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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ubtilis K-54의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에 의한 양모와 견의 품질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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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stract : For studies of fibrinolytic enzyme strain K-54 was isolated from the Korean traditional food chungkook-jang.
Isolated strains K-54 was identified as Bacillus subtilis. The molecular weight of fibrinolytic enzyme from B. subtilis K-
54 was 27 kDa. Optimum temperature for fibrinolytic enzyme of B. subtilis K-54 was 50-70

o

C and optimum pH for pro-
ducing the enzyme of this strain was ranging from 8 to 12. Also, it was found out enzyme activity was completely inhibited
by 1mM PMSF. The result indicated this enzyme was thermo-stable alkaline serine protease with strong fibrinolytic activ-
ity. The wool and silk were treated with protease of B. subtilis K-54. As a result, the property of dyeing of wool fabrics
was increased. By the increasing of treatment time became smoothened. But the ch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were
not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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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rotease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생산하는 유용한 효소로,

구조와 작용 기전의 유사성 등으로 나눈다. Bacillus subtilis가

분비하는 세포외 protease는 7종류로 모두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 효소 생산 유전자는 chromosome상의 위치가 조

금씩 다르다. 이중 5종류는 serine 잔기를 분해 할 수 있는

serine protease 계열이며, 나머지 2종류는 metalloprotease이다.

이중 Bacillus sp.가 분비하는 serine protease는 neutral

protease와 alkaline protease (subtilisin) 두 종류가 알려져 있

다. 이들 효소는 다양한 기질에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단

백질을 분해하는데 사용하며, 최근에는 fibrin을 강력히 분해하

는 혈전용해효소의 성질도 밝혀졌다(Bruckner et al., 1990). 

양모섬유는 화학적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

피질부는 균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화학약품에 대한 반

응성이 큰 오르토층과 반응성이 약한 파라층의 두 성분구조로

되어 양털 섬유가 곱실거리는 원인이 된다. 품질은 크림프, 굵

기, 길이, 탄력성, 광택, 빛깔 등에 의해 결정된다. 양모는 케라

틴 단백질의 열린 구조 때문에 염료의 흡착이 용이하다고 알려

져 있다(심현주·이화선, 2002).

견섬유는 세리신과 피브로인으로 구분되는데 세리신이 피브

로인을 감싸고 있다. 세리신은 견교, 실크글루라고도 하는데, 누

에고치 섬유는 2가닥의 피브로인을 3층으로 된 세리신이 덮고

있다. 생사의 거칠고 딱딱한 느낌은 세리신이 부착되어 있기 때

문인데, 정련하면 세리신이 녹아 없어져서 견사 특유의 감촉이

느껴진다. 피브로인은 경단백질의 일종으로 특히 글리신과 알

라닌이 전체성분의 약 75%를 차지하며, 그 외 티로신이나 세

린 등의 17종류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김노수·신태도,

1984). 정련된 견사는 거의가 피브로인 섬유만으로 이루워져 있

는데, 누에고치에서 빼낸 그대로의 생사는 2가닥의 피브로인

섬유에 세리신이 덮혀 굳혀진 상태이다. 생사를 열탕으로 15시

간 정도 끓이면 세리신의 대부분이 녹아 나와 피브로인만이 남

는다. 또 묽은 알칼리성 용액으로 처리하면 세리신은 용해되지

만 피브로인은 용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련에 응용되고 있는

데 실제로는 비누액이 사용된다. 또한 세리신은 물, 묽은 산,

묽은 알칼리 등에 용해되지 않고 브롬화리튬, 염화칼슘, 질산칼

슘, 티오시안산, 디클로로아세트산과 같은 수용액에는 용해된다

(김노수·조현태, 1979).

