphorylase) 1개로 나뉘었으며, 자일란아제 및 

부가 단백질은 엔도-자일란아제(endo-xylanse) 3개, 자일로시다제(xylosidase) 4개, 부가단백질 6
개로 확인하였으며 서열 상동성은 42∼87%로 전반적으로 새로운 서열로 분석되었다(표 3.7).

그 중, 31종에 대하여 클로닝 (cloning) 및 발현 (expression)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13종은 

soluble form으로 나머지는 insoluble form으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Soluble form으로 발현된 

13종 효소에 대하여 정제를 수행하고 다양한 다당류 (avicel, CMC, xylan, laminarin, mannan 
등) 및 pNP-substrates (glucopyranoside, xylopyranoside, acetate 등)에서 활성을 테스트하였다 

(그림 3.11A). VRK28820은 laminarin 및 pNPG, pNPX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VRK36250은 CMC, xylan, laminarin, mannan 등 다양한 기질에서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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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redicted function
Modules Similarity 

(%)
Amino 
acids

비고GH CBM
Endo- and Exo- glucanases, 8 ea      
VRK36250 endo-β-1,4-glucanase 5 5/12 62 396 SP (signal peptide)
VRK19130 endo-β-1,4-glucanase 5 2 67 610 SP

VRK02660
β-1,4-cellobiohydrolase   
(exoglucanase, β-1,4-cellobiosidase), 
Cel44A

44 2 63 649
SP, major 

component   of 
cellulosome from C. 

thermocellum
VRK11130 β-1,4-cellobiohydrolase 6 2 54 738 SP
VRK28560 β-1,4-cellobiohydrolase 9 4/9 68 777 SP

VRK28770 β-1,4-cellobiohydrolase 9 4/9 75 778 SP(gram-positive),   
VRK28560 유사

VRK02650 β-1,4-mannanase 5 - 68 327 SP

VRK34430 Barwin-related 
endoglucanase - - 52 233 SP

β-glucosidases, 10 ea      
VRK00470 β-glucosidase 1 - 80 461 SP(gram-positive)
VRK10980 β-glucosidase 3 - 61 578 No SP, n-term 수정
VRK28820 β-glucosidase 1 - 81 449 No SP
VRK29130 β-glucosidase 3 - 59 822 SP

VRK35780 β-glucosidase or β-xylosidase 3 - 67 785 No SP

VRK27990 6-phospho-β-glucosidase 1 - 71 480 No SP
VRK30440 6-phospho-β-glucosidase 4 - 87 450 No SP

VRK31840 6-phospho- β   
-glucosidase 1 - 72 468 No SP

VRK06100 β-N-acetyl-glucosaminidase 3 - 68 328 No SP

VRK32650 cryptic   
6-phospho-beta-glucosidase 1 - 87 476 No SP

Cellobiose phosphorylase, 1 ea      
VRK28800 cellobiose   phosphorylase 94 X 84 804 No SP, cytosol
Xylanases and accessory proteins, 13 ea      
VRK29060 endo-β-1,4-xylanase 11 - 60 560 SP
VRK31370 endo-β-1,4-xylanase 30 - 59 406 SP
VRK36410 endo-β-1,4-xylanase 10 4/9 64 500 SP

VRK29490 β-xylosidase, arabinosidase 
(GH62, C-term)

43, 
62

4/9, 
6 62 1,077 SP

VRK19140 β-xylosidase or 
endo-1,5-arabinanase 43 - 64 467 SP

VRK27880 β-xylosidase or 
endo-α-1,5-L-arabinosidase 43 - 68 330 SP

VRK41110 β-xylosidase or α   
-N-arabinofuranosidase 43 - 67 313 No SP

VRK12960 α -L-arabinofuranosidase - - 55 512 SP
VRK29500 acetylxylan esterase 10 - 60 382 SP

VRK05650 polysaccharide deacetylase 
(carbohydrate esterase 4)

CE
4 - 42 271 SP

VRK35810 chitin deacetylase CE
4 - 80 304 No SP

VRK28750 endo- β-1,3-glucanase or 
licheninase 16 - 70 231 SP

VRK35790 endo- β-1,3-glucanase or 
laminarinase 16 - 60 391 SP

표 3.7. Vibrio sp. MEBiC 08052 strain의 셀룰라제, 자일란아제 및 부가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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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Purification(A) & activity assay(B) of cellulolytic enzymes from MEBiC08052 strain

기질특이성 및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VRK36250, 28820, 및 31370에 대하여 적정활성 온도 

및 pH를 분석하였다. 각각 온도는 55도, 35도, 50도, pH는 6.5, 4.0, 7.0에서 적정활성을 나타

내었다 (그림 3.12).

그림 3.12. Effects of temperature and pH of VRK36250, 28820, and 31370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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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Vibrio sp. MEBiC08052 β-glucosidase (Vrk-glu)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β

-glucosidase (Vrk-glu)는 glycoside hydrolase1(GH1) family에 포함되었으며, 기 보고된 uncultured 
bacterium (metagenome)으로부터의 β-glucosidase와 55%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Vrk-glu 유전자

는 E. coli 시스템내에서 클로닝, 발현, 및 정제를 완료하였고, 분자량이 52.0 kD을 확인하였

으며, 다양한 다당류 및 pNP-substrates에서 당화 활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3.13).  

그림 3.13. Vibrio sp. MEBiC08052로부터 중온성 β-glucosidase(Vrk-glu)의 발현, 정제 및 다양한 

기질에서의 당화활성 검증 

재조합된 Vrk-glu는 30도 pH 7.5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14).

     

그림 3.14. Vrk-glu의 pNP-Glu(glucopyranoside) 기질에서 최적온도 및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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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pNP-substrates에서 kinetics 특성분석을 통하여 Vrk-glu는 pNP-Glu에 대하여 가장 뛰

어난 기질친화도(KM), 촉매효율(kcat/KM catalytic efficiency)을 나타내었다 (그림 3.15). 

그림 3.15.  Vrk-glu의 다양한 pNP-substrates에서 kinetic properties

TLC 분석을 통하여 Tpa-glu는 β-1,4-linked 그리고 β-1,3-linked oligosaccharides 모두에 대하

여 exo-hydrolyzing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G2-G6까지 다양한 길이의 oligosaccharides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16).

