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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지구상 생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 생물들로부터 다양한 유전자원 및 생리활성 물질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선진국들과 유전자 다양성 확보 경쟁을 할 

수 있음.

암은 현재 한국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서 환경문제, 수명의 연장,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매년 암환자의 발생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된 항암제의 거의 대부분이 육상

생물 유래 혹은 화학합성에 의한 제품들로서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제내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해

양생물자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신규 항

암제 개발의 가능성도 높음.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미생물 유래의 다양한 당쇄수식 효소들을 발굴하고 그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방대한 양의 유전체 정보 축적으로 인해 신규 

당쇄수식 효소 발굴 및 활용 연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당쇄수식 효소는 의약용 당단백질의 효능, 체내 반감기 및 면약부작용 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인 

당쇄를 리모델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의약용 재조합 당단백질 생산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임.

효소(생촉매)는 정밀성, 특이성, 선택성, 효율성을 보유하여 산업적 활용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

며, 특히 미이용 해양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유전자원 라이브러리 구

축 및 초고속 스크리닝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촉매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업용 효소 개발의 

중요성이 더해감.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의 정밀화학제품 및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해 미생물의 기능과 

효소를 이용한 생물전환공정이 응용되는 되는 추세에 있음.

Epoxide 물질은 다양한 유기합성 반응뿐만 아니라 chiral drug의 전구물질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epoxide 전구물질을 광학선택적으로 생산가능케 해주는 epoxide hydrolase 를 이용한 chiral

resolution 분리는 chiral drug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해양유래 항암선도물질, 시알산 전이 효소, 유지/다당류 가수분해효소, 에폭사이드 

하이드롤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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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필요성

ㅇ 지구상 생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 생물들로부터 다양한 유전자원 및 생리

활성 물질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선진국들과 

유전자 다양성 확보 경쟁을 할 수 있음.

ㅇ 현재 한국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서 환경문제, 수명의 연장,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

로 매년 암환자의 발생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된 항암제의 거의 대부분이 육상생물 유

래 혹은 화학합성에 의한 제품들로서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제내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해양생물자

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신규 항암제 개발

의 가능성도 높음. 

ㅇ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미생물 유래의 다양한 당쇄수식/지질 효소들을 발굴하

고 그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방대한 양의 유전체 정보 축적으로 인해 신규 당쇄수식 효소 발굴 및 활용 연구

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당쇄수식 효소는 의약용 당단백질의 효능, 체

내 반감기 및 면약부작용 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인 당쇄를 리모델링하는데 활

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의약용 재조합 당단백질 생산 기술 개발

의 핵심 요소임. 

ㅇ 이러한 해양생물자원으로 부터 항암물질 및 유용효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양연구원의 해양생물탐사, 자원 확보, 생물자원 연구경험 및 한국생명공학연구

원의 첨단생명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목적지향적 연구가 필수적

(2) 목적

- 해양 생명체로부터 유전적 형질, 대사물질 다양성을 발굴하고 그 특성 및 

산업적 활용가치를 확보

1) 해양생물유래의 유용 물질에 대하여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하여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2종 이

상의 항암 선도물질 발굴

2) 해양 무척추동물 유래 신규 시알산 전이 효소(sialyltransferase, ST) 10종 이상 발굴 및 이를 

이용한 의약용 단백질 당쇄 수식 기술 개발



3) 신규 유지/다당류 가수분해효소 10 종 이상 대량발굴 및 응용기술개발

4) 해양 생명체 유래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 5 종 이상 발굴, 구조분석을 통한 광학선

택적 분해 mechanism 분석 및 epoxide 생산 기술 개발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한국해양연구원(KORDI)

◦열대지방, 극지, 심해, 국내연안 등의 다양한 해양환경으로부터 해양생물시료 및 해양

미생물의 체계적인 확보/분리

◦각종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조추출물을 조제하며 추출물 library를 구축하고 추출물에

대하여 생리활성 검색

◦활성검색에서 활성이 우수한 시료로부터 활성물질의 분리, 정제

◦ NMR 등 각종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활성물질의 구조결정 및 구조-활성 상관관

계 규명

2. 해양 무척추동물 유래 당쇄수식 효소 개발

◦생리활성 정보 관련 문헌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시알산 전이효소 및 전

구체 합성능이 우수한 극피동물 및 미색 동물 후보군을 설정함.

◦해당 해양동물의 cDNA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타겟 시알산 전이 효소의 전장 유전

자 (full-length cDNA) 클론을 확보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제공함.

◦확보된 시알산 전이 효소 유전자군의 생물정보학적 분석 및 유전학적 계통 분석

(phylogenectic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기능 유추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

3. 신규 유지/다당류 가수분해효소 대량발굴 및 응용기술개발

◦유지/다당류 분해 효소 생산 해양미생물, 해양유전자원 확보

◦유지/다당류 가수분해효소 유전자 특성 분석

◦가수분해효소 발현과 특성 비교 분석

◦가수분해효소 유전자 변형 및 특이성해석

4. 해양 생명체 유래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 10 종 이상 발굴

◦해양환경으로 확보된 생명체의 초고속 assay system과 공공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

해 우수한 epoxide hydrolase를 함유하고 있는 해양생명체들을 확보함

◦해당 epoxide hydrolase를 cloning하고, 대량생산하여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의



특성분석을실시하고, 단백질을 대량 확보함. 확보된 단백질은 생명공학원에 전달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함.

◦구조분석결과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의 광학선택적 분해활성의 mechanism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substrate profile, 분해활성정도, 광학선택성을 개선하기 위

한 돌연변이를 실시, 개선된 생촉매를 개발하고, epoxide 생성에 적용함.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당해연도에 도출되는 항암선도물질은 향후 신물질 연구를 비롯한 해양생명공학적 연구

개발을 위한 대단히 가치 있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

◦ 해양 생물 유래의 유용 유전자를 발굴하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은 동물, 식

물과 해양 생물과의 관계를 진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 본연구에서 확보된 해양생체소재(성게, 우렁쉥이, 멍게, 광어등의 cDNA 라이브러리

리, 해양미생물, 해양메타게놈)의 지속적 활용

◦ 대량생산 광학특이적 esterase와 amylase는 이후 생물공정에 적용 가능성

◦ 확보된 수종의 epoxide hydrolase 유전자는 효능에 따라 원천소재가 확보된 효소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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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 해양 생명체로부터 유전적 형질, 대사물질 다양성을 발굴하고 그 특성 및 산업적 활용

가치를 확보

1) 해양생물유래의 유용 물질에 대하여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하여 산업화 가능성

이 높은 2종 이상의 항암 선도물질 발굴

2) 해양 무척추동물 유래 신규 시알산 전이 효소(sialyltransferase, ST) 10종 이상 발굴

및 이를 이용한 의약용 단백질 당쇄 수식 기술 개발

3) 신규 유지/다당류 가수분해효소 10 종 이상 대량발굴 및 응용기술개발

4) 해양 생명체 유래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 5 종 이상 발굴, 구조분석을 통한

광학선택적 분해 mechanism 분석 및 epoxide 생산 기술 개발

제 2 절 연구개발의 경제․사회 기술적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지구상 생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 생물들로부터 다양한 유전자원 및 생리활

성 물질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선진국들과 유전

자 다양성 확보 경쟁을 할 수 있음.

- 해양생물로부터 항암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지닌 선도물질을 도출하여 현재 육상식물과

토양미생물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의 신물질 연구의 질적인 향상과 연구분야의 확장을 이

루게 됨과 동시에 정밀화학과 생물산업 분야의 필수 기반기술로 축적하게 됨. 아울러 21

세기 생물공학의 주요분야로 등장할 해양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

-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미생물 유래의 다양한 당쇄수식 효소들을 발굴하고 그 기능

을 분석하는 연구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방대한 양의 유전체

정보 축적으로 인해 신규 당쇄수식 효소 발굴 및 활용 연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해양생태계는 거대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구계의 바이오매스생산, 물질순

환, 기후변화 등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해양의 다양한 환경(온도, 영양분, 압력, 염도, 수소이온농도)에 적응하며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해양생물체는 다양한 유전학적인 정보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유용생물소재의

발견 확률이 매우 높으나 인간이 활용하는 해양생물자원은 극히 일부분으로 채집과 단순

가공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인간 게놈 해독이 완성되면서 유전체 해독 기술과 초고속, 자동화 기기의 발달로 알

려지지 않았던 미생물 유전자 자원에 대한 분석 기술이 발전되면서 미이용 유전체자원,

생명기능 활용기법이 발전되고 있음. 즉, 환경으로부터 직접 유전자를 분리하고, 대량으로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기능, 생명체, 유전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 효소(생촉매)는 정밀성, 특이성, 선택성, 효율성을 보유하여 산업적 활용가치가 점차 증



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이용 해양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유전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및 초고속 스크리닝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촉매 유전자 다양

성을 확보하고 산업용 효소 개발의 중요성이 더해감.

- Epoxide 물질은 다양한 유기합성 반응뿐만아니라 chiral drug의 전구물질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epoxide 전구물질을 광학선택적으로 생산가능케 해주는 epoxide hydrolase

를 이용한 chiral resolution 분리는 chiral drug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임.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해양극한미생물과 해양생물에서 광학특이성 epoxide hydrolase를 확보하고, 구조

분석을 통해 광학선택적 분해활성 mechanism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연변이를 통

해 개선된 생촉매를 개발하는 단백질 공학 (혹은 효소 공학) 연구을 통해 chiral epoxide

생산을 시도하고자함.

2. 경제․산업적 측면

- 해양생물로부터 개발된 신물질의 최적 이용분야는 신의약품의 개발로서 특허를 획득하

고, 이상적인 경우 라이센싱아웃 혹은 의약품으로서 산업화가 될 경우 수 백만불 이상의

로열티의 획득이 가능하며 수입 대체로 많은 외화절감 및 외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함.

- 해양 생물들은 항암제, 생체접착제, 비타민과 다양한 유용 효소 등의 보고로서 신규 고

부가가치 생리활성 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당쇄수식 효소는 의약용 당단백질의 효능, 체내 반감기 및 면약부작용 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인 당쇄를 리모델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의약용 재

조합 당단백질 생산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임.

-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해양생

물 다양성 확보와 활용기술 개발은 시급한 과제임.

- 인류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생명공학과 정밀화학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를

지닌 대체 정밀 의약품 개발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과 같은 특수환경

미생물의 산업적 이용성은 효소, 화학, 제약, 식품, 에너지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의 정밀화학제품 및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해 미생물의 기능과 효

소를 이용한 생물전환공정이 응용되는 되는 추세에 있음.