이러한 산, 알칼리에 의한 단백질계 섬유의 정련은 처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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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까다롭고, 섬유의 부분적 파괴 등이 나타나 표면이 거칠고

고품격의 촉감과 섬유 색상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박병기,

1977). 섬유의 개질과 가공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었지만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양모와 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마직물에 대한 셀룰라아제의 처리(김정희·유혜자, 2001),

Bacillus licheniformis의 protease와 lipase로 시험용 백포(KS

K 0905)에 대한 세척력, 사업용 protease와 리파아제를 이용한

면섬유 세척, 셀룰라아제 처리에 의한 면의 개질에 대한 연구

(홍기정·이문철, 1994)등이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국내 청국장에서 혈전용해 활성이 매우 뛰

어난 Bacillus subtilis K-54를 분리하여 혈전용해 활성

(fibrinolytic activity)을 실험하였다(유천권 외, 1998). 이러한

혈전용해효소는 일반적으로 protease로서의 기능도 매우 뛰어

나다. 본 논문에서는 단백질계 섬유 중 양모와 견 섬유에 혈전

용해성 효소를 처리하여 섬유의 재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단백

질계 양모와 견섬유에 효소처리를 하여 염색시 염착량을 높여

선명한 색상을 얻는 동시에 오구를 제거하여 촉감이 부드럽고

뛰어난 섬유를 얻고자 실험하였으며, 섬유의 품질개선을 확인

하기 위하여 염색성, 모듈러스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시험균주

강력한 혈전용해효소를 국내 청국장으로부터 분리한 Bacillus

subtilis K-54를 사용하였다(유천권 외, 1998). 탈지분유가 1%

들어있는 LB agar를 제조한 후 균을 배양하였다. 효소의 최적

pH는 pH 10이고, 65
o
C에서 최고의 활성을 보였다. 균주의 보

관은 skim milk가 1% 함유된 LB agar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2.2. 양모섬유와 견섬유

시료로 사용한 양모섬유와 견섬유는 KS K 0905 염색 견뢰

도 시험용 직물을 사용하였다.

2.3. 조효소액의 제조

조효소액의 제조는 효소생산배지와 pH가 동일한 pH 10의

Na2CO3-Na2HPO4 buffer로 희석하고, 침전되지 않은 저분자의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10,000×g에서 원심분리하고, 그 상

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2.4. 효소활성의 측정

단백질 분해효소의 역가는 casein의 분해정도를 H. Onishi법

으로 조사하였다. 조효소액 0.2 mL에 기질(0.6 % casein in

50 mM Na2HPO4-NaOH buffer, pH 10) 1 mL을 첨가하여

65
o
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15% TCA solution을 가하고 37

o
C에서 15분간 반응을 중지시켜,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하였다.

여과액 0.5 mL에 0.55M Na2CO3 2.5 mL과 3배 희석된

phenol reagent 0.5 mL을 순서대로 첨가하여 37
o
C에서 30분간

발색을 안정시킨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66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rotease의 1 unit는 1분 동안

tyrosin 1 ug을 생성하는 효소량으로 하였다.

 

2.5. 단백질의 농도 측정

Bovine serum albumin(sigma Chem. Co.)을 표준시료로 하

여 Bradford method 방법(Bradford, 1976)으로 측정하였으며,

단백질의 농도는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90 nm에서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6. 양모와 견섬유의 조효소액 반응 

Na2CO3-Na2HPO4 buffer pH 10으로 희석된 조효소액이 양

모와 견섬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효소의 활성이

있는 시험군과 효소를 가열하여(121
o
C, 20분) 효소의 활성을

실활시킨 효소액을 처리한 대조군을 사용하였다. 각각 50 mL

의 conical tube에 40mL 씩 효소액을 넣고 밀봉 후 130

strokes/min, 50
o
C에서 반응 시키며, 3시간, 6시간, 9시간, 24시

간, 48시간 마다 sample를 꺼내어 양모와 견섬유의 상태를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2.7. 광학현미경 관찰법

양모와 견섬유를 3시간, 6시간, 9시간, 24시간, 48시간 마다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이 있는 시험군과 실활시킨 것을 처리한

대조군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양모와 견섬유의 직물에서

단사(Single yarn)를 뽑아 slide제작하여, 양모는 100배로 견은

200배로 관찰하였다.

 

2.8.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에 의한 표면 관찰

주사전자현미경(Akasi Alpha 25A)으로 단사시료의 표면을

1500배로 관찰하였다. 

 

2.9. 직물의 모듈러스 실험

모듈러스는 인장강도 시험기(Instron, model no.4468)를 사용

하여,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이 있는 시험군과 실활시킨 것을

처리한 대조군 시료의 경사부분을 래블스트립법에 의해 30 cm/

min의 인장속도로 5회 측정한 후 평균하였다. KS K 0520에

규정된 시험법을 이용하였다(김영리·유효선, 1994).