 
그림 3.16. 다양한 oligosaccharides 및 laminarin에서 Vrk-glu의 TLC를 통한 hydrolyzing 

activity

나. Saccharophagus sp. MEBiC 06638 species 유전체 해독 및 분석

유전체 분석결과 MEBiC 08052 종은 5.0Mb 게놈 사이즈 (genome size), 45.8% GC비율, 
4,474 유전자 (ORF, open reading frame), 셀룰로스 분해에 관여할 것이라 예측되는 셀룰라제 

48개, 자일란아제(xylanase) 및 부가 단백질 (accessory protein) 43개를 확인하였다. 

또한 91개 유전자에 대하여 (미)국가생물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블라스트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로 서열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측되는 기능 (function), 서열 상

동성 (sequence similarity), 보존 도메인 (conserved domain)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서열분설 결과 기능에 따라 셀룰라제는 엔도-글루칸아제 (endo-glucanase) 26개, 셀로바이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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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redicted function
Modules Similarity 

(%)
Name Predicted function

Modules Similarity 
(%)GH CBM GH CBM

Endo- and exo- glucanases, 29 ea Endo- and exo- glucanases, 29 ea 

SDK13400 endo-1,4-β-glucanase 5 - 97 SDK02700 1,4-β-cellobiohydrolase - 2/6 53

SDK13430 endo-1,4-β-glucanase 5 6 99 SDK04120 endo-1,4-β-mannanase 5 - 99

SDK30880 endo-1,4-β-glucanase 9 - 96 SDK23460 pectate lyase - 6 99

SDK01330 endo-1,4-β-glucanase 5 - 97 SDK23970 1,4-β-cellobiohydrolase 6 - 99

SDK11530 endo-1,4-β-glucanase 5 2 98 rhamnogalacturonan 
lyase - 6 98

SDK15910 endo-1,4-β-glucanase 5 6 95 SDK43490 unknown - - 99

SDK15920 endo-1,4-β-glucanase 5 6 66 SDK03630 endo-1,4-β-mannanase - 6 60

SDK15980 endo-1,4-β-glucanase 5 6 99 SDK03640 endo-1,4-β-mannanase 5 6 53

SDK16090 endo-1,4-β-glucanase 5 6 99 SDK29150 endo-1,4-β-mannanase 5 - 98

SDK16120 endo-1,4-β-glucanase 5 6 99 endo-1,4-β-mannosidase 26 - 80

SDK18090 endo-1,3-β-glucanase 81 - 98 SDK44280 endo-1,4-β-mannanase - - 99
SDK19840 endo-1,4-β-glucanase 5 - 97 SDK32740 endo-1,4-β-mannanase 26 2 80
SDK21380 endo-1,4-β-glucanase 5 6 97 SDK31040 1,4-β-cellobiohydrolase 9 - 99
SDK21440 endo-1,4-β-glucanase 5 6 98 SDK31050 endo-1,4- β-glucanase - 2 100
SDK30590 endo-1,4-β-glucanase - - 52 SDK31080 endo-1,3- β-glucanase 16 6 99

SDK39150 endo-1,4-β-glucanase 5 - 99 SDK38150 β-glucanase/ β-glucan 
synthetase 6 - 45

β-glucosidases, 17 ea Xylanases and accessory proteins, 43 ea

SDK02360 β-glucosidase 3 - 99 SDK15380 endo-1,4- β-xylanase 11 10 100

SDK09530 pullulanase - - 47 SDK16170 esterase - - 98

SDK09610 β-glucosidase 1 - 99 SDK16940 endo-1,4-xylanase 11 - 60

SDK10110 β-glucosidase - - 99 SDK17510 esterase - - 98

SDK14710 β-glucosidase 16 - 99 SDK19840 cellulase 5?? 2 100

SDK15770 β -glucosidase 3 - 61 SDK19880 endo-1,4- β-xylanase 10 - 98

SDK17040
endo-1,3- β-glucanase   or 
laminarinase

16 6 99 SDK20860 endo-1,4- β-xylanase?? 5 - 99

SDK17640
endo-1,3- β-glucanase or 
laminarinase

16 - 98 SDK29150 p o l y s a c c h a r i d e 
deacetylase - - 69

SDK19430 β-glucosidase 3 - 99 SDK30150 ribokinase - - 97

SDK21350 β-glucosidase 3 - 98 SDK30160 unknown - - 95

SDK29140 β-glucosidase 3 - 98 SDK31090 p o l y s a c c h a r i d e   
deacetylase - - 98

SDK29160 Unknown   99 SDK31450 p o l y s a c c h a r i d e 
deacetylase - - 99

표 3.8. Saccharophagus sp. MEBiC06638 strain의 셀룰라제, 자일란아제 및 부가단백질

이드롤라제 (cellobiohydrolase) 3개, 글루코시다제 (glucosidase) 17개, 셀로바이오스 포스포릴라

제 (cellobiose phosphorylase) 2개로 나뉘었으며, 자일란아제 및 부가단백질은 엔도-자일란아제 

(endo-xylanse) 43개로 분석되었다. 당화관련 효소로 예측된 서열들은 대부분 미국 조지아에서 

분리된 Saccharophagus degradans 표준균주와 95% 이상의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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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redicted function
Modules Similarity 

(%)
Name Predicted function

Modules Similarity 
(%)GH CBM GH CBM

SDK36380 β-glucosidase 3  98 SDK31670 xylanase 11 - 99
SDK40160 β-glucosidase 3 - 98 SDK32710 endo-1,4- β-xylanase 43 - 99
SDK40640 β-glucosidase 3 - 98 SDK33030 β-xylosidase 43 - 98
SDK41170 β-glucosidase 1 - 98 SDK43490 unknown 2 - 99

SDK16110 endo-1,6- β-glucosidase 30 - 97 SDK43500 unknown 2 - 99

Cellobiose phosphorylase, 2 ea SDK01330 cellulase 5?? - 97

SDK33900 cellobiose   
phosphorylase 94 - 98 SDK12560 β-xylosidase 43 - 52

SDK41950 cellobiose 
phosphorylase 94 - 99 SDK18430 endo-1,5-alpha-L-arabin

osidase 43 35 97

Xylanases and accessory proteins, 43 ea SDK32570 arabinofuranosidase 43 - 99

SDK01360 endo-1,4- β-xylanase 10 - 98 SDK32680 endo-1,5-alpha-L-arabin
osidase 43 - 98

SDK02390 unknown - 6 97 SDK32690 arabinofuranosidase 43 - 98

SDK02950 polysaccharide 
deacetylase - - 55 SDK32730 β-xylosidase/ alpha-L 

-arabinfuranosidase 43 - 98

SDK03100 polysaccharide   
deacetylase - - 84 SDK34380 endo-1,4- β-xylanase 43 - 97

SDK05070 endo-1,4- β-xylanase - - 98 SDK35090 endo-1,,5-alpha-L-arabin
osidase 43 - 98

SDK06310 unknown - 6 98 SDK37930 xylosidase/arabinosidase 43 - 97
SDK06700 esterase - - 96 SDK22840 pectate lyase - - 50

SDK12860 unknown - 6 53 SDK36640 alpha-L-arabinofuranosi
dase - - 97

SDK12890 1,3-alpha-glucanase - 6 77 SDK35260 alpha-glucuronidase - - 98
SDK13240 unknown - 6 98 SDK16950 acetylxylan esterase - - 95
SDK14340 esterase - - 98 SDK38650 alpha-galactosidase 31 - 99

그 중, 18종에 대하여 클로닝을 완료하고 13종의 발현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3종의 단백

질만이 soluble form으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3.17).