- 세계 산업용단백질의 산업규모는 173억 달러 (2006년 현재), 국내 2,200억원정도의 규

모로서 완만한 증가세에 있다. 기존의 화학합성의 공해유발, 유해성과 관련한 생촉매를

이용한 white biotechnology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산업용 단백질의 산업규모는 더욱 성

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일본, EU등의 경우 2000년 이후 전체적인 특허출원수는 감소세에 들어섰으나 새

로운 생물자원, highthroughput assay, 유전체분석 / Data mining 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한 신규효소 탐색을 통한 고부가가치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도 2000년이후의 특허수 증가량은 상당히 높으며, 1999-2001년 까지의 출원수는 미

국, 일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축적된 기술과 자원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연구역량

은 상당부분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 해양․극한환경은 산업공정에서보다도 더 극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해양미생물 유래

의 유전자원과 생촉매 기능을 이용한 산업화 기능성 소재 개발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하



다. 특히, DNA polymerase, DNA ligase, protease, agarase, amylase, β-glycosidase,

xylose isomerase, phospholipase D 및 광학활성 생촉매 등은 산업적 이용범위가 넓어 세

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국내에서 매년 10만명의 암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며 매년 5만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

고 있음. 따라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특정 종양에 효과적인 항암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 국내에서 매년 10만명의 암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며 매년 5만명 이상이 암으로 사

망하고 있음. 따라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특정 종양에 효과적인 항암제의 개발은 매우 시

급한 실정임.

- 다양한 해양 생물자원들로 얻어진 유용효소들과 이를 활용한 생물 반응공정은 범세계

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기술들로 활용

될 것임

-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내용은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것으로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다양한 소재 창출과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의 확보, 보존, 활용이 핵심적 요소임. 특히 미생물 및 유전자원은 그 자체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임.

- 해양유전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생물기능 특히, 생촉매 기능을 탐색하여 산업적으로 가

치를 발굴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실현.

- 21세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생물자원 확보 및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자국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들은 생물 관련 유전

자은행을 통해 생물 및 유전자원 보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협약에 따라 비싼 기술료와 자원이용 부담료라는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으며 국가 간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예상된다.

4. 연구소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본 과제는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에서 유용한 바이오신소재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한국해

양연구원의 고유기능의 하나인 해양자원 활용기술 개발에 부합됨.

- 지금까지 선진국에 비하여 극한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환경에 따른 무수한 해양

생물이 서식함에도 불구하고 생물자원탐사와 확보된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유용 유전자원

개발 및 신물질 개발 연구는 극히 미진하였음.

-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해양 연구의 장기 발전 방향에 비추어 국내 유일의 해양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해양연구원은 관련 연구 인력과 그동안의 연구경험을 집중하여

국내 해양생명공학 연구를 발전시켜야 함.

- 해양의 다양한 종다양성에 기초한 자원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유전자원의 이용 개발은

연구소의 고유기능인 활발한 R&D활동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의 하

나로서 새로운 산업화 소재의 제공으로 기존의 제한된 범위의 생명산업을 경쟁력 있는



해양생명공학 관련 기업 및 벤처 산업의 창출과 저변 확대, 산업체 간의 유기적 기술 공

동체 구성을 통한 정보의 인프라 구축을 유도할 것이다.

- 생명공학의 최대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력연구를 통하여 주요기술을 접

목시켜 해양생물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시켜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함.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기관 연구 현황

- 국내에서는 2005년 해양수산부의 마린바이오21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에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사업단을 통해 해양천연물 신약 개발의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부경대, 부산

대 등에서 해양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의약용 당단백질인 EPO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 (CJ, 동아제약, LG 생명과

학 등)을 중심으로 당쇄수식 효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바이오 벤쳐인

진켐은 당쇄수식 효소와 기질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음.

-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그룹이 당쇄수식 효소의 발굴 및 활용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부가가치의 의약용 당단백질보다는 식품 및 화장품의 원료로 중요한 배당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생물유전체 해독과 활용 연구가 주로 병원성 미생물, 산업

용 미생물, 식품미생물, 환경미생물에서 극한 미생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

기관으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KAIST, 대학(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포항공대 등), 그리고 바이오벤쳐가 있음.

- 국내의 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는 일반 연안환경에서 미생물 생태학적 연구에서 유전

자원의 분석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심해, 극지환경

등의 극한생물자원의 확보와 활용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서태평양해역 조사연구를 통해 심해시료를 확보하여 고온성 균주 분리 및

미생물다양성 해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파퓨아뉴기니 해역 탐사를 통한 극한미생물의

분리 및 배양에 성공.

- 국내 산업계에서도 chiral drug 생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촉매를 이용한 chemical 합

성과 광학선택적 효소를 이용한 chiral resolution을 통한 광학선택적 epoxide 생산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사용되고 있는 광학선택적 효소는 기존에 개발된 산업균주의 whole

cell을 이용한 process 적용이 대부분으로, 생물공정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조건과 물질합

성에 사용가능한 다양한 광학특이적 효소의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 극한 미생물 배양 기술, 유전체 해독 기술, 생물 정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극

한환경으로부터 해양미생물의 확보, 초고속 assay system 구축과 유전정보를 이용한 유

용 생촉매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음.

제 2 절 국외기관 개발 현황

-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해양생물 유래 의약품의 개발을 21세기 생명공학의 핵

심분야의 하나로 설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NIH, NCI를 중심

으로 해양생물유래 항암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Fine Chemicals from

Marine Organisms"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해양신물질 개발에 투자.



- 당쇄 수식 효소들은 고부가가치의 의약용 당단백질 및 당쇄 소재의 당쇄를 리모델링하

여 고성능 제품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다양한 위치 및 입체 특이성을 갖는 당

전이 효소들을 확보하는 연구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인간을 비롯한 동물, 식물, 미생물 유래의 다양한 당쇄 수식 효소들을 발굴하고 확보하

기 위한 연구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인간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분석되지 않은 신규 인간

당전이 효소들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대형 연구 사업인 GlycoGene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물정보학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보고 된 당전이 효소 유전자들의 35%

에 해당하는 신규 유전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미국 Neose 사의 경우는 중요한 당쇄수식 효소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불완전한 당쇄에 갈락토오스 혹은 시알산을 도입하는 in vitro 당전이 효소 반

응 기술인 GlycoAdvanceTM 기술과 시알산 당 공여체에 PEG (polyethylene glycol)를

부착하고 in vitro 당전이 효소반응을 통하여 당단백질에 PEG를 도입하는

GlycoPEGylationTM 기술을 개발하였음.

- 당쇄수식 효소 반응은 고가의 공정 비용이 단점이므로 전구체 비용 절감을 위해 sugar

nucleotide 기질을 반응 부산물로부터 재생시키는 반응이 연계된 형태로 여러 당쇄수식

효소들을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는 공정이 개발되고 있음.

- 미국은 국가해양대기청 (NOAA; National Ocean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주도하는 Sea Grant College Program 및 Marine Biotechnology Program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해양 환경의 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한 유용물질의 산업화연구.

- 일본은 해양생명공학연구소(MBI)와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 (JAMSTEC)를 중심으로 해

양생명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해생물의 탐사와 생명현상 규명에 집중하는 Deep

Star Program을 가동시키고 있음.

- 유럽연합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EU BIOTECH-Program을 출범

시켜 호염성, 산성, 알칼리성, 고온성 환경의 극한생물연구를 진행.

- 국제해양생명공학회(IMBC)가 7차 컨퍼런스를 2005년 캐나다에서 개최되었고 주요 세

션으로 aquaculture, marine microbiology, biofouling, genomics and proteomics, marine

lipid technologies, bioremediation, bioprocess, transgenic, bioactives, phycology,

extremophiles, cell and molecular biology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해

양 생물자원의 활용성이 부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광학선택적 생촉매와 관련 미국 FDA 는 신약 개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광학이성질

체들의 약효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chiral drug를 생산함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함. 이에 따라 chiral compound 의 생촉매적 생산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제 3 절 현재의 연구 개발 현황 및 해양미생물유래 효소활용기술 수준분석

- 지금까지 보고된 15,000여종의 해양신물질 중에서 현재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단계

에 진입한 물질이 상당수 있으며, 항암제로서 Ara-C(cytosar) 등이 개발되어 있고,

bryostatins, dolastatin, kahalalide 등 다수의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해양천연물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의

약품이나 신소재보다는 향장품이나 기능성 소재 등의 분야에서 조추출물을 대상으로 한

식품첨가제나 건강보조제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한국해양연구원의 이윤호 박사 연구팀은 해양무척추동물인 성게를 비롯하여 어류, 극

지 콜렘볼라 등에서 발현유전자를 분석하여 다수의 유용효소를 확보하고 있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강현아 박사 연구팀은 산자부 “Glycomics를 이용한 차세대 의약

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당단백질의 당쇄 리모델링을 위한 당쇄수식 효소 발굴 및 확

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인간 및 동물 대상에서 미생물을 비롯

한 다양한 생물자원으로 연구를 확대해가고 있음.

- 해양생물을 생명공학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극한미생

물 분리와 배양, 그리고 유전체 해독을 완성하였고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호열성 PCR효

소인 DNA polymerase, DNA ligase, peptidase 등과 같은 유용한 바이오소재 후보물질을

발굴.

- 생촉매(효소)자원은 정밀성, 특이성, 선택성 및 고효율성의 특성을 가져 다양한 산업에

응용가능하며, 최근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적 활용 범위가 넓어 무한한 잠

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산업용 효소는 농업, 세제산업, 진단 및 시약, 화학산업, 식품

산업, 측정장치,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며, 그 용도와 정밀도, 응용범위가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표 참조)

- 의약물질의 광학특이적 생산과 관련하여 화학중간체로서 중요성을 지니는 광학특이적

epoxide의 합성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토양의

유전자원 국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양생물은 지구상 생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중 미생물은 해수 1ml에 106 개 이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또한 해양의 다양

한 극한환경을 고려할 때 해양 미생물의 유전정보, 단백질은 육상생물과 다른 새로운 다

양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방식을 접목

하면 새로운 소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기대된다.