2.10. 염색방법 

염색은 증류수 200 mL에 염료 1 g으로 욕비 1:50으로 준비

하였다. 양모섬유는 Syrozol N/B SHF-BP Blue 222의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였고, 견섬유는 C. I. Reactive B-171의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였다. 60
o
C에서 30분 동안 염색한 후 수세, 건조

하여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이 있는 시험군과 실활시킨 것을

처리한 대조군처리시료의 염색성을 비교하였다(박병기 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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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K/S 값의 측정

색차계(Color-Eye 3100, Macbeth Inc)로 최대 흡광(λmax =

502 nm)에서 Kubelka-Munk식에 의해 피염물의 K/S(염착농도)

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K : 염색물의 흡수계수

       S : 염색물의 산란계수

       R : 분광반사율

3. 결과 및 고찰

3.1. 효소 처리한 양모섬유와 견섬유의 광학현미경 관찰

유 등은 국내 청국장으로부터 강력한 혈전용해효소 활성을

갖는 Bacillus subtilis K-54를 분리하였다(유천권 외, 1998).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능도 뛰어나므로 양모와 견의 생사에 처

리하므로 오구를 제거하고, 뛰어난 정련의 효과를 가져 올 것

으로 생각하여 섬유에 혈전용해효소를 처리하였다. 양모와 견

섬유를 관찰한 결과는 Fig. 1및 Fig. 2와 같았다. Fig. 1과

Fig. 2를 보면 양모 섬유에 거친 스케일와 오구가 그대로 나타

나있고 견섬유에서도 거칠고 딱딱한 세리신이 붙어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

Bacillus subtilis K-54가 생산하는 혈전용해효소를 양모와 견

섬유에 3시간, 9시간, 24시간, 48시간을 처리한 후 각 시료의

단사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반응시간 증가에 따라 혈

전용해효소를 처리한 시험군들이 효소를 실활시켜 처리한 대조

군들보다 반응시간에 따라 점점 단사가 가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은 양모섬유를 48시간 효소를 처리한 양모섬유

의 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양모의 경우, 혈전용해효소를 처리한

시험군이 실활시킨 효소를 처리한 대조군보다 단사가 상당히

매끄러워진 것을 볼 수 있다. 케라틴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원료를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유기 용매로 처리

한 다음 protease를 가하면, 케라틴은 그대로 남고 다른 단백질

오구가 제거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척력 시험에서

단백질 오구의 세척 효과를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이정숙·심윤정, 1993). Fig. 3을 보면 혈전용해효소는 양

모섬유에 대해 뛰어난 오구 제거능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48시간 효소 처리한 견섬유의 광학 현미경 사진이

다. 사진에서는 견섬유가 혈전용해효소 처리로 매끄럽게 처리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Bacillus의 serine protease가 견의 오

구제거는 물론 세리신을 분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Doe et

al., 1974).

3.2. 효소처리한 섬유의 SEM관찰

Bacillus subtilis K-54가 생산하는 혈전용해효소에 의한 세리

신 제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으로 표면관찰을 해 보

았다. 그 결과 양모섬유의 경우 혈전용해효소를 처리하는 시간

이 길어질수록 양모시료의 스케일과 오구가 제거되어 깨끗한

K S⁄
1 R–( )

2

2R
--------------------=

Fig. 1. Microscopic photogram of raw wool.

Fig. 2. Microscopic photogram of raw silk.

Fig. 3. Microscopic photogram of the wool incubated for 48h.

Fig. 4. Microscopic photogram of the silk incubated for 4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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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는 양모 섬유에 protease를

48시간 처리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사진이다. 표면에 붙어 있던

오구가 제거 되어 매끄러운 상태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는 견 섬유에 protease를 48시간 처리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사진이다. 이와 같이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48시간 혈전용해효소

를 처리한 결과 오구들이 거의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3. 효소처리한 양모섬유의 모듈러스 변화

Fig. 7은 Bacillus subtilis K-54가 생산하는 혈전용해효소를

처리한 양모섬유의 효소처리 시간별 모듈러스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듈러스 변화로 섬유의 물성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양

모 섬유는 효소처리 시간에 따라 모듈러스가 다소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양모섬유가 효소의 처리시간이 증가하면서

양모섬유의 단백질이 분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Doe et

al., 1974). 약한 모듈러스 변화는 섬유의 물성을 저하하지 않으

며 오히려 부드러운 촉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된다.