그림 3.17. Expression test of cellulolytic enzymes from Saccharophagus sp. MEBiC06638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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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속 미생물 S85 strain의 유전체 분석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

Micronesia Chuuk주의 해양 환경으로부터 신속 미생물 strain S85를 분리하였으며, 이를 

Ochrovirga pacifica로 명명하였다. 유전체로부터 cellulase 및 xylanase와 관련된 유전자원을 선

별한 결과 cellulase 관련 2종 (표 3.9) 및 xylanase 관련 8종 (표 3.10)을 탐색하였다.

No. Strains Analyzed 
base pair Similar genes Identities 

(%)

1 S85 1146 Cellulase [Sorangium cellulosum 'So ce 56'] 40

2 S85 1410 beta-glucosidase [Zunongwangia profunda SM-A87] (cellobiase) 48

표 3.9. 신속 균주 S85 균주의 유전체 분석에 의해 탐색된 cellulase relative genes

No. Strains Analyzed 
base pair Similar genes Identities 

(%)

1 S85 864 probable endo-1,4-beta-xylanase B [Robiginitalea biformata HTCC2501] 
(acetyl xylan esterase) 49

2 S85 2580 beta-xylosidase B [Clostridium   stercorarium] 39

3 S85 2190 Beta-glucosidase [Pseudoalteromonas atlantica T6c] (xylosidase) 56

4 S85 2199 Beta-glucosidase [Pseudoalteromonas atlantica T6c] (xylosidase) 52

5 S85 2358 glycoside hydrolase family 3 protein [Bacteroides dorei 5_1_36/D4] 
(xylosidase) 50

6 S85 2586 glycoside hydrolase family 3 domain protein [Roseiflexus castenholzii 
DSM 13941] (xylosidase) 38

7 S85 1323 glycoside hydrolase family 43 [Epulopiscium sp. 'N.t. morphotype B'] 
(xylanase) 37

8 S85 981 glycosyl hydrolase [Zunongwangia profunda SM-A87] (xylanase) 42

표 3.10. 신속 균주 S85 균주의 유전체 분석에 의해 탐색된 xylanase relative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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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rains Analyzed 
base pair Similar genes Identities 

(%)
1 S86 1095 xylanase [Flavobacterium sp. MSY2] 59

2 S86 876 putative xylanase [Flavobacteriales bacterium HTCC2170]
(acetyl xylan esterase) 57

3 S86 2292 periplasmic beta-glucosidase/beta-xylosidase [Bacteroides sp. 20_3] 63

4 S86 2148 putative beta-xylosidase [Leeuwenhoekiella blandensis MED217] 67

5 S86 2385 putative beta-glucosidase [Zunongwangia profunda SM-A87] 
(Beta-xylosidase) 62

표 3.12. S85 균주의 유전체 분석에 의해 탐색된 xylanase relative genes

No. Strains Analyzed 
base pair Similar genes Identities 

(%)

1 S86 2493 glycoside hydrolase family 3 domain protein [Hirschia baltica ATCC 
49814 (glucan 1,4-beta-glucosidase) 55

표 3.11. S86 균주의 유전체 분석에 의해 탐색된 cellulase relative genes

이 중, acetyl xylan esterase라고 판단되는 유전자원을 선별하여 pET vector 시스템을 이용해 

E. coli로부터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였으며, 시판되는 xylanase와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한 

결과 xylanase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신규 재조합 acetyl xylan esterase를 첨가하였을 때 

활성이 200% 이상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8)

그림 3.18. 신속 균주 S85 유래 acetyl xylan esterase의 재조합 단백질 생산(A) 및 

xylanase와의 시너지 효과 분석

라. Mesoflavibacter zeaxanthinifaciens S86의 유전체 분석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

Micronesia Chuuk주의 해양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Mesoflavibacter zeaxanthinifaciens S86의 유

전체 분석 결과 cellulase 관련 유전자원 1종 (표 3.11) 및 xylanase 관련 유전자원 5종 (표 

3.12)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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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s Structure Source
Specific activity

[umol/min/mg][unit/mg]
Relative activity 

(%)
Remark

Laminarin 1,3-β-Glucan contains 
some 1,6-β-linkages

Laminaria 
disitata 261.21±9.32 unit/mg 100.00± 3.57 %

Major structural 
and storage 
polysaccharide

β-D-glucan 1,3/1,4-β-glucan Barley 128.19±6.88 unit/mg 49.07 ± 2.63 %  

Lichenan 1,3/1,4-β-glucan
Lichen 
Icelandic 
Moss

115.90±5.46 unit/mg 45.48 ± 2.09 %
Linear, ~30% 
1,3-β and 70% 
1,4-β; extended 
coil 
conformation

Curdlan 1,3-β-glucan Alcaligenes 
faecalis 92.09±6.62 unit/mg 35.25 ± 2.53 %  

Carboxymethyl 
cellulose 
(CMC)

1,4-β-glucan  8.21± 0.70 unit/mg 3.09 ±0.27 %  

표 3.13.  Strain S86 유래의 재조합 beta-glucanase의 기질에 따른 활성 분석

Strain S86로부터 확보된 신규 beta-glucanase는 Eudoraea adriatica의 GH16 family protein과 

55.8%의 낮은 유사성을 나타내었고, E. coli로부터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및 특성을 분석하였

다. 생산된 재조합 단백질은 79kDa의 분자량을 가졌고, 50℃와 pH 7-8에서 최적활성을 나타

내었으며 50℃에서 60분간 약 78%의 활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Mn에 의해 활성이 약 200%
까지 증가하였고 Cu에 의해서는 효소활성이 대부분 저해 되었다 (그림 3.19).