- 최근 해양연구원에서 확보된 해양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분석결과,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알려진 epoxide hydrolase와 비교하여 일부 우수

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응용산업분야별 효소의 기술발전 추이>



기술분

야
1980년대 1990～1994년도 1995～1998년도 1999～

식품산업

용 효소

▶발효유

▶효소를 이용한 단백질의 처리

▶효소를 함유한 식품

▶효소를 이용한 단백질의

처리

▶식품용 단백질의 끝마무리

▶가수분해 생성물

▶효소를 이용한 단백질의

처리

▶효소의 의한 반죽의 처리

▶미생물에 의한 효소의 생

산

▶효소를 이용한 단백질의

처리

▶효소가 첨가된 기능성 식

품

세제산업

용 효소

▶효소를 함유하는 계면 활성제

이외의 세제 제품

▶효소를 함유하는 조제품

▶효소를 함유하는 계면 활

성제 이외의 세제 제품

▶표백제

▶섬유의 생화학적 처리

▶효소를 함유하는 계면 활

성제 이외의 세제 제품

▶섬유의 생화학적 처리

▶표백제

▶효소를 함유하는 계면 활

성제 이외의 세제 제품

의약산업

용 효소

▶효소결합체의 생성

▶펩티드 또는 단백질

▶효소 전구체를 함유한 약

품

▶효소결합체의 생성

▶효소의 유도체

▶효소 전구체를 함유한 약

품

▶효소의 유도체

▶효소 전구체를 암호화

▶재조합 유전자를 통한 신

규한 효소의 생산

진단 및

시약용 효

소

▶효소 함유한 측정

▶생물화학적 재료의 화학적분석

▶효소결합체의 생성

▶효소 함유한 측정

▶효소결합체의 생성

▶효소 표식을 지는 것

▶효소 함유한 측정

▶가수분해효소를 함유한 것

▶전이효소를 함유한 것

▶효소를 함유한 측정

▶바이오칩등의 진단기기에

적용

환경상업

용 효소

▶탄화수소유의 정제

▶탄화수소의 이용방법

▶고체 폐기물의 처리

▶섬유의 생화학적 처리

▶미생물에 특징이 있는 것

▶효소를 사용하는 것

▶고체 폐기물의 처리

▶섬유의 생화학적 처리

▶축산분뇨 처리용 효소

농축산업

용 효소

▶효소를 함유하는 것

▶효소가 첨가된 것

▶특정의 동물용인 것

▶효소 전구체를 암호화

▶식물 단백질을 암호화

▶식물세포에 관련된 것

▶효소 전구체를 암호화

▶식물 단백질을 암호화

▶식물세포에 관련된 것

▶개화식물

▶사료용 효소

▶효소 유전자를 사용하여

식물의 형질 변환

화학산업

용효소

▶술포닐 요소

▶광학 이성체의 분리

▶광학 이성체의 분리

▶술포닐 요소

▶광학 이성체의 분리

▶당류기로서의 데옥시리보

실을 갖는 것

▶외래 유전물질 도입에 따

른 변이

▶제지공정에서 사용

▶효소의 촉매 반응을 이용

한 화합물 제조



-해양미생물유래 효소활용기술 수준분석

주요 핵심기술
기술수준(%)

비고

○ 미생물 다양성 자원 
확보, 미생물 분류, 동정,

활용 기술
9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 KAIST

- 프론티어 사업으로 미생물 다양성 자원의 확보가 우수
- 활용성이 높은 특수미생물의 분리가 미진함 

○ 특수미생물 유래 생촉매 
효소 발현, 분석

8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포항공대, 성균관대
- 국내에서 분리된 특수미생물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 거의 없음

○ 분자진화 및 
표현발현기술

70

- 광학활성 효소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나 생화학적 특성분석과 구조와 활성간의 관련성, 단
백질공학의 첨단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음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신규 다당류/유지 가수분해효소

1. 배경

가. 다당류 가수분해효소

다당류 가수분해 효소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많이

응용되어 사용되는 효소이다 (Vihinen and Mantsala 1989). 대부분의 미생물 유래 다당

류 가수분해 효소의 경우 효소의 특성상 그 사용 온도범위가 40℃ 이하로 낮은 온도에서

만 활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starch 와 같이 대부분의 다당류의 경우 수

용액화 시키거나 단당류로 만드는 공정상 최소 60℃ 이상의 고온에서 공정을 진행시켜야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높은 효소효율을 보이는 다당류 가수분해

의 경우 실제 공정에서 사용시 온도의 제약을 받게 되어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온도에서도 열 안정성을 갖고 활성을 잃지 않는 효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높은 온도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

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초고온성 고세균 유래

의 다당류 분해 효소들이다 (Brown, Costantino et al. 1990; Laderman, Asada et al.

1993; Chung, Kobayashi et al. 1995; Dong, Vieille et al. 1997; Jorgensen, Vorgias et

al. 1997; Frillingos, Linden et al. 2000). 초고온성 고세균의 경우 여타 다른 호열성 미생

물에 비해 80℃ 이상의 월등히 높은 온도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

들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의 열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고온성

고세균 유래 다당류 분해 효소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 프로세싱하여야 하는 당분해 및 그

와 관련된 공정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starch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옥수수, 밀, 감자,

타피오카등의 식물만이 starch의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공정이나 효소공정을

거쳐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starch는 단당류인 글루코스가 C1 oxygen 간에

glycosidic 결합을 이루어 긴 사슬형태로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높은 pH 상태에서는 안정

성을 보이지만 낮은 pH 상태에서는 쉽게 사슬이 끊어진다. starch 에는 2종류의 글루코

스 사슬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아밀로스 이고 다른하나는 아밀로펙틴이다. 아밀로스는 약

6,000여개의 글루코스 분자들이 α,1-4 glycosidic 결합을 통해 긴 사슬형태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며, 아밀로펙틴은 10-60개의 글루코스들이 α,1-4 결합으로 된 짧은 사슬형태로 연

결되어있으며 이 사슬들에 존재하는 15-45개의 글루코스들이 α,1-6 결합을 통해 서로 연

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밀로펙틴 분자는 평균적으로 약 2,000,000개의 글루코

스 분자들로 이루어져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들 중에 가장 큰 분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starch를 분해하거나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이 존재하



고 있으며 크게 네가지 범주로 나뉘어 지는데, 1) endoamylase 2) exoamylase 3)

debranching enzymes 4) transferase 등이다. alpha-amylase (EC 3.2.1.1)는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endoamylase에 속하는 효소로 아키아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

에서 발견되었다 (Pandey, Nigam et al. 2000). alpha-amylase는 starch의 α,1-4

glycosidic 결합을 끊음으로써 다양한 길이의 올리고사카라이드를 만들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연구팀 자체적으로 분리동정에 성공한 초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neus NA1 (Lee, Kang et al. 2008) 에서 starch 분해 효소인

alpha-amylase 와 cyclodextrin 분해 효소인 cyclomaltodextrinase (CDase) 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를 발굴하여 재조합단백질을 합성하고 효소의 특성 및 응용가능성에 대해 살

펴보았다. 또한 이렇게 파악한 효소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제작하여 효소

의 활성 및 열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나. 유지 가수분해 효소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박테리아 (Bacteria), 고세균 (Archaea)을 포함하는 원핵생물

(Prokarya)과 균류, 조류 및 원생생물 등의 진핵 미생물 (Eukarya)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류군으로 최근에는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 등을 이용한 분자생물학의 도입으로

새로운 분류단위 (taxon)인 도메인 (domain)으로 구분되었다 (Winker and Woese, 1991).

DNA의 재결합 속도 (reassociation rates)와 환경시료로부터 직접 추출한 16S rRNA 유

전자에 대한 계통학적 연구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약 106 ～ 107 종으로

추정되며 토양 (土壤) 1 g에는 서로 다른 약 4,000 종의 미생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

다 (Torsvik et al., 1990; Borneman et al., 1996; Hugenholtz et al., 1998; Barns et al.,

1999; Cowan, 2000; Torsvik and Ovreas, 2002). 많은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생합성하는

천연산물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토양은

tetracycline, erythromycin, vancomycin, β-lactams, cephalosporins과 rifampicin 등 임상

적으로 중요한 항생물질을 포함하여 많은 유용한 천연물질을 얻을 수 있는 생태학적인

보고이다. 그러나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극히 일부분만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양이

가능하며, 따라서 토양의 다양성은 실제에 비해 총체적으로 과소평가 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특성이 밝혀진 미생물은 단 4,500 ～ 5,000 종에 불과하며 (Torsvik et al.,

2002; Pace, 1997), 이는 총세균수의 1% 미만으로 판단된다 (Rondon et al., 1999). 배양

되지 않은 종들이 매우 광범위한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분리 배

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미생물 배양방법으로는 환

경에 존재하는 수 많은 종(種) 중 단지 일부만을 분리 및 배양할 수 있다. 배양된 미생물

은 특성이 용이하게 파악되고 발효 산물 (醱酵 産物)을 직접 획득하거나 관련 유전자의

조작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배양이 불가능한 미생물로부터 유용한 산물을 얻기 위

해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직접 추출한 유전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Gupta et al., 2002).



Handelsman과 Goodman 등은 토양에서 추출한 유전체를 이용하여 신약 (新藥) 개발 연

구를 시작하며 ‘일정한 환경에서 수집된 모든 미생물의 총 유전체 (遺傳體)’를 ‘메타게놈

(metagenome)’이라고 정의하였고 (Handelsman et al., 1998), 이에 앞서 Pace와 Schmidt

등은 메타게놈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Schmidt et al., 1991). 여기서 파생된

메타게놈학 (Metagenomics)은 배양에 의존하지 않는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 분석을 일컬

으며 또한 환경에 99% 이상 존재하는 난배양성 미생물에 대한 도전적인 연구를 말하기

도 한다 (Schloss and Handelsman, 2003). 메타게놈학은 미생물 다양성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유전체 연구의 수단을 제공하고, 산업적으로 더 유용한 효소를 발견할 수 있는 기

회를 넓혀준다 (Gupta et al., 2002). 이 이론적인 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

경으로부터 메타게놈을 추출 및 정제하고 특수한 벡터와 숙주를 이용하여 라이브러리

(library)를 제작해야한다. 또한 선택된 목표물에 대한 탐색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메타

게놈 연구는 생물공학산업 측면 뿐 만 아니라 미생물 생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즉,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시료의 16S rRNA

유전자 연구는 기능적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배양되지 않은 미생물의 대사나

유전학적 문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고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fosmid나 BAC

(bacterial artificial chromosome) 벡터 (vector)에 큰 크기의 DNA 조각이 클로닝된 라이

브러리가 구축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구축된 라이브러리 클론에서 탐색된 16S

rRNA 유전자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통해 유래한 미생물종을 분류학적으로 동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으며 추가로 16S rRNA 유전자 주변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유기

체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Vergin et al., 1998).

에스터라아제와 리파아제와 같은 유지 가수분해 효소들은 에스터 결합의 분해를 촉진한

다 (Arpigny et al., 1999). 유지 가수 분해 효소들은 특정하게 보존된 일차 서열과 생화

학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8개의 분류군으로 나뉘어 진다. 유지가수분해 효소들은 유기 화

학 과정, 계면 화성제, 생계면 활성제 합성, 종이 제조, 올리고화학 산업, 낙농업 산업, 농

화학 비료 산업,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산업과 같은 넓은 범위의 생물공학에 응용되어 지

고 있다 (Jaeger et al., 1999; Jaeger et al., 2002; Pandey et al., 1999; Sharma et al.,

2001). 그럼으로, 새로운 유지가수분해소들의 동정은 다양한 범위의 생촉개 기술 개발에

응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 방법

가. 다당류 가수분해 효소

(1) 유전자 클로닝 과 효소의 발현

alpha-amylase 와 CDase 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는 PCR 증폭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하

였다. 이를 위해 Forward 와 Reverse PCR primer를 각각 제작 하였다. alpha-amylase는

forward primer로 [5′- CG ACC CGG CAT ATG GCC AGA AAA GCA GCC GTT

GCA GTT TTG -3′], reverse primer로 [5′- CT CCA CAT CTC GAG GCC AAC

ACC ACA GTA GCT CCA GAC -3′]를 사용하였으며, CDase는 forward primer로

[5′- Cg ACC Cgg CAT ATG GGA GAC ATG AAA TAC ACT GAA CTC -3′],

reverse primer로 [5′- CT CCA CAT GTC GAC TCA CTT TTT AGC CTT GAA

CCT CTC CTG -3′]를 사용하였다. 증폭된 DNA fragment는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양

말단을 절단한 후 동일한 제한효소로 절단한 pET-24a(+) vector에 접합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각 plasmid 는 E. coli DH5a strain 과 overexpression strain으로 사용하는 E.

coli Rosetta(DE3)pLysS strain에 transformation 하였다. 이렇게 제작한E. coli 균주에

midexponential growth phase 에서 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 (IPTG) 를 첨

가한 후 37℃ 에서 3시간동안 culture 하여 재조합단백질을 발현시켰다. 단백질의 분리

를 위해 cell harvest 후 sonication 장치를 사용하여 cell을 깬 후, 원심부리하여 액상만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액체를 TALON metal affinity resin을 사용하여 분리, 정제

하였다.