 

3.4. 효소처리한 견섬유의 모듈러스 변화

혈전용해효소의 활성 여부에 따라 견을 시간별로 침지시킨

결과 견섬유의 경우 모듈러스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Fig. 8).

견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중에서 피브로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7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poly-peptide쇄로 되어있

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glycine과 alanine은 치환기 중 그

크기가 제일 작아서 이것들로 이루어진 쇄는 인접하는 쇄와의

거리가 극히 짧아서 인접하는 쇄 사이에 수소결합이 매우 용이

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은 많은 부분이 anti-parallel plated

sheet 형태를 이루어 결정성을 갖게 된다. 효소는 이들 쇄의 결

정성으로 양모에 비해 분해가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면

alanine과 glycine 치환기로 이루어진 쇄라 하더라도 결정성을

갖지 못한 sequence chain은 어떤 영향으로 기존의 잔류 수소

Fig. 5.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m of the wool incubated for 48h.

Fig. 6.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m of the silk incubated for 48h.

Fig. 7. Modulus of wool treatments with active protease and deactivated

protease. 



Bacillus subtilis K-54의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에 의한 양모와 견의 품질개선효과 243

결합이 끊어지거나 움직이게 되면 인접하는 >C=O와 -NH- 사

이에서 주로 수소결합이 재형성되어 결정성을 가지는 형태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김노수·전제홍, 1982).

3.5. 효소처리 시간에 따른 양모섬유의 K/S 변화

효소처리 시간에 따른 K/S에 의한 염착량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Bacillus subtilis K-54를 양모섬유에 시간별로 침지

시켜 수세 건조한 뒤 염색하였다. 양모섬유의 K/S값은 Fig. 9

와 같다. K/S값을 보면, 대조군에 비하여 혈전용해효소를 처리

한 시험군의 염착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처리 시간이 길수

록 염착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8시간 반응에서는 효소처리한 섬유의 K/S값이 4.6으로 효소처

리하지 않은 양모섬유의 K/S값 3.9에 비해 염착량이 증가하였

다. 이것은 양모의 스케일을 제거하면 염착속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윤남식·임용진, 1994), 양모 성

분 중에 세린기를 함유하고 있어(박병기·김찬영, 2001), 효소

처리로 세린기가 끊어져 염착이 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

모 내부로의 염료의 확산 경로는 염료분자가 표면의 큐티클층

을 통과하여 확산되는 방법과 큐티클막 사이의 CMC(cell

membrane complex, 세포막 복합체)를 통해 확산되는 방법 등

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후자의 CMC를 통한 확산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양모의 혈전용해효소에 의한 염착량의 증가는 효소처

리에 의해 CMC층의 부분적인 분해 외에도 섬유내부의 세린기

를 절단하여 비결정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아민 잔기의 양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윤남식·임용진, 1994). 효소반

응 48시간 반응에서 Bacillus sp. SJ-121는 protease처리에서

양모 K/S값에 비해(Kim et al., 2005), K-54 혈전용해효소는

K/S값이 더 높았다. 따라서 K-54 혈전용해효소는 Bacillus sp.

SJ-121가 생산하는 protease보다 양모 분해능이 매우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3.6. 효소처리 시간에 따른 견섬유의 K/S변화

Bacillus subtilis K-54가 생산하는 혈전용해효소 처리시간에

따른 K/S에 의한 염착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K-54가

생산하는 혈전용해효소를 견포에 시간별로 침지시켜 수세 건조

한 뒤 염색하였다. K/S값은 Fig. 10과 같다. K/S 염착량은 시

험군과 대조군 견섬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48시간 효소반응시 시험군의 K/S값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Bacillus subtilis K-54가 생산하는 혈전용해효소의 공격에 의하

여 이완된 표면에 상대적으로 염료와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하면서 염색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Bacillus subtilis K-54가 생성하는 혈전용해효소가 양