그림 3.19. S86 유래 beta-glucanase의 재조합 단백질 생산(A) 및 효소 특성 분석(B)

Strain S86 유래의 재조합 beta-glucanase는 β-D-glucan에 대해 128 units/mg, Laminarin에 대

해 261 units/mg, Lichenan에 대해 115 units/mg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CMC에 대해서는 

8.2 units/mg의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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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Gene no. AA Similar enzymes Identities(%) Domains

J103

J103-c1 936 glycoside hydrolase family 48  [Catenulispora 
acidiphila DSM 44928] 76 SP, GH12, GH48, 

FN3, CBM3

J103-c2 732 Cellulose 1,4-beta-cellobiosidase[Streptomyces 
fulvissimusDSM 40593] 69 GH6, FN3, CBM3

J103-c3 644 glycoside hydrolase family 5 [Catenulispora 
acidiphila DSM 44928] 73

SP, cellulase, FN3, 
CBM3

J103-c4 413 putative glucanase [Kitasatospora setae KM-6054] 73 SP, GH6

표 3.14. Streptomyces sp. J103 유래 cellulase 관련 유전자원

Strain Gene no. AA Similar enzymes Identities(%) Domains

J103

J103-x1 612 endo-1,4-beta-xylanase A precursor [Kitasatospora 
setae KM-6054] 63 SP, GH10, FN3, 

CBM3

J103-x2 231 endo-1,4-beta-xylanase precursor [Streptomyces sp. 
S38] 73 SP, GH11, DAO

J103-x3 336 xylanase [bacterium enrichment culture clone 
Xyl8B8] 95 SP, GH11, CBM2

J103-x4 468 endo xylanase family 11 [Streptomyces costaricanus] 95 GH11, CBM2

J103-x5 385 endo-1,4-beta-xylanase precursor [Kitasatospora setae 
KM-6054] 75 SP, GH10

J103-x6 438 Endo-1,4-beta-xylanase A precursor [Streptomyces 
venezuelae ATCC 10712] 70 GH10, RICIN

J103-x7 337 XynB 119 [Streptomyces sp. TN119] 67 SP, GH11, CBM2

J103-x8 776 Beta-xylosidase [Streptomyces viridochromogenes  
Tue57] 86 GH3, GH3C

J103-x9 457 xylan 1,4-beta-xylosidase [Streptomyces 
davawensis JCM 4913]

63 GH39

표 3.15. Streptomyces sp. J103 유래 xylanase 관련 유전자원

마. Streptomyces sp. J103의 유전체 분석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

Streptomyces sp. J103의 유전체 분석 결과 cellulase 관련 유전자원 4종 및 xylanase 관련 유

전자원 9종을 탐색하였고 기존 보고된 유전자들과의 상동성 및 Domain 등을 분석하여 표 

3.14와 표 3.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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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cellulase 관련 유전자원 1종 (J103-c3)과 xylanase 관련 유전자원 2종 (J103-x2, 
J103-x7)을 이용해 E. coli로부터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Cellulase 
domain을 가지고 있는 재조합 J103-c3를 기질 (CMC, laminarin, lichenan, beta-D-glucan, xylan, 
starch) 및 pH별 (pH3-10)로 40℃에서 1시간씩 반응시킨 결과, CMC, lichenan, beta-D-glucan에
는 활성을 나타내었고, xylan, starch, laminarin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beta-D-glucan과 lichenan에서 높은 활성이 나타났고 CMC에서는 beta-D-glucan의 1/10 수준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beta-D-glucan과 lichenan에서는 pH 6에서 최적활성을 나타내었으나 

CMC에서는 pH 4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었다. J103-c3의 기질별 온도 테스트를 위해 

lichenan, beta-D-glucan은 pH 6, CMC는 pH 4에서 온도별로 (30-80℃) 1시간 동안 반응시켰으

며, 그 결과 세 기질 모두 60℃에서 최적활성을 나타었으며, beta-D-glucan, lichenan, CMC 순
으로 활성이 나타났다 (그림 3.20).

그림 3.20. J103 유래 beta-glucanase의 재조합 단백질 생산 (a) 및 기질에 따른 pH (b), 
온도 (c)별 효소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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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anase 관련 유전자원 중 J103-x2 및 J103-x7 유전자원을 이용해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

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재조합 생산된 J103-x2와 J103-x7 둘 다 60℃와 pH 4에서 최적온도

와 pH를 나타내었으나,  J103-x2은 50℃에서 2시간동안 열에 안정한 반면 J103-x7은 50℃에

서 30분 후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21-22).

그림 3.21. J103 유래 J103-x2의 재조합 단백질 생산(a) 및 최적온도(b), 열안정성(c), 
최적 pH(d) 분석

그림 3.22. J103 유래 J103-x7의 재조합 단백질 생산(a) 및 최적온도(b), 열안정성(c), 
최적 pH(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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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곰팡이를 이용한 cellulase 및 xylanase 생산

(1) 분리된 곰팡이의 당에 따른 성장능 분석

glucose, avicel, CMC, xylan, starch를 각각 단일 탄소원으로 한천 배지에 공급하고 

Trichoderma sp. J113 균주를 가운데 접종하여 당이용에 따른 colony 확장 속도를 확인하였다. 
Trichoderma sp. J113는 avicel과 xylan에서 단당인 glucose 만큼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림 

3.23).

그림 3.23. 단일 탄소원에 따른 Trichoderma sp. J113의 colony 성장 분석. 
A; agar plate 상의 colony 성장 속도, B; 72시간 후 colony 형태

(2) 곰팡이 배양 상등액의 당화활성 측정

기존에 cellulase 및 xylanase 활성이 확인된 균주 2종 (Trichoderma sp. J113, Fusarium sp. 
F20)을 선별하여 밀겨를 이용해 cellulase 및 xylanase의 발현을 유도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각각의 균주를 0.5% 밀겨, 0.5% yeast extract, 1% casamino acid가 첨가된 액상배지에 

접종하여 27℃에서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상등액을 0.5% avicel과 xylan에 각각 반응시켜 

활성을 확인한 결과 cellulase와 xylanase 모두 발현이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3.24).

그림 3.24. Trichoderma sp. 
J113 및 Fusarium 
sp. F20 배양 

상등액의 avicel 및 

xylan에 대한 활성 

분석



- 47 -

(3) Trichoderma sp. J113 유래 xylanase의 정제 및 특성분석

밀겨에서 당화효소 발현이 유도된 Trichoderma sp. J113의 배양 상등액을 40%와 70% 포화

도의 ammonium sulfate로 각각 단백질 침전 시킨 후 dialysis membrane을 이용해 탈염시킨 후 

음이온 교환,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및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xylan 분해 

활성 효소 3개를 분리정제 하였다. 그 중 1개의 xylanase에 대한 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6
0℃, pH 5에서 최적활성을 나타내었으며 5mM MnSO4가 첨가된 상태에서 활성이 약 230%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25).