정제한 단백질은 Bradford assay를 하여 농도를 확인하였으며,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analysis하였다.

(2) 돌연변이 단백질의 제조

amylase의 metal binding 관련 돌연변이체의 제작은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primer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SCCD (sense [5′- AAT GAC

GTC AGC TGT TGC GAT GAA GGC ACC TTC GGA GGT TTC -3′], antisense

[5′- GGT GCC TTC ATC GCA ACA GCT GAC GTC ATT GGG ATG GAA GTC

-3′]); SYAC (sense [5′- TTC CCC GAC ATA TGC CAC GAC AAA GAG TGG

AAC CAG TAC -3′], antisense [5′- CTC TTT GTC GTG GCA TAT GTC GGG

GAA ACC TCC GAA GGT -3′]); HYAD (sense [5′- AAT GAC GTC CAC TAC

GCC GAT GAA GGC ACC TTC GGA GGT TTC -3′], antisense [5′- GGT GCC

TTC ATC GGC GTA GTG GAC GTC ATT GGG ATG GAA GTC -3′]); HYAC

(sense [5′- AAT GAC GTC CAC TAC GCC GAT GAA GGC ACC TTC GGA

GGT TTC -3′], antisense [5′- GGT GCC TTC ATC GGC GTA GTG GAC GTC



ATT GGG ATG GAA GTC -3′]); HCCC (sense [5′- CCA ATG ACG TCC ACT

GTT GCG ATG AAG GCA CCT TCG GAG GTT -3′] antisense [5′- GCC TTC

ATC GCA ACA GTG GAC GTC ATT GGG ATG GAA GTC GAG -3′]). 이렇게 제

작한 돌연변이 DNA는 wild-type 과 동일한 방법으로 E. coli 균주에 transformation 하

여 발현한 후 분리 정제하였다.

(3) 단백질 활성의 측정

alpha-amylase 및 그 돌연변이 단백질의 활성은 단백질에 의해 분해된 1%의 soluble

starch가 reducing sugar로 전환된 양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 soluble

starch가 첨가된 5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6.0)에 10ug의 효소를 첨가한 후 8

0℃에서 15분간 방치하여 soluble starch가 reducing sugar로 분해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reducing sugar의 양을 변형된 dinitrosalicylic acid 방법 (Bernfeld 1955) 을 사용

하였으며, 540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단백질 활성을 측정하였다. CDase는 기

질로 cyclodextrin을 사용하였으며, 활성의 측정방법은 alpha-amylase와 동일하다.

Agar plate 상에서 alpha-amylase의 측정은 lugol solution (I2 5 g l-1; KI 10 g l-1)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alpha-amylase recombinant E. coli 균주를 LB broth에

서 mid-exponential phase 까지 키운 후 1% soluble starch 와 1mM IPTG가 포함된 LB

plate 상에 disc paper 를 사용하여 점적하였다. 이를 37℃에서 12시간 배양한 후 60℃에

서 30분간 추가 배양하였다. Plate 에 lugol solution을 첨가하여 배지에 첨가된 starch를

염색하였다.

(4) Thin-layer chromoatography (TLC)

T. onnurineus NA1 유래의 alpha-amylase의 starch 분해능을 알아 보기 위해 TLC 방

법을 사용하였다. Standard 로 G1 (glucose) ~ G6 (maltohexaose)를 사용하여 TLC

(type K6F; Whatman, UK) 상에서 분해된 당류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Dong, Vieille et

al. 1997). 110℃에서 1시간 동안 pre-activation 시킨 TLC plate 상에 starch 와

alpha-amylase를 반응시킨 반응물을 점적한 후 solvent mixture (isopropyl alcohol: ethyl

acetate: water = 3: 1: 1, v/v/v)로 전개하였다. 이후 전개액을 모두 증발시킨 후 staining

solution (N-(1-naphthly)-ethylendiamine 3 g, sulfuric acid 50 ml, up to 1 l with

methanol)으로 TLC plate를 충분히 적시고 말린 다음 110℃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

나. 유지 가수분해 효소

(1) 메타게놈 라이브러리로부터 유지 가수분해 효소 탐색

다양한 해양 퇴적물 시료를 이용하여 DNA 추출 및 정제를 수행하였다. DNA 정제는



Polyvinylpyrrolidone(PVP)와 Low-melting temperature agaros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Metagenomic Library는 Epicentre사에서 판매하는 CopyControlTM Fosmid Library

Production Kit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삽입 DNA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 효소 BamH

Ⅰ을 2시간 처리하여 PFGE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를 사용하여 그 크기를 확

인하였다. 구축된 해양 퇴적물 메타게놈 라이브러리에서 lipase/esterase 발현하는 클론을

탐색하였다. 탐색을 위해 LB 배지 (chloramphenicol 12.5 ㎍/㎖ 포함)를 기본으로 각 효

소의 특정 기질을 첨가된 배지를 제작하였다. esterase의 경우 1% (v/v) tributyrin,

lipase의 경우 1% (v/v) tricaprylin를 각각 첨가하였다. 각 기질이 첨가된 평판배지에 라

이브러리 클론을 접종하여 37℃에서 2 ～ 3일간 배양하였다. 형성된 colony 주위에 환

(clear zone)이 나타난 클론을 양성으로 판단하였고 계대배양을 통해 확인한 후 -70℃에

저장하였다. 또한 유지 가수분해 효소 활성을 보이는 fosmid 클론으로부터

sub-subcloning을 수행하기위해, fosmid DNA를 추출하여 nebulizer와 질소 가스를 이용

하여 10 psi에서 80초간 shearing을 수행하여 1.5-3 kb 크기의 DNA로 얻은다음,

pBluescript SK(-) vector에 ligation하여 E.coli DH 5α에 transformation 하여

mini-library 구축하였다. 구축된 mini-library에서 lipase/esterase 활성을 가지는 colony

를 선별하여 sequencing을 수행하였다. 서열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염기 서열은 NCBI에

서 지원하는 ORF finder로 예측되는 유지 가수분해의 유전자 (ORF)를 발견하였다.

(2) 유지 가수분해 효소 발현

유지 가수분해 효소를 encoding 하고있는 DNA 부분을 증폭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ORF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하여 PCR primer를 제작하였다. Taq polymerase을 사용

하였으며 annealing은 62℃에서 실시하였다. PCR product는 1% agarose gel에서 확인하

였으며, PCR product를 정제하였다. 정제된 PCR product는 pET 24+ vector에 ligation

후 E. coli에 transformation을 실시하였다. Recombinant에서 다시 plasmid를 분리한 후

recombinant plasmid를 expression host인 E. coli BL21(DE3)를 이용하여 transformation

을 실시하고 kanamycin이 첨가된 LB배지에서 recombinant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recombinant는 kanamycin이 첨가된 LB medium에서 seed culture (37℃, 200rpm,

overnight)를 실시하였다. 그 후 kanamycin이 첨가된 LB 배지에 접종 후, main culture

(37℃, 200rpm)후, A600nm에서 optical density가 0.6이 되었을 때 isopropyl-thio-β 

-D-galactopyroside를 1mM이 되도록 첨가하고, 37℃에서 3시간 induction을 실시하였

다. 그 후 원심분리를 통하여 세포를 회수하였으며, sonicator를 이용하여 세포파쇄를 실

시하였다. 세포 파쇄액은 원심분리 (6000g, 4℃, 30mins)를 통해 soluble fraction과

insoluble fraction으로 분획하였다. Sodium dodecyl sulfate -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이용하여 발현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3) 유지 가수분해 효소 정제

Induction이 끝난 배양액은 원심분리를 통하여 cell 만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cell은

HisTrap binding buffer에 resuspension을 하고 sonicator를 이용하여 파쇄하였다. 세포

파쇄액은 원심분리 (6000g, 4℃, 30mins)를 하여 soluble fraction만을 확보하였다. Histrap

1ml column을 이용하여 recombinant lipase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Elution은 imidazole의

농도를 증가 (step-gradien) 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12% SDS-PAGE를 이용하여 발현

lipase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4) 유지 가수분해 효소 특성 탐색

온도는 5-50℃ 범위 내에서 5℃ 간격으로 활성 측정하였고, pH는 6-10 범위 내에서 0.5

간격으로 50mM sodium phosphate (pH6-7), 50mM Tris-HCl (pH 7-8.5), 50mM CHES

(pH8.5-10)의 buffer를 사용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기질은 p-Nitrophenyl acetate (C2),

p-Nitrophenyl butyrate (C4), p-Nitrophenyl hexanoate (C6), p-Nitrophenyl octanoate

(C8), p-Nitrophenyl decanoate (C10), p-Nitrophenyl laurate (C12), p-Nitrophenyl

myristate (C14)를 사용하여 활성 측정하였다. 메탈 이온에 효소 활성의 영향은 50mM

Tris-HCl buffer에 1mM 농도로 메탈 이온들을(MnCl2, MgCl2, CaCl2, CuCl2, ZnSo4,

FeSO4, CoSO4, NiSO4) 첨가하여 37 °C에서 1시간 반응 후에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

Detergent에 의한 효소 활성의 영향은 50mM Tris-HCl buffer에 1% 농도로 detergent들

을 (Triton X-100, Tween 20, 40, 60, 80) 첨가하여 37 °C에서 1시간 반응 후에 효소 활

성을 측정하였다.

(5) Enantio-selective hydrolysis 분석

100ml flask에 10ml 0.1M Tri-HCl buffer (pH 8.0)를 넣고, 5mM의 ofloxacin butyl

ester를 첨가한 뒤에 20-30분간 sonication 한다. 준비된 substrate와 enzyme을 1.5ml

e-tube에 각각 500ul씩 첨가하여 30℃에서 1hr 가량 반응후 40ul를 취한 후 centrifuge한

후 상층액 20ul를 injection한다. 분석은 Shiseido사의 Capcell pak(4.6mm × 250mm)

column을 사용하여 LC로 330nm에서 측정. ofloxacin butyl ester분석은 mobile buffer 와

MeOH 을 85:15로 혼합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가. 다당류 가수분해 효소

(1) 초고온성 고세균에서 다당류 가수분해효소 alpha-amylase의 발굴

(가) T. onnurineus NA1 alpha-amylase 유전자의 분석

T. onnurineus NA1의 alpha-amylase를 코딩하고 있는 DNA의 크기는 1,377 bp로 458

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있다. 아미노산의 sequence similarity 분석 결과 T.

hydrothermalis - 85% identity (Leveque, Haye et al. 2000), T. kodakarensis KOD1 -

82% identity 그리고 P. wosei - 82% identity (Dong, Vieille et al. 1997) 의

alpha-amylase와 매우 높은 identity를 보였다 (Figure 3-1-3-1). Sequence 분석결과

C-terminal의 25개 아미노산이 signal peptide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재조합단백질을 만드

는 과정에서 PCR primer를 이용하여 이부분을 제거하였다.