모에는 강력한 분해능을 보이나, 견에는 오구를 제거하는 정도

외에는 세리신을 분해하는 능력이 양모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혈전을 용해시키는 K-54의 혈전용해효

소의 성질로 보아 혈전구조는 견보다는 양모의 구조에 더 가까

운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국내 청국장으로부터 분리한 Bacillus subtilis K-54의 강력한

혈전용해효소를 단백질계 양모섬유와 견섬유에 처리하여 표면

의 관찰, 모듈러스, 염색성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혈전용해효소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견

과 양모의 표면의 오구가 제거되어 매끄러워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양모는 표면에 붙어있던 단백

Fig. 8. Modulus of silk treated with the protease and inactivate protease

as a control.

Fig. 9. Relationship between hours and K/S values of wool fabrics.

Fig. 10. Relationship between hours and K/S values of silk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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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성분의 오구가 제거되어 깨끗하게 되었고, 스케일이 제거되

어 매끄럽게 된 표면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양모와 견섬유에

효소처리한 시험군과 실활시킨 효소를 처리한 대조군을 비교할

때 물성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양모섬유에서 혈전용

해효소를 처리한 것의 K/S값이 4.6으로 나타나 처리하지 않은

섬유의 K/S값 3.9보다 높았다. 따라서 Bacillus subtilis K-54

의 혈전용해효소를 처리하였을 때, 양모와 견의 스케일과 오구

제거 능력을 나타냈으며 표면개질에 따른 염색성이 향상된 것

을 알 수 있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6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

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참고문헌

김노수·신태도 (1984) 반응성 염료에 의한 견날염에 관한 연구. 한

국섬유공학회지, 21(3), 134-143. 

김노수·전제홍 (1982) 견섬유의 물리적 구조변동의 균염성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19(3), 181-190.

김노수·조현태 (1979) PH가 견 피브로인에 대한 모노클로로트리아

진 반응 염료의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섬유공학회지, 16(1),

14-24.

김정희·유혜자 (2001) 마직물의 셀룰라아제 효소처리에 의한 유연

가공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4), 367-372.

박병기 (1977) 생견의 비누정련과 효소정련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섬

유공학회지, 17(2), 94-99. 

박병기·김찬영 (2001) “섬유공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서울,

pp78-83.

박병기·김우진·허영우 (1980) C.I Reactive Orange 16에 의한 견

직물염색. 한국섬유공학회지, 17(2), 11-21.

심현주·이화선 (2002) 구성사의 번수에 따른 면직물의 수세 및 효

소가공 후의 역학적 성질의 변화. 한국섬유공학회지, 39(3), 362-

368.

유천권·서원상·이철수·강상모 (1998) 청국장에서 분리한 Bacillus

subtilis K-54이 분리하는 혈전용해효소의 정제 및 특성. 산업미

생물학회지, 26(6), 507-514. 

윤남식·임용진 (1994) 양모섬유의 저온플라스마 및 효소처리.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yers and Finishers, 6(4),

27-33. 

이정숙·심윤정 (1993) 단백질 분해 효소가 세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7(3), 491-505. 

홍기정·이문철 (1994) 셀룰라아제 처리에 의한 면의 개질(2) -인장

강도변화 및 염색성-. 한국섬유공학회지, 31(4), 277-285.

Bruckner R., Shoseyov O. and Doi R.H. (1990) Multiple active forms

of a novel serine protease from B. subtilis. Mol. Gen. Genet., 221,

486-490.

Bradford M.M. (1976) A rapid and sensitive method for the

quantitation of ug proteins. Anal. Biochem., 72, 248-251. 

Doe E., Otsuru C. and Matoba T. (1974) Carboxypeptidase in

cmmercial bromelain powder -Partial purification and some

properties of pineapple carboxypeptidase-. J. Biochem., 75(5),

1063-1071.

Kim S.J., Cha M.K., Oh E.T., Kang S.M., So J.S. and Kwon Y.J.

(2005) Use of protease produced by Bacillus sp. SJ-121 for

improvement of dyeing quality in wool and silk. Biotechnol.

Bioprocess Eng., 10(3), 186-191.

(2006년 3월 20일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