그림 3.25. Trichoderma sp. J113 로부터 정제된 xylanase의 효소 특성분석. 
a; 정제된 xylanase, b; 온도별 상대활성, c; pH별 상대활성, d; 금속이온에 따른 상대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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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효소 믹스 활성 평가 

중온성 미생물인 Vibrio sp. MEBiC08052, Saccharophagus sp. MEBiC06638 유래 

Endoglucanase 4종, beta-glucosidase 2종, xylanase 2종, xylosidase 1종을 조합하여 filter paper, 
CMC, avicel, UBC 전처리 biomass, xylan 등에 대한 당화활성을 측정하였다. 일부 단백질의 

경우 발현 문제로 crude extract를 사용하여 1시간 배양 후 활성을 측정하였다.

Filter paper와 UBC biomass의 경우에는 목표 단백질이 상용제품 대비 85% 수준, avicell과 

CMC에는 약 50% 수준으로 첨가되었으며 UBC biomass의 경우 준비된 효소의 양이 충분하

지 못 해서 xylanase와 xylosidase를 넣지 못했다. 단백질 양 감안 전 활성은 CTec2 대비 filter 
paper 33%, avicel 41%, UBC 30%, CMC 42%, Xylan 20% 의 효율을 보였으며, 단백질 양을 

감안할 경우 filter paper와 UBC biomass에서 각각 39%와 36%, avicell과 CMC에서 약 65% 효
율을 달성하였다(그림 3.26).

그림 3.26. 중온성 효소믹스의 다양한 다당류에서의 당화활성능 검증

아. 유전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고온성 당화효소 확보 및 특성분석

(1) 고온성 당화효소 발굴 및 확보

오픈된 유전체 정보 및 초고온 고세균 12종의 써모코커스 종 (Thermococcus species)의 비

교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고온성 당화효소 유전자원 49종을 발굴하였다. 정보분서을 통해 고

온성 엔도-글루칸아제 7종 (GH5 타입 2종, GH12 타입 1종, DUF 4종), 베타-글루코시다제 14
종 (GH1 타입 12종, GH4 타입 2종)을 발굴하였다 (표 3.16).

그 중, 25종에 대하여 클로닝을 통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20종의 단백질에 대하여 발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9종은 soluble form으로 나머지는 insoluble form으로 발현됨을 확인하였

다. Souble form으로 발현된 10종 효소에 대하여 정제를 수행 (그림 3.27A)하고 다양한 다당

류 (avicel, CMC, xylan, laminarin, mannan 등) 및 pNP-substrates (glucopyranoside, 
xylopyranoside, acetate 등)에서 활성을 테스트함 (그림 3.2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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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ms
β-1,4-endoglucanase β-1,4-endoglucanase

β-1,3-endo
glucanase β-agarase β-mannosid

ase β-xylosidase
GH5 family GH12 

family
Domain of 
unknown GH1 family GH4 

family

Pyrococcus genus (published data)

P. furiosus PF_0854 PF_0073, 
0442 PF_0076 PF_1208

P. horikoshii PH_1171 PF_0366 PH_0501

P. abyssi PAB_0632 PAB_2376 PAB_1740

P. sp. ST04 Py04_178

Thermococcus genus (published data)

T. onnurineus

T. kodakarensis TK_1827, 
1761 TK_1827

T. barophilus TERMP_00
966

TERMP_0
0967

T. siniricus TSIB_0326, 
0327, 0328 TSIB_0334 TSIB_0321 TSIB_0325

T. sp. AM4 TAM4_1337

T. sp. Gi1914799

Thermococcus genus (unpublished data)

T. aegaeus AGG_1091

T. sp. CH5 CH5_1434 CH5_1435

T. celericrescens CRE_1915 CRE_1913

T. fumicolans FUM_1490

T. guaymasensis GUA_0584 GUA_0575 GUA_0589 GUA_0585

T. litoralis LIT_0402, 
0463

T. marinus MAR_0074

T. pacificus PAC_1356, 
1357

P AC 1 3 6 4 , 
1036, 1045 PAC_1350 PAC_1354

T. profundus

T. barossii RAD_0405 RAD_0178

T. stetteri

T. waiotapuensis WAI_1797 WAI_0877, 
1785 WAI_1790 WAI_1795

표 3.16. β-glucan hydrolase enzymes from Thermococcales

그림 3.27. Purification and acivity assay of β-glucan hydrolase enzymes from Thermococ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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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성 β-glucosidase의 특성분석

앞서 분석한 당화효소 유전자원 중, 초고온 고세균 T. pacificus 유래 내열성 β-glucosidase 
(Tpa-glu)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Tpa-glu는 Pyrococcus furiosus β-glucosidase와 77% 상동성을 

나타내었으며, 구조기반의 서열분석을 통하여 α-helix 12와 β-strand 9 사이에 12개 아미노산

으로 구성된 루프 (loop)가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28).

그림 3.28. Thermococcus pacificus로부터 내열성 β-glucosidase (Tpa-glu)의 서열분석

Tpa-glu 유전자는 E. coli 시스템 내에서 클로닝, 발현, 및 정제하였다. 분자량이 52.0 kD이

며 다양한 다당류 및 pNP-기질에서 당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29).  

그림 3.29. Thermococcus pacificus로부터 중온성 β-glucosidase (Tpa-glu)의 발현, 정제 및 

다양한 기질에서의 당화활성 검증 

Tpa-glu의 최적 활성 조건은 75℃ pH 7.5 였으며, 내열성은 90℃에서 6h 반감기를 나타냄

(그림 3.30). Tpa-glu는 pNP-Glu (glucopyranoside)에 대하여 가장 뛰어난 기질친화도(KM), 촉매

효율 (kcat, catalytic efficiency)을 나타내었으며, pNP-Gal> pNP-Man>pNP-Xyl 순으로 활성을 

나타내었다 (표 3.17). 또한, celloibose 보다는 laminaribiose에 대하여 뛰어난 기질친화도 및 

촉매효율을 나타내었다(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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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Tpa-glu의 최적 온도, pH, 및 내열성

Sustrates KM (mM) kcat (s-1) kcat/KM (s-1mM-1)

pNP-Glu 0.58 64 110.34

pNP-Gal 10.36 58 5.62

pNP-Man 5.06 6 1.18

pNP-Xyl 6.47 1.18 0.18

Laminaribiose 2.61 41 15.71

Cellobiose 22.48 89 3.96

표 3.17. Tpa-glu의 다양한 기질에 대한 kinetic properties

   

TLC 분석을 통하여 Tpa-glu는 cellobiose 보다는 다양한 길이의 laminaribiose에 대하여 

exo-hydrolyzing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31). 특히, 다당류인 laminarin에 대해서도 반응시

간에 의존적으로 exo-hydrolyzing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31).