(나) alpha-amylase 발현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alpha-amylase recombinant E. coli 를 starch가

함유된 배지에 점적한 후 starch의 분해정도를 살펴보았다. Lugol 용액으로 배지를 염색

한 결과 plasmid만 가지고 있는 E. coli 대조군의 경우 starch를 분해하지 못하는 반면,

NA1의 alpha-amylase를 가지고 있는 recombinant E. coli의 경우 starch가 분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3-1-3-2A). 또한 IPTG로 overexpression 시킨 단백질을 Cobalt

affinity column으로 정제하여 정제된 alpha-amylase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Figure

3-1-3-2B).

(다) 효소의 특성분석

30℃에서 100℃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며 활성을 측정한 결과 80℃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고 T. onnurinueus NA1의 alpha-amylase는 80℃가 효소활성에 있

어 가장 적합한 온도임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1-3-3A). 또한 alpha-amylase에 있어

최적 pH 측정 결과 pH6.0의 50mM Na-Acetate buffer를 사용한 경우였다 (Figure

3-1-3-3B). kinetics 분석은 여러 가지 농도의 soluble starch를 기질로 사용하여 효소의

활성을 측정 함으로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Km 값은 4.57 mM, 그리고 Vmax는 10,000

?mol/min/mg로 각각 측정되었다. 매우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ure 3-1-3-4).

(라) alpha-amylase의 기질특이성



alpha-amylase는 GH13 family에 속하는 효소로 올리고 당의 α,1-4 결합을 끊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상 starch의 분해가 주된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Henrissat 1991; van

der Maarel, van der Veen et al. 2002). 이번 연구에서는 starch 이외에 다른 기질특이성

을 갖는지 그리고 최종 산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Maltose(G2)에서

Maltohexose(G6)에 이르는 올리고당과 Starch, Maltodextrin, Amylopectin, Pullulan, α와

β-Cyclodextrin(CD)의 몇 가지 다당류를 기질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은 각 기질을

alpha-amylase와 함께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TLC plate상에 전개하여 최종산물을 확인

하였으며, 마커로 Glucose(G1)에서 Maltohexose(G6)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α,1-4 결합을 하고 있는 당류만 분해 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pullulan과 α와β

-Cyclodextrin(CD)는 분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종산물로 Maltose까지

분해 가능한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3-1-3-5).

(2) 초고온성 고세균유래 Cyclomaltodextrinase 발굴

(가) 유전자 분석 및 클로닝

Cyclomaltodextrinase (CDase)는 다당류를 분해할 수 있는 GH13 Family에 속하는 효소

로 Glugopyranose가 환형의 형태로 α,1-4 결합을 하고 있는 Cyclodextrin을 분해하여 당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효소이다 (Henrissat 1991; van der Maarel, van der Veen et

al. 2002). T. onnurineus NA1 균주에서 유전자 서열의 비교분석을 통해 1,959bp에 해당

하는 CDase 유전자를 확인하고 이를 클로닝하였다. T. onnurineus NA1 CDase의 아미노

산서열을 다른 균주의 CDase와 비교한 결과 Thermococcus sp. B1001 균주와 60%의

Identity로 가장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Figure 3-1-3-6). 발현 vector인 pET-24(a) 플라

스미드에 NdeI 과 XhoI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재조합 유전자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

어진 재조합 유전자는 보관 및 확인을 위하여 E. coli DH5α에 1차적으로 클로닝하였다.

CDase 효소의 발현과 특성 조사를 위해 재조합 유전자를 발현균주인 E. coli

Rosetta(DE3)pLysS 균주에 최종적으로 클로닝하였다.

(나) CDase 단백질의 발현

단백질의 발현을 위해 재조합 유전자를 도입한 E. coli 균주를 LB 배지에서 배양중에

Isopropy-β-D-thiogalactopyranoside (IPTG)를 첨가하여 단백질의 overexpression을 시

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이후 affinity column으로 단백질을 1차 분리 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Fast liquid chromatography (Superdex 200/300 GL column)로 단백질을 정제하였

다. 그 결과 76KD의 CDase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1-3-7)

(다) 효소의 특성분석



CDase의 기본적인 특성파악을 위해 적정 pH 와 적정 온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하였

다. pH의 경우 각 50mM의 sodium acetate (pH 4.0 - 6.0), Britton-Robinson (pH 4.5 -

6.5), sodium phosphate (pH 6.0 - 8.0), Tris-HCl (pH 8.0 - 9.0) buffer에 효소와 기질인

alpha-cyclodextrin (alpha-CD)를 함께 넣고 80℃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DNS 방법을

사용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50mM acetate (pH 5.0) buffer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1-3-8A). 적정온도의 측정은 먼

저 구한 적정 pH 조건인 50mM acetate (pH 5.0) buffer에 효소와 alpha-CD를 함께 넣

고 30℃ 에서 95℃까지의 온도 조건에서 활성을 측정함으로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80℃

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1-3-8B).

(라) CDase의 기질특이성

alpha-amylase와 마찬가지로 CDase 역시 특정 기질에 대한 활성도 및 TLC 실험을 통

하여 기질 특이성을 살펴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TLC 실험은 alpha-amylase와 같은 방

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질로서 alpha-CD, beta-CD, starch, amylopectin, pullulan,

maltodextrin을 사용하였다. 또한, glucotransferase 활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glucose (G1) 와 maltose (G2)를 사용하여 다당류로 합성되는지도 확인하여

보았다. 그와 더불어 활성도 측정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TLC 실험을 통하여 T.

onnurineus NA1의 CDase는 기질로서 alpha-CD와 beta-CD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glucose 혹은 maltose 가 다당류로 합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glucotransferase 활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1-3-9A). 이러한 결과는

활성도 측정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으며 cyclodextrin 중에서도 alpha-CD (50U/mg

의 specific activity)를 beta-CD (15.8U/mg의 specific activity) 보다 더 잘 분해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1-3-9B).

(3) 돌연변이체 제작에 의한 T. onnurineus NA1 alpha-amylase 효소의 활성 및 열 안정

성의 증진

(가) T. onnurineus 유래 alpha-amylase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속이온

그 동안 alpha-amylase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alpha-amylase 단백질의 활성에 있어

Ca2+ 이온과 Zn2+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T. onnurineus NA1

유래의 alpha-amylase도 이러한 metal에 의해 효소의 활성이 영향 받는지 알아보는 실험

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분리, 정제한 T. onnurineus NA1 유래의 alpha-amylase에

CaCl2, ZnCl2, CuCl2를 각 0.5mM 씩 첨가하여 효소의 활성을 관찰하였으며, 킬레이트

역할을 하는 EDTA를 1mM 첨가하여 금속이온을 제거한 효소에 CaCl2, ZnCl2, CuCl2를

각 2mM 씩 첨가하고 활성을 측정하여 어떠한 금속이온에 의해 효소의 활성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DTA의 첨가 없이 금속이온만을 0.5mM 첨가한 경우



Zn2+와 Cu2+ 이온의 경우 효소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2+의 경우 금속이

온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같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1mM의 EDTA로 효소에서 미리

금속을 제거하고 각 금속이온을 첨가한 실험에서 EDTA를 첨가하여 금속이온을 제거한

경우 효소의 활성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T. onnurineus

NA1 유래의 alpha-amylase가 특정금속의 존재 하에서 효소 활성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

낸다. 또한 Ca2+ 이온을 첨가한 후 효소의 활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alpha-amylase의 효소 활성 및 열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진 T. onnurineus NA1 유래의 alpha-amylase의 효소 활성에 있어 Ca2+ 이온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결과로부터 T. onnurineus 유래

alpha-amylase 효소의 경우 Ca2+ 이온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활성을 높이기 위해

따로 Ca2+ 이온을 첨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이 효소를 산업화 할 경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Figure 3-1-3-10).

(나) Ca2+ 이온에 의한 alpha-amylase 효소의 열 안정성 변화

금속이온 첨가 실험을 통해 Ca2+이온이 alpha-amylase 효소의 활성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Ca2+이온이 alpha-amylase 효소의 활성뿐만 아니

라 열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0.5mM의 CaCl2

를 첨가한 것과 그렇지 않은 alpha-amylase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80℃와 90℃에서 일정

시간 동안 열 충격을 가한 후 alpha-amylase 효소의 활성을 측정 함으로서 이루어 졌다

(Figure 3-1-3-11). 실험결과 CaCl2를 첨가하기 전 효소의 half-life (T1/2)는 각각 80℃

에서 30분, 그리고 90℃에서는 10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소에 0.5mM의 CaCl2를 첨가한

경우 효소의 열 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half-life (T1/2)가 80℃에서 781분, 그리고

90℃에서는 159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첨가한 CaCl2에 의해 alpha-amylase 효

소의 활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열 안정성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유전자 변이에 의한 열 안정성의 증가

T. onnurineus NA1유래 alpha-amylase 효소는 Pyrococcus woesei의 alpha-amylase와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매우 유사 (82% identity)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 안

정성에 있어 P. woesei보다 T. onnurineus의 alpha-amylase가 매우 낮은 열 안정성(90℃

에서 10분의 half-life)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미노

산의 서열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호열성 균주의 alpha-amylase에서 보이는 Zn2+

binding과 관련된 residue들인 His172, His177, Cys191 (P. woesei)중 단지 His172에 해당

하는 His170만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두 residue들은 각각 Ser175 (His177, P. woesei)

와 Asp189 (Cys191, P. woesei)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T.

onnurineus alpha-amylase가 Zn2+ 이온과 제대로 binding 하지 못하고 결국 열 안정성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졌다.

Zinc binding residue 들의 역할을 확인하고 열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T.



onnurineus alpha-amylase의 Ser175, Tyr176, Ala177, Asp189 를 site-direct

mutagenesis 방법을 사용하여 zinc binding 과 관련된 residue 들로 치환한 5종류의 형질

전환 단백질 (Table 3-1-3-1)을 제작하고 그 열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각 형질전환 단백질의 열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half-life가 39분인 SYAC (w.t.)에 비해

HYAC 가 114.1분, HCCC가 181.1분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열 안정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1-3-12). 이러한 결과로부터 His170, His175, Cys189 아미노

산이 열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이들 아미노산으로 치환시킨 T. onnurineus NA1의 alpha-amylase를 제작함으로

써 더욱더 효율성이 좋은 초고온성 고세균 유래의 alpha-amylase를 확보하게 되었다.



Figure 3-1-3-1. Sequence comparison of the a-amylase from T. onnurineus

NA1 (TO_amyl), T. kodakaraensis KOD1 (TK_amyl,gi:57641390), and T.

hydrothermalis (TH_amyl, gi:14521082), and P . woesei (PW_amyl, gi:14590819).