그림 3.31. 다양한 oligosaccharides 및 laminarin에서 Tpa-glu의 TLC를 통한 hydrolyzing ac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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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β-glucan hydrolase gene clusters(A) and growth tests of Thermococcus genus 

(3) Thermococcus genus로부터 β-glucan hydrolase gene clusters의 발굴 및 특성분석

기 보고된 Thermococcus sibiricus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12종의 Thermococcus를 대상으

로 comparative genomics 연구를 통하여 3종에서 β-glucan hydrolase gene clusters를 발굴하였다

(그림 3.32A). T. pacificus, T. guaymasensis로부터 새로운 glycoside hydrolases (GHs) gene 
cluster를 동정하고 생리학적 분석을 통하여 상기 초고온 고세균이 CMC (cariboxy-methyl 
cellulose)에서 성장함과 동시에 수소를 생산함을 확인함. 또한 T. marinus, T. barossii가 xylan
에서 성장함과 동시에 수소생산을 확인하였다 (그림 3.32B).

또한, 초고온 고세균 기반 합성미생물 제작을 위하여 1) T. pacificus로부터 GHs gene cluster
를 T. onnurineus NA1에 도입, 2) T. pacificus의 GHs gene cluster의 예측되는 promoter region
에 T. onnurineus NA1으로부터 기 발굴한 strong promoter를 삽입하는 방법을 디자인 하였다 

(그림 3.33). 이 중 promoter를 삽입하는 Tpa::PTon_0157, Tpa::PKOD1 등 2종의 합성미생물을 

제작 완료하였다 (그림 3.33).

그림 3.33. 초고온 고세균 기반 합성미생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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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조합 당화효소 발현 개선

대장균 유래가 아닌 단백질을 대장균에서 발현시키는 경우 발현이 되지 않거나 발현 될 

경우에도 insluble form으로 발현되어 이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배양함으로써 발현 속도를 조절해 주는 방법으로 발현가

능성을 높여주지만 이 경우에도 아래 그림처럼 insoluble form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림 3.34).

그림 3.34. 상온 또는 저온에서 대장균을 통해 발현시킨 단백질의 전기영동 결과

이에 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east를 host로 하는 방법 (서울대 허원기 교수 협조), 누
에를 이용하는 방법 (GIMB 홍선미 박사 협조), tagging 및 발현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전남

대 김근중 교수 협조) 등을 시도하고 있다. Yeast와 누에를 host로 쓰는 경우는 SDK02700 
(98.5kDa), VRK19130 (67.3kDa), SDK15920 (77.7kDa), VRK28770 (86.2kDa), SDK21380 
(65.4kDa)의 다섯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조합 단백질 제작 시, N-terminus에 rare 
codon을 tagging하여 단백질 발현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단백질 folding 및 발현량을 개선하는 

방법을 중온성 당화효소 8종, 고온성 당화효소 6종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표 3.18). 우수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소 다수가 발현 문제로 기능규명, 활성 평가를 통한 발굴이 이루어지

지 못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발현 개선은 다양한 효소의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Predicted 
function

Size
(kDa) Remark Name Predicted 

function
Size

(kDa) Remark

Glycoside hydrolases from hyperthermophilic archaea Glycoside hydrolases from mesophilic bacteria

FUM_01490 β-1,4-endoglucanase 58.9 No expression VRK_19130 β-1,4-endoglucanase 64.9 Insoluble form

RAD_00178 β-xylosidase 42.8 No expression VRK_11130 β-1,4-exoglucanase 77.1 Insoluble form

CRE_01913 β-glucosidase 49.0 Insoluble form VRK_28770 β-1,4-exoglucanase 84.7 Insoluble form

LIT_00402 β-glucosidase 44.6 Insoluble form SDK_21380 β-1,4-endoglucanase 65.4 Insoluble form

PAC_01356 β-1,4-endoglucanase 46.6 No expression SDK_15920 β-1,4-endoglucanase 77.9 Insoluble form

PAC_01357 β-1,4-endoglucanase 119.6 No expression SDK_02700 β-1,4-exoglucanase 93.5 Insoluble form

MAR_00074 β-xylosidase 42.0 No expression MAR_00074 β-xylosidase 42.0 No expression

GUA_00584 β-1,4-endoglucanase 76.1 No expression

 표 3.18. N-terminus에 rare codon을 tagging을 통한 단백질 발현 개선을 위한 타깃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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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CaMan 단백질의 결정 

3. 구조해석

가. 남극 톡토기 Cryptopygus antarcticus 유래 β-1,4-D-mannanase (CaMan)의 2.6Å 해

상도 3차 구조 규명

36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CaMan 단백질의 

회절 실험이 가능한 결정 (그림 3.35) 은 0.1M Tris 
pH 8.5, 25% PEG 3350 (Hampton research의 

IndexI-45번 조건)에서 성장하였다.

H5 family에 속하는 단백질인 CaMan은 3차 구조 

규명 결과 다른 GH5 효소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

인 TIM (β/α)8-barrel fold (그림 3.36)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ALI server를 이용한 유

사 구조 단백질 탐색결과 MeMan5A(PDB code: 
2COH)가 CaMan과 가장 유사한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CaMan과 

MeMan5A의 3차 구조를 겹친 결과 (그림 3.36 오른쪽) CaMan의 활성 부위의 loop (residue 
324-328)가 MeMan5A에 비해 길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그림 3.37)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CaMan의 활성 부위의 한 loop이 

MeMan5A에 비해 아미노산이 5개 더 많은데 이들 많아진 아미노산이 바로 길어진 loop에 존

재하였다.

그림 3.36. CaMan 단백질의 3차 구조 및 CaMan과 MeMan5A의 superimpose를 통한 

구조 비교(빨간색 원 부분은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길이가 다른 loop을 

나타낸다 (마젠타: CaMan, 파랑: MeMan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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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CaMan과 MeMan5A의 sequence alignment (빨간색 상자 부분은 

활성 부위에 존재하는 길이가 다른 loop를 나타낸다) 

CaMan와 CaMan/mannopentaose (M5) complex의 3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CaMan/ 
mannopentaose (M5) complex 구조 표면에 새로운 2nd mannan 바인딩 site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8). CaMan을 homology 구조인 AkMan (Aplysia kurodai), MeMan5A (Mytilus 
edulis)와의 superimpose를 통한 구조비교를 통해 active site 내에 있는 확장된 loop의 구조적 

차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CaMan은 저온에 적응한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loop의 구조

적 변화와 저온 적응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앞으로 loop 부분에 대한 돌연 변이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림 3.38. CaMan/mannopentaose(M5) complex의 3차 구조



- 56 -

나. 남극톡토기(Cryptopygus antarcticus)에서 유래한 Cellulase의 결정화 및 구조분석

회절 실험이 가능한 CaCellulase 단백질 결정은 20% PEG 8000, 0.1M Phosphate-citrate pH 
4.2, 0.2M NaCl(Wizard I #31번 조건, Emerald Biostructures Inc)에서 성장하였다 (그림 3.39).

그림 3.39. CaCellulase 단백질 결정 및 3차 구조

CaCellulase 결정으로부터 2.6Å의 회절데이터를 얻었으며 분석 결과 space group은 P3121이
며 unit cell은 a=81.713, b=81.713, c=89.352, α=90.000, β=90.000 ɤ=120.000 임을 알 수 있었다. 
Protein data bank에서 시퀀스 유사 구조를 탐색한 결과 CaCellulase는 Humicola insolens에서 

유래한 endoglucanase (PDB code: 1HD5)와 가장 유사함 (Identities: 55%, Score: 582)을 확인하

였다. 1HD5 PDB를 모델로  molecular replacement(MR)을 실행 하였으며 CaCellulase의 3차 구

조 일부를 규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CaCellulase와 complex를 이루는 단백질은 찾지 못

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3.40).

그림 3.40. CaCellulase의 회절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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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ellulase 단백질 결정화 및 회절 데이터 수집

중온성 당화활성 세균인 Vibrio sp. MEBiC08과 Saccharophagus degradans MEBiC06으로부터 

10 종류의 cellulase 단백질 (VRK02650, VRK06100, VRK12960, VRK27880, VRK27990, 
VRK28800, VRK28820, VRK30440, VRK31840, VRK36250)을 확보하여 결정화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이 중 3 종류의 단백질 (VRK27880, VRK28800, VRK28820)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41).

그림 3.41. cellulase crystal

3종류의 결정 중 2종류(VRK27880, VRK28820)의 결정에서 각각 2.4Å의 회절 데이터를 얻

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19)와 같다. 

표 3.19. cellulase 회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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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백질의 회절결과로부터 예상되는 구조는 Cellvibrio japonicus의 α-L-arabinanase 43A 
(VRK27880; Nurizzo et al., 2002), Paenibacillus polymyxa의 β-glucosidase B complex 구조 

(VRK28820; Isoma et al., 2007)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2).

그림 3.42.  회절결과로부터 예상되는 VRK27880(a)과 VrK28820(b)의 유사구조

라. Thermococcus pacificus 유래 1-3 endoglucanase(PAC_01350)의 1.2Å 고해상도 3차 

구조 규명 및 기질과의 complex 실험

회절 실험이 가능한 PAC_01350 단백질 결정은 25% PEG 1500, 0.1M Na-Cacodylate pH 5.5, 
0.2M Ammonium sulfate (SGC#78번 조건, Axygen biosciences)에서 성장하였다 (그림 3.43 왼
쪽). Protein data bank에서 시퀀스기반으로 유사 구조를 탐색했을 때 PAC_01350은 Pyrococcus 
furiosus에서 유래한 Endo-beta-1,3-glucanase (PDB code: 2VY0)와 가장 유사하였으며 (Identities: 
79%, Score: 1086), 2VY0 PDB를 모델로 molecular replacement (MR)을 실행하여 3차 구조를 

규명한 결과 PAC_01350은 Glycoside hydrolase family 16 (GH16 family)에 속하며 beta-jelly-roll 
fold (그림 3.2.43 오른쪽)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3. PAC_01350 결정 및 3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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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narin에 활성을 가지고 있는 PAC_01350의 구조적 특성 연구를 위해  native 조건과 같

은 결정화 조건에 5종류의 Raminarin (최종 5mM Raminarin 2, 3, 4, 5, 6mer)을 각각 혼합하

여 결정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5종류의 Raminarin 중 2종류의 (2mer, 3mer) Raminarin에서 

PAC_01350/Raminarin  complex 결정이 생성되었으며 (그림 3.44) 이의 구조분석은 향후 진행

할 계획이다.

그림 3.44. PAC_01350/Raminarin complex 결정

마. Thermococcus guaymasensis 유래 β-1-3 endoglucanase(GUA_orf00585)의 결정화

회절 실험이 가능한 GUA_orf00585 단백질 결정은 0.1M Tris pH 8.5, 2% Tacsimate pH 8.0, 
16% PEG 3350 (PEG/ION II#35번 조건, Hampton research)에서 성장하였다 (그림 3.45). 또한 

0.1M Tris pH 8.6, 2% Tacsimate pH 7.6, 14% PEG 3350 조건에서 결정은 최적화 되었다 (그
림 3.45).

GUA_orf00585 결정으로부터 2.3Å의 회절데이터를 얻었으며 분석 결과 space group은 C2이
며 unit cell은 a=199.632, b=68.453, c=157.482, β=125.744 임을 확인하였다. Protein data bank
에서 시퀀스 유사 구조 탐색 결과 Saccharophagus degradans에서 유래한 Exo-beta-Agarase 
Aga50D (PDB code: 4BQ2)와 가장 유사 한 구조로 나타났지만 (Identities: 32%, Score: 392) 
Identities와 Score는 낮았으며 Molecular replacement(MR)도 실패 하여 구조를 규명하지 못하였

다. 이에 methione을 Seleno-methione으로 치환하는 Se-Mad 방법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할 계

획이다.

그림 3.45. GUA_orf00585 결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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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ulfolobus solfataricus에서 유래한 endoglucanase(SSO1949)의 cloning 및 실험 진행

N-terminal에 6개의 histag이 들어간 primer를 디자인하여 (표 3.20) PCR을 통해 Sulfolobus 
solfataricus sso1949 유전자를 증폭하여 유전자를 얻었다 (그림 3.46). 앞으로 cloning 과정, 발
현, 정제, 결정화과정을 거쳐 구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SSO1949 단백질의 작동 기작을 규

명할 예정이다.