Dashes indicate gaps and numbers on the right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last residue in

the original sequence. Identical residues among the four enzymes are marked as * and

residues with conserved substitutions and semi-conserved substitutions are marked as : and .,

respectively. The four conserved active site residues are boxed and noted as region *. The

residues participating in Ca
2+
andZn

2+
binding critical for thermostability are bold underlined and

bold italic, respectively. The identified or putative signal peptides are indicated by underlines.



Figure 3-1-3-2. Expression of alpha-amylase gene in E. coli (A) and

SDS-PAGE of purified enzyme (B). A: Plate assay of alpha-amylase activity of E. coli

transformants. B: Coomassie blue staining of the purified TO_amylm enzyme. The molecular

mass standards (lane M) were phosphorylase b (103 kDa), bovine serum albumin (77 kDa),

ovalbumin (50 kDa), carbonic anhydrase (34.3 kDa), soybean trypsin inhibitor (28.8 kDa), and

lysozyme (20.7 kDa). The band corresponding to the enzyme is indicated by the arrow.



Figure 3-1-3-3. The effects of temperature (A) and pH (B) on TNA1_amyl

activity. A: Activity assays were performed under standard conditions as the sample

temperature was increased from 30 to 95℃. B: Activity assays were performed under standard

conditions with the following buffers (each at 50 mM): sodium acetate, pH 4.0 - 6.0;

Tris-HCl, pH 6.5 - 9.5.



1/S (ml mg-1)

1/
V
 (m
g 
U
ni
t -1
) x
10
-4

0-0.4 -0.2 0.2 0.4 0.6 0.8 1.0 1.2

1

2

3

4

5

6

7

-1

Figure 3-1-3-4. Estimation of kinetic constants using Lineweaver-Burk plot.

Activity assays were performed under standard conditions while substrate concentrations were

varied.



Figure 3-1-3-5. Thin-layer chromatogram of the products of TNA1_amyl

reaction on various substrates. The reaction products from maltooligosaccharides (G2,

G3, G4, G5, G6), starch (S), amylopectin (A), pullulan (P), cyclodextrins (alpha-CD and

beta-CD) were analyzed. M represents a standard mixture containing glucose (G1), maltose

(G2), maltotriose (G3), maltotetraose (G4), maltopentaose (G5), and maltohexose (G6).



Figure 3-1-3-6. Sequence comparison of the cyclomaltodextrinase (CDase)

form T. onnurineus NA1 (NA1), Thermococcus sp. B1001. Dashes indicate gaps and

numbers on the right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last residue in the original sequence.

Identical residues among the four enzymes are marked as * and residues with conserved

substitutions and semi-conserved substitutions are marked as : and ., respectively. The four

conserved active site residues are boxed and noted as region *.



Figure 3-1-3-7. SDS-PAGE of purified CDase enzyme (76kDa). Coomassie

blue staining of the purified CDase enzyme. The molecular mass standards (lane M)

were phosphorylase b (103 kDa), bovine serum albumin (77 kDa), ovalbumin (50 kDa),

carbonic anhydrase (34.3 kDa), soybean trypsin inhibitor (28.8 kDa), and lysozyme (20.7 kDa).

The band corresponding to the enzyme is indicated by the arrow.



Figure 3-1-3-8. The effects of pH (A) and temperature (B) on CDase activity.

A: Activity assays were performed under standard conditions with the following buffers (each

at 50 mM): sodium acetate, pH 4.0 - 6.0; Britton-Robinson, pH 4.5 - 6.5; sodium phosphate,

pH 6.0 - 8.0; Tris-HCl, pH 8.0 - 9.0. B: Activity assays were performed under standard

conditions as the sample temperature was increased from 30 to 100 ℃.



Figure 3-1-3-9. Thin-Layer Chromatograms of hydrolysis products by

TO_CDase with various substrates (A) and relative activity (B). A: M

represents standard maltooligosaccharides ranging from glucose (G1) to maltohexose

(G6).



Figure 3-1-3-10. The effect of metal ions on alpha-amylase activity. Activity

assays were performed under standard conditions while divalent meal ions were

va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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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11. Thermal inactivation of alpha-amylase. Semilog plots of the

remaining activity versus incubation time are shown. alpha-amylase (2 nM) was incubated at

80℃ (square) or 90℃ (circle) in 5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6.0) in the absence (open

symbol) or presence (filled symbol) of 0.5 mM Ca
2+
. At the time indicated, aliquots were taken

out, and the activities were measured in the same buffer at 80℃ using soluble starch as

substrate. The lines were obtained by linear regression of the data.



Name Residues in various mutant constructs

PWA His172 His177 Cys178 Cys179 Cys191

TO_amyl His170 Ser 175 Tyr 176 Ala 177 Asp 189

SYAC His170 • • • Cys189

SCCC His170 • Cys176 Cys177 Cys189

HYAD His170 His175 • • •

HYAC His170 His175 • • Cys189

HCCC His170 His175 Cys176 Cys177 Cys189

Table 3-1-3-1. The residues involved in the Zinc binding of PWA and the

corresponding residues in the wild type and various mutants of TO_am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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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12. The thermostability of various TO_amyl mutant proteins. The

thermostability of wild-type (SYAD, ●) and mutants (HYAD, ○; SYAC, ▼; HYAC, ▽;

SCCC, ■; HCCC, □) were measured under standard condition.



나. 유지 가수분해 효소

(1) 유지 가수분해 효소들의 특성 분석 및 광학 특이적 활성 조사

다양한 해양 환경 메타게놈 라이브러리로부터 유지 가수분해 활성을 나타내는 19개의 fosmid 클

론을 얻었다. 유지가수분해 효소의 유전자 서열을 확인하기 위하여 19개의 fosmid 클론으로부터

1-1.5 kb의 미니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미니 라이브러리로부터 유지 가수분해 효소 활

성을 나타내는 클론 다시 선별하여 전체 서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서열 분석을 통하여 얻

어진 DNA 염기 서열을 NCBI의 ORF finder를 이용하여 예측되는 유지 가수분해 유전자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3-1-3-2, 3-1-3-3). 예측되어진 19개의 유지 가수분해 유전자를 pET 24 a+

벡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9개의 가수 분해 유전자들중 12개 유전자

만이 발현되었다 (Figure 3-1-3-13).

(2) 12개의 발현된 유지 가수분해 효소를 대상으로 온도, pH, 기질, 메탈 이온, 세제에 활성도

분석

발현된 12개의 유지 가수분해 효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온도의 경우

낮게는 20도에서 높게는 45도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었다(Figure 3-1-3-14). pH 실험의 경우

7.5에서 9.5까지의 최적 pH를 보였고 대부분 8.0 또는 8.5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3-1-3-15). 기질에서는 C4(p-nitrophenyl butyrate) 또는 C6( p-nitrophenyl caproate)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3-1-3-16). 메탈이온에 효소 활성 실험 결과 구리 이온은 ATL5만이

활성이 증가 되었고 11개의 효소들은 활성이 저해되었고, 아연이온은 EM2L3만이 효소 활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11개의 효소 활성에 큰 저해를 보였다 (Table 3-1-3-4). 또한 PMSF

는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제로소 ATL5를 제외한 나머지 효소들의 활성을 저해 하였다. 다양한 세

제들에 대한 효소 활성 실험 결과 SDS는 모든 효소들에 대해서 완벽히 활성을 저해 시켰고 트윈

계열의 세제들은 EM2L3만이 활성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효소들은 활성이 저해되었다 (Table

3-1-3-5).

(3) 개의 발현된 유지 가수분해 효소를 대상으로 ofloxacin butyl ester 기질에 대한 광학 활

성 조사

플로사신 프로필 에스테에하여 12개 유지 가수 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광학 특이적 활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ATL1과 ATL11만이 가수 분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 ATL1과 ATL11

은 시간에 따른 가수분해 패턴을 확인하였다. ATL1은 (S), (R)- 오플록사신 프로필 에스테르 모

두를 동일하게 가수분해한 반면, ATL11의 경우 enantioselective하게 (S), (R)- 오플록사신 프로필

에스테르중 (S)-오플록사신 프로필 에스테르를 특이적으로 분해하여, 1시간 반응 결과 (S)-오플록

사신 (레보플록사신)을 67% 의 eep (the enantiomeric excess of the product)로 생성하는 특이적

활성을 보였고 5시간 반응 결과 54%의 eep를 나태내어 eep값이 13%는 감소되었지만 전환 수율은

42%가 증가되었다(Figure 3-1-3-17).



Table 3-1-3-2. Summary of fosmid clones selected from marine metaganominc

library having lipase or esterase activity



Table 3-1-3-3. Analysis of lipases/esterases screened from marine

metagenom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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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n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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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al 
protein pre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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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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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13. Expression of lipases/esterases using p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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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14. Effects of temperature on esterases/lipase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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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15. Effects of pH on esterases/lipase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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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16. Relative activity of esterases/lipases for different carbon

chain length p-nitrophenylesters



Table 3-1-3-4. Effects of various metal ions and reagents on the

esterases/lipases activity.



Table 3-1-3-5. Effects of various detergents on the lip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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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17. Analysis of ofloxacin ester-enantioselective ATL1 and

ATL11.



제 2 절 해양생물유래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의 분리, 확

보 및 특성분석

1. 연구 배경

효소 (생촉매)는 정밀성, 특이성, 선택성, 효율성을 보유하여 산업적 활용가치가 점차 증

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 이용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또한 유전자 정보

를 이용하여 새로운 생촉매로서 사용가능한 유전자를 탐색하고 확보하고 있다 (van Loo et

al., 2006).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의 정밀 화학제품 및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해 미생물의 기능

과 효소를 이용한 생물전환공정이 응용되는 되는 추세에 있다. Epoxide 물질은 다양한 유기

합성 반응뿐만 아니라 chiral drug의 전구물질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epoxide 전구물질

을 광학 선택적으로 생산 가능케 해주는 epoxide hydrolase를 이용한 chiral resolution 분

리는 chiral drug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광학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chiral

epoxide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생물학적 활성물질은 토양이나 육상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 및 유용미생물자원을 개

척하여 산업적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해양환경은 아

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사막으로 간주되어 지구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 환경 내에 미생물 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분자수준에

서의 유전자 및 유전체에 관한 기능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분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

다. 그러한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이용하여 새로운 chiral drug로 이용 가

능한 미생물 자원을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Woo et al., 2007, Hwang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양유래의 생물로부터 광학선택성 epoxide

hydrolase 활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를 확보하여 다양한 특성분석을 조사하려

고 한다. 또한, 확보된 미생물의 유전자를 토대로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학선택성의

epoxide hydrolase를 개발하여 이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산업적 이용가치를 높이려

고 한다.



2. 연구 방법

가. epoxide hydrolase 예상 유전자 확보

해양미생물유전체에 대하여 DB/NCBI nr DB/ data mining-

(www.ncbi.nlm.nih.gov/)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양생물유래 Epoxide hydrolase라고 예

상되는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확인된 유전자들은 균주 분양등을 통하여 확보되었

다.

나. PCR 및 클로닝

PCR은 50 ng/㎕의 주형 DNA, 0.2 uM의 primer, 0.2uM dNTP, 2.5mM MgCl2, 10X

Mg free, 2.5unit의 Taq polymerase에 증류수가 첨가된 총 50㎕의 혼합액이 사용되었다.

95℃에서 5분간 초기 denaturation 후, 94℃에서 1분, 그리고 50-65℃로 다양한 온도조건

에서 annealing 후, 72℃에서 1분30초를 반응 후 35회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72℃에서

7분간 반응 후 종결된다. 모든 PCR 증폭 산물은 0.8%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으로 확

인한 후 PCR pur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PCR product는 pET24a vector (Novagen)에 제한 효소 NdeⅠ/XhoⅠ을 이용

하여 cloning 하였으며 이 재조합 발현벡터를 DH5α에 형질전환시켰고 최종적으로 Dye

Terminator Cycle Sequenceing reaction kit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그렇게

확인된 vector에 삽입된 유전자를 E. coli BL21-CodonPlus (DE3)-RP (Novagen)으로

형질 전환 후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다. 단백질 발현 및 정제

제조한 epoxide hydrolase 유전자 발현벡터가 실질적으로 세포에서 발현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재조합 유전자를 37℃에서 배양한 후 600nm에서 O.D값이 0.4-0.6이 됐을

때 1 mM의 IPTG를 첨가하여 발현을 유도하였다. 3시간 배양한 후, 상기 세포를

5,000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였고, 얻어진 세포를 용액[50 mM Tris-HCl (pH 8.0),

0.5 M KCl 및 10% glycerol]에 현탁시켜 sonication으로 세포를 분쇄시켰고 분쇄물은

10000rpm에서 1시간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만 HisㆍBind Purification Kit(Novagen)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bind buffer [500 mM NaCl, 20 mM phosphate (pH 7.0), 5 mM immidazole)로 평형상태

를 유지한 Ni-nitrilotriacetic(Ni-NTA) column에 적재하였다. wash buffer (500 mM

NaCl, 20 mM phosphate (pH 7.0), 60 mM immidazole)로 세척한 후, elution buffer (500

mM NaCl, 20 mM phosphate (pH 7.0), 1 M immidazole)로 용출하였고, 50 mM

Tris-HCl (pH 8.0), 0.5M KCl, 10% glycerol으로 투석하였다. 단백질 정제는

Laemmli(1970)에 기재된 방법으로 SDS-PAGE를 실시하여 분리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표준 단백질인 BSA와 함께 Bio-Rad 단백질 분석 키트를 이용한 Bradford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Bradford, 1976).

라. 효소의 활성 측정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 활성은 gas chromatography (GC)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재조합 유전자로 정제된 효소를 20-30 ng/ml의 농도로 1ml의 10mM Tris-HCl(pH

8.0)이 함유된 10ml의 vial에 기질인 2mM의 styrene oxide와 혼합하여 30℃에서 15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2ml의 hexane으로 추출한 후, 이 추출물을 GC

column인 silica cyclodextrin beta-DEX 120 (0.25 mm ID, 30 m length; supelco)을 장착

한 FID 검출기(Hewlett-Packard, Avondale, PA, USA)로 측정하였다. racemic styrene

oxide에 대한 GC 분석에 있어서, oven, injector 및 detector의 온도는 각각 90℃, 180℃

및 180℃이다. 또한, 다른 epoxide 기질에 대한 가수분해도 유사한 방법으로 추출 후 기

질에 따라 GC 분석에서 oven온도를 조정해 주었다.

마. Epoxide hydrolase 유전자의 구조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mutant 제작

Prediction 프로그램 (PyMOL)을 이용하여 광학선택성의 증가나 활성이 증가 될 것으

로 예상되는 부분을 예상하여 그 부분에 새로운 primer로 제작하여 mutant를 제작하였

다.

바. Epoxide hydrolase 유전자의 mutant 제작, 발현 및 정제

epoxide hydrolase 유전자인 EEH1을 부분적인 mutant를 만들기 위해 site-directed

mutagenesis (Novagen) 방법을 이용하였다. PCR은 30 ng/㎕의 주형 DNA, 0.2 uM의

primer, 0.2uM dNTP, 2.5mM MgCl2, 10X buffer, 1unit의 KOD1 polymerase에 증류수

가 첨가된 총 50㎕의 혼합액이 사용되었다. 95℃에서 1분간 초기 denaturation 후, 94℃

에서 30초, 그리고 50℃로 30초에서 annealing 한 후, 72℃에서 2분을 반응 25회 반복

한 후 마지막으로 72℃에서 10분간 반응 후 종결된다. 모든 PCR 증폭 산물은 0.8%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으로 확인한 후 PCR pur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PCR product는 제한 효소 DpnⅠ을 이용하여 mutant 만들었으며 이 재조

합 발현벡터를 DH5α에 형질전환시켰고 최종적으로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ction kit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그렇게 확인된 vector에 삽입된 유전자

를 E. coli BL21-CodonPlus (DE3)-RP (Novagen)으로 형질 전환 후 단백질 발현을 확

인하였다. Cloning 된 유전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발현 확인을 한 후 확인 된 mutant는

정제 후 단백질 농도를 확인하였다. 활성 측정도 동일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 연구결과

가. 해양생물유래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의 탐색 및 확보

해양 유래의 미생물인 Erythrobacter 균주를 대상으로 광학 선택성을 갖는지 여러 가

지 기질 (Figure 3-2-3-1)을 대상으로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들 중에 Erythrobacter

litoralis HTCC2594가 광학 선택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3가지의 epoxide hydrolase

유전자 중에 EEH1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 하여 대량으로 분리 하여 확보 하였고

Erythrobacter 균주에서 처음으로 epoxide hydrolase 활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2-3-1).

이 외에 해양미생물 유전체를 Moore foundation과 DB/NCBI nr DB/ data mining-

방법, phylogeny 분석, conserved motif 분석, protein finder와 blast, psi-blast등 분석하

여 (Table 3-2-3-2, Figure 3-2-3-2) Epoxide hydrolase 유전자라고 예상되는 총 6균주

의 10개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Table 3-2-3-3, Figure 3-2-3-3). 또한 기존에 알려진

epoxide hydrolase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확보된 epoxide hydrolase를 확인된 유

전자들은 clustal W를 이용하여 정렬 후 MEGA4 프로그램 (Tamura et al, 2007)을 이용

하여 계통도를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전자들은 pET24a vector로 cloning 되어 발현 및

정제 되었고 다양한 기질을 대상으로 활성도 확인하였다 (Figure 3-2-3-4, Table

3-2-3-4).

나. Epoxide hydrolase의 구조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돌연변이 확보

광학 선택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을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

을 이용하여 catalytic triad인 173, 324번 그리고 기질 binding이 예상되는 177, 224, 326

번을 돌연변이로 만들었다. 만들어진 돌연변이는 D173A, E324D, A177F/Y224S,

Y224S/I326C의 5가지이고 이 돌연변이는 같은 방법으로 발현, 정제되었다 (Figure

3-2-3-5, Figure 3-2-3-6).

다. 돌연변이 epoxide hydrolase의 활성 확인

동일 방법으로 정제된 돌연변이는 단백질 정량을 한 후 기질 styrene oxide를 이용하

여 농도에 따른 kinetic 실험을 진행하였다. Wild type의 유전자와 비교한 실험결과

catalytic triad를 바꾸었을 때 활성이 전혀 없어지는 것을 확인 하였고 224번째의 잔기를

바꾸었을 때 활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24번째 잔기를 타이로신에서 세

린으로 바꾸면 (R), (S)-form 모두 다 보아 기질이 binding에 영향을 주는 것을



prediction 프로그램으로 예상하였는데 실험상으로도 확인한 결과였다. 그리고 다른 기질

인 epichlorohydrin에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거의 모든 돌연변이들이 크게 활성이 증가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활성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아 styrene oxide

기질에 대해서만 돌연변이 활성을 확인하였다(Table 3-2-3-5). 그리고 가장 활성이 좋았

던 Y224S 돌연변이에 대해 KCl 농도에 따른 활성변화를 확인하였다. 100mM 이상의 농

도가 되면 Y224S의 활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KCl의 농도에 따라 활성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ure 3-2-3-7).

마. 기질 Epichlorohydrin에 대하여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활성 효소 (EEH1)의 분

석

기질 styrene oxide 이외에 클로라이드가 붙어있는 epichlorohydrin (ECH)을 이용하

여 단백질 농도에 따른 광학선택성과 yield 확인하였다. 20ng/ml의 농도의 단백질을 사용

하여 12.6mM의 ECH의 활성 실험결과 40분정도에 광학선택성을 나타내는 enantiomeric

excess (ee)값이 100%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단백질의 농도를 60ng/ml 까지 높여서 실험

했을 때는 단 8분만에 100%의 ee 값을 나타냈으며 이때 yield가 3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논문을 통하여 알려진 균주들과의 비교를 해본 결과 yield 값이 30%

까지 알려진 균주는 찾을 수 없었고 광학선택성의 수치를 알 수 있는 E-value의 값은 20

으로 아주 소량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높은 광학선택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2-3-8, Table 3-2-3-6). 또한 EEH1 단백질에 대해서는 wild-type의 경우

styrene oxide의 기질보다는 ECH 기질에 대하여 더 높은 광학 선택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2-3-7).



Table 3-2-3-1. Enantioselective EHase activities of isolated Erythrobacter spp.

toward various epoxide substrates

Type strain name
ee (%)/abs. conf.

SO GPE EX EB
Erythrobacter litoralis

DSM 8509T
96/S 81/R 74/S ND

Erythrobacter gaebuil

KCTC 12227T
98/S 83/R 72/S ND

Erythrobacter litoralis

HTCC2594
99/S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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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3-1 . Epoxide substrates used in this study. A, styrene oxide ; B,

glycidyl phenyl ether (GPE), epoxyhexane (EX), epoxybutane (EB), racemic

epichlorohydrin (ECH)



Table 3-2-3-2. Candidate genes for putative epoxide hydrolase

Gene name Strain Organism Accession no. Amino acid No.