표 3.20. SSO1949 primer

그림 3.46. sso1949 PCR 증폭



- 61 -

목 표
달성도

(%)
내 용

셀룰로오

스 분해

유전자원

발굴

-당화활성 효소의 구조

및 작동기작 규명
100

- 남극 톡토기 mannanase를 비롯한 5종의

당화활성 효소 구조 규명 및 7종 결정화

-고효율 바이오연료/원료

핵심 생촉매 발굴
80

- 100여주의 당화활성 미생물 발굴 및 이 중

7종에 대한 유전체 해독을 통해 당화활성

유전자원 확보

- 확보된 유전자원 중 6종의 특성 분석을

통해 최적조건 도출

- 중온성 균주의 당화활성효소 mix를 통해

상용제품 대비 36-65% 효율 달성.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본 과제의 일반적인 목표인 당화활성 유전자원 확보 및 이의 특성 규명, 당화활성 단백질

의 결정화 및 구조 규명 등의 연구결과는 계획에 준하여 잘 수행되었다고 평가되나 당화활

성 유전자원을 이용한 당화활성 효소제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요 유전자원의 발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목표에 비해 다소 미진한 결과를 얻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백질 발현기술의 고도화 필요하며 국내 여러 팀의 협력을 구하였다.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량적 실적과 관련해서는 총 10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였고, 3건의 특허를 출원함으로

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 특허 성과

특허명 출원인 출원시기 출원번호 출원국

써모코커스 마리너스로부터 분리된 신

규의 베타-자일로시다제 및 이의 제조

방법

김상진,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3.06.11
10-2013-006

6377 대한민국

써모코커스 와이오타푸엔시스로부터 

분리된 신규의 당화효소들 및 이의 제

조방법

김상진,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3.06.11 10-2013-006
6376 대한민국

신규 고호열성 베타-글루코시다제 및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들을 

이용한 베타-글루코시다제 제조방법 

이정현, 권개경, 강성균, 
이현숙, 차선신, 김태완, 
김윤재, 이재은 

2014-10-24
10-2014-014

463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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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게재 성과

게재
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

(No.)
SCI
구분주저자 교신

저자 공동저자

2012.
08

Experimental phasing using zinc 
anomalous scattering 차선신 차선신

안영준, 정창숙, 
김민규, 이성규, 
이광훈, 오병하

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68(9), 

1253-1258 SCI

2012.
11

Draft Genome Sequence of the 
Xylan-Degrading Marine Bacterium Strain 
S124, Representing a Novel Species of 
the Genus Oceanicola

권영경 오철홍

김주연, 김지형, 
전선미, 예보람, 
장지이, 허수진, 
박세창, 강도형

J Bacteriol 194(22), 
6325 SCI

2013.
07

In-house zinc SAD phasing at Cu Ka 
edge. 김민규 차선신

이상민, 안영준, 
정창숙, 지창준, 
이진원

Molecules & 
Cells

36(1), 
74-81 SCI

2013.
09

Expression at 279 K, purification, 
crystallization and preliminary X-ray 
crystallographic analysis of a novel 
cold-active β-1,4-D-mannanase from the 
Antarctic springtail Cryptopygus 
antarcticus

김민규 차선신
안영준, 정창숙, 
송정민, 강미혜, 
이윤호

Acta Crystallogr 
Sect F Struct 

Biol Cryst 
Commun

69(9), 
1007-1010 SCIE

2013.
10

Structural basis for the b-lactamase 
activity of EstU1, a family VIII 
carboxylesterase

차선신 차선신

안영준, 정창숙, 
김민규, 전정호, 
이창묵, 이현숙, 
강성균, 이정현

Proteins 81(11), 
2045-2051 SCI

2013.
12

Experimental phasing using zinc and 
sulfur anomalous signals measured at 
the zinc absorption peak

이상민 차선신
김민규, 지창준, 
이진원 J Microbiol 51(5), 

639-643 SCIE

2014.
04

Carboxylicivirga gen. nov. in the family 
Marinilabiliaceae with two novel 
species, Carboxylicivirga mesophila sp. 
nov. and Carboxylicivirga taeanensis sp. 
nov., and reclassification of Cytophaga 
fermentans as Saccharicrinis fermentans 
gen. nov., comb. nov. 

양성현 권개경
서현석, 우정희, 
오현명, 장하니, 
이정현, 김상진

Int J Syst Evol 
Microbiol

64(4), 
1351-1358 SCI

2014.
11

Structure-based investigation into the 
functional roles of the extended loop 
and substrate-recognition sites in an 
endo-b-1,4-D-mannanase from the 
Antarctic springtail, Cryptopygus 
antarcticus

김민규 차선신
안영준, 송정민, 
정창숙, 강미혜, 
권개경, 이윤호

Proteins 82(11), 
3217-3223 SCI

2014.
11

Effective microwell plate-based 
screening method for microbes 
producing cellulase and xylanase and its 
application

김주연 오철홍

권영경, 김지형, 
허수진, 이영득, 
이수진, 심원보, 
정원교, 현정호, 
권개경, 강도형

J Microbiol 
Biotechnol

24(11), 
1559-1565 SCIE

2014.
12

Molecular cloning, over-expression and 
enzymatic characterization of an 
endo-acting β-1,3-glucanase from marine 
bacterium Mesoflavibacter 
zeaxanthinifaciens S86 in Escherichia 
coli

이영득 오철홍

이지현, 심원보, 
Elvitigala, 
Mahanama, 
이수진, 허수진, 
이제희, 강도형 

Ocean Science 
Journal

49(4), 
425-432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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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 목질계 바이오매스 분해 유전자원은 주로 육상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해양유래의 다양한 당화활성 유전자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양환경 역시 목질계 바이

오매스 당화 유전자원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 고온성 당화활성 미생물 및 이들의 유전자원을 발굴함으로써 바이오매스의 당화와 발효과

정을 고온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함. 이는 향후 보다 고도화된 공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부분적이지만 당화활성 효소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생분해 연구

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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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다양한 기능을 가진 cellulase들의 3차원 구조 규명은 기능연구 뿐만 아니라 활성

부위의 아미노산들을 돌연변이 시켜 활성을 증가 시키는데 사용된다. 활성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기반의 돌연변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연구과제로의 이행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수한 당화효소의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발굴된 당화효소를 대장균과 같은 숙주세포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숙주세포에서의 발현 정도는 숙주의 종류, 효소의 종류와 특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우수성이 입증된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고발현을 목적으로 하

여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바이오매스 분해 유전자원들은 다양한 해양 바이오매스의

분해 및 당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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