RED-HLD RED65 Oceanbacter sp. ZP_01308155 266 aa

- MED193 Roseobacter sp. ZP_01055470 292 aa

RDN-FD
ATCC33942/Oc

h114

Roseobacter

denitrificans
YP_683043 290 aa

OB-FD HTCC2597
Ocenicola

batsensis
EAQ01618 284 aa

Rh-FD HTCC2654
Rhodobacterales

bacterium
EAQ13722 288 aa



Figure 3-2-3-2. Muliple sequence alignment of fluoroacetate EH, haloalkane

DH and epoxide hydrolase



Table 3-2-3-3. Candidate strains for epoxide hydrolase cloning from Moore

foundation and NCBI nr DB



Figure 3-2-3-3. Phylogenetic analysis of EHase. Sequence alignment on the

desired amino acid sequence was performed using the CLUSTAL W software

package. Rhodotorula glutinis (EPH1; AAF64646), Rattus norvegicus (Ephx1, Rat mEH;

P07687), Homo sapiens (EPHX1, Human mEH; AAH08291), Xanthophyllomyces dendrorhous

(Eph1; AAF18956), Aspergillus niger (hyl1; CAB59813), Homo sapiens (EPHX2, Human sEH;

AAH11628), Rattus norvegicus (Ephx2, Rat sEH; CAA46211), Solanum tuberosum

(pEHSt, potato; sEH; AAA81890), Glycine max (sEHGm, soybean sEH; CAA55293),

Agrobactrium radiobacter sEH (O31243), Corynebacteriumsp. sEH (O52866), Haloalkane

dehalogenase (P22643), EEH1 (Erythrobacter litoralis HTCC2594; YP458350), EEH2

(Erythrobacter litoralis HTCC2594; YP458376), EEH3 (Erythrobacter litoralisHTCC2594;

YP457985), SEH (Sphingophyxis alaskensis YP615140), NEH (Novosphingobium

aromaticivorans YP497537), REH (Rhodobacterales bacterium HTCC2654 ZP01014743) and

others (RMEH, OEH1 and OEH2, this study)



Figure 3-2-3-4. Purification of the EHases from Reinekea sp. (the purified

RMEH) and Oceanicaulis alexandrii (the purified OEH1 and OEH2). EHases

were purified from recombinant E. coil cell by His-tag affinity column. Lane 1, 3, and

5, the protein size standard; lane 2, the purified RMEH; lane 4, the purified OEH1;

lane 6, the purified OEH2.



Table 3-2-3-4. Enantioselective EHase activities of RMEH, OEH1 and OEH2

toward various epoxide substrates



Figure 3-2-3-5. Structure prediction of EEH1 from E. litoralis HTCC2594



Figure 3-2-3-6. Multiple alignment of epoxide hydrolases ( : mutant sites,

: catalytic triad



Enzyme and

enantionmer

Parameter value

Km V max Kcat Kcat/Km
(mM) (umole/min/mg) (S

-1
) (S

-1
/mM)

(R)- Wild type 16.02 ±0.3 28.57 19.77 1.039
(S)- Wild type 10.9±0.3 16.18 11.27 1.03

(R)- D173A 0.85±0.3 0.0502 0.0348 0.041

(S)- D173A 0.38±0.3 0.141 0.098 0.2571

(R)- E324D 20±0.3 62.5 43.31 2.16
(S)- E324D 20±0.3 23.25 16.11 0.8056

(R)- A177F,Y224S 13±1.0 107.8 74.8 5.753

(S)- A177F,Y224S 12.9±0.3 100.1 69.5 5.38

(R)- Y224S, I326C 15±0.3 246 170.2 11.35
(S)- Y224S, I326C 10.75±0.3 163.9 113.4 10.55

(R)- Y224S 12.3±0.3 219 151.6 12.3

(S)- Y224S 24±0.3 158.7 109.9 4.58

Table 3-2-3-5. Kinetics parameters of the purified enzyme from each mutant

toward (R)- and (S) styrene oxide.



Figure 3-2-3-7. Effects of various concentration KCl on the activity of Y224S
mutant



Figure 3-2-3-8. Kinetic resolution of racemic ECH was performed with the

purified EEH1. (A), (B): Enantioselective hydrolysis of 12.6 mM racemic ECH

with purified EEH1 (20 g and 60 g, respectively)



Enzyme and

enantiomer

Parameter value
Km Vmax Kcat Kcat/Km
(mM) (umole/min/mg) (S-1) (S-1/mM)

(R)and(S)-styrene oxide
(R)-EEH1 16.0±0.3 28.57 19.77 1.039

(S)-EEH1 10.9±0.3 16.18 11.27 1.03
(R)and(S)-epichlorohydrin
(R)-EEH1 13.6±0.3 21.9 15.2 1.12
(S)-EEH1 - - - -

Table 3-2-3-6. Kinetic parameter of EEH1 against styrene oxide and

epichlorohydrin

-, not activity



Table 3-2-3-7. Enantioselective hydrolysis of racemic ECH with known native

EHase and EEH1

Origins
Cat.

form
a

Cat.
conc.b

(g/L)

ECH
conc.
(mM)

Tem
p.

(
o
C)

pH

Tim
e

(min
)

ee(%)/abs.
conf.

c
Yield
(%)

E-va
lue

R. glutinis Cells 50-75 10 35 7.5 60 98/(R) 10 n.i d

R. glutinis

(pichia
pastoris)

Cells 12.5 50 30 8.0 5 100/(R) 26 n.i

R. glutinis

(pichia
pastoris)

Cells 10 20 30 n.i 60 99/(R) 28.5 n.i

A. niger Cells 700 60 27 7.5 720 100/(S) 20 n.i

A. radiobacter Enzyme n.i 5 30 9.0 n.i n.i/(S) n.i <2

E. litoralis Enzyme 0.02 12.6 30 8.0 40 100/(S) 30.3 20.8 T.S
e

E. litoralis Enzyme 0.06 12.6 30 8.0 8 100/(S) 30 20 T.S

Cat. form.a, whole cells, recombinant cells and enzyme, respectively.

Cat. conc.b , g cell dry weight/L and g protein/L for whole cells and enzyme
preparation, respectively.

abs. conf. c,absolute configuration, meaning remaining epoxide after incubation

n.i d, no information

T.S e, this study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도별 연구목표 및 내용

년

차
목 표 내 용

1

- 해양생물시료 및 해양미생물의
확보, 활성물질의 분리, 정제

1. 해양생물시료 및 해양미생물의 확보. 분리
2. 단성분 및 추출물에 대한 다양한 생리활성 검색
3. 항암활성 시료의 in vitro 항암활성 평가를 통한 항암물질 분
리, 정제

- 해양생물 유래 신규 시알산 전
이효소(ST) 유전자 3종 이상 발
굴 및 확보

1. 신규 ST 유전자 발굴을 위한 DB분석과 DNA probe 제작
2. α2,6ST 효소유전자 클로닝
3. ST 효소유전자 발현시스템 제작(생명공학연구원)

- 해양유래 다양한 미생물, 메타게
놈 확보

- 표현형에 기초한 유지/다당류 분
해 효소 생산 미생물 및 메타
게놈 클론 확보

1. 유지/다당류 분해효소 생산 해양미생물 분리
2. 메타게놈으로부터 유지분해효소 클론 확보
3. 메타게놈으로부터 다당류분해효소 클론

- 해양생물로부터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 확보

1.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생산 해양 생명체 선정
2. Epoxide hydrolase 유전자 2종이상 확보

2

- 활성물질의 분리 및 구조결정

1. 활성물질의 분리, 정제
2. 활성물질의 구조결정
3. 활성물질의 in vivo 효능/PK 평가를 통한 선도물질 도출
4. 활성물질의 구조-활성 상관관계 규명 및 신규 유도체 설계 디
자인

- 해양생물 유래 신규 ST 유전자
4종 이상 발굴과 ST 특성 분석

1. 해양생물 cDNA라이브러리 구축 및 α2,3ST 효소유전자 클로닝
2. α2,6ST 효소의 생화학적 특성 규명과 효모 발현시스템에 연계
한 in vivo, in vitro 시알산 부가 반응 (생명공학연구원)

- 유지/다당류 가수분해효소 유전
자 클로닝

- 유전자 서열 비교분석
- 효소 발현 특성분석

1. 효소유전자 클로닝
2. 효소유전자 서열결정, 분석, 우수활성효소 선발
3. 효소유전자 발현, 효소 특성 조사

- 해양생물유래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의 분리, 확보
및 특성분석

1. Epoxide hydrolase 유전자 3종이상 확보 및 단백질대량생산
2. 광학선택적 epoxide 분해와 관련한 특성분석

3

- 활성물질의 in vivo 효능 평가
등을 통한 선도물질 도출

1. 활성물질의 대량 분리
2. 활성물질 및 신규유도체에 대한 항암활성 비교평가
3. 활성물질의 in vivo 효능/PK/기초독성 평가
4. 활성물질의 작용기전 연구
5. 활성물질의 구조 변환

- 해양생물 유래 신규 ST 유전자
3종 이상 발굴과 활용기술 개발

1. 해양생물 cDNA라이브러리 구축 및 α2,8ST 효소유전자 클로닝
2. ST 효소유전자 진화특성 분석
3. α2,3ST/α2,8ST 효소 발현, 특성 분석(생명공학연구원)
4. 시알산 부가반응을 위한 표면 발현과 고정화 기술개발, ST를
이용한 당쇄 부가 반응 조건 최적화 (생명공학연구원)

- 효소 유전자 개량
- 개량 효소 개발
- 효소의 특이성, 효율성을 이용한
반응공정 개발

1. 효소활성 정밀분석, 평가
2. 효소유전자 변형 유도(돌연변이) 및 활성변화 분석
3. 효소 특이성, 반응성, 유용성 개발

- 해양생물유래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의 분해기작
이해 및 개선

1. 공공 DB 유전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양 생물유래의 epoxide
hydrolase 유전자 DB 구축

2. Epoxide hydrolase의 구조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돌연변이 실시
3. 돌연변이 epoxide hydrolase의 분석



제 2 절 연도별 달성내용 및 평가

총연구기간내 년차별 연구내용 대비 달성율(%)

년차 년차별 달성내용

년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

총연구기간

대비

연구진척율

(*)

1

- 해양생물시료 확보 및 항암활성 검색

100 10

- 새치성게 유래의 신규 시알산 전이효소 유전자

(ST2,6GalNAc)의 염기서열 7종 확보 (전장 DNA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클로닝 6종 완료 및 확보)

- 해양유래 유지/다당류 분해 미생물, 해양메타게놈 확보

- 유지/다당류 분해 효소 유전자 클론 확보

- 광학선택적 epoxide hydrolase생산 해양 2종 미생물 선정
및 epoxide hydrolase 유전자 2종이상 확보

2

- 활성물질의 구조결정 및 작용기전 연구

95 60

- 우렁쉥이 (Halocynthia roretzi) 유래의 시알산 전이효소
유전자 (ST2,6GalNAc) DNA 염기서열 2종 확보 [Hzi2(1-3)
과 Hzi2(2-2)] 및 전장 DNA 염기서열 (Full length
cDNA)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클로닝 완료

- 초고온성 고세균에서 다당류 가수분해효소 Amylase의 발굴
- 초고온성 고세균유래 Cyclomaltodextrinase 발굴
- 유지 가수분해 유전자 발현 및 그 특성 분석

- Epoxide hydrolase 유전자 4종 확보 및 1종 단백질대량생산
- 1종 단백질이용 광학선택적 epoxide 분해와 관련한
특성분석

3

- 생체활성 확인

100 100

- 당단백질 합성능 확인

- 지질/다당류 분해 효소 유전자 개량 및 활용기술

- 공공 DB 유전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양 생물유래의 epoxide
hydrolase 유전자 DB 구축

- Epoxide hydrolase의 구조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돌연변이
실시

- 돌연변이 epoxide hydrolase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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