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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monas sp.로부터 알칼리내성 amylase의 정제 및 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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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lkali-resistant Amylases from 
Pseudomonas sp. 

Jeong-Eun Lee and Deok-Young Jh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wo extracellular amylase isozymes were purified and characterized from alkalophilic Pseudomonas sp. KFCC
10818 for the production of maltooligosaccharides. The molecular weights of the homogeneous proteins were 50 kDa and
75 kDa, respectively. The 50 and 75 kDa amylases showed optimum temperatures at 35 and 40oC, respectively. The
optimum pH of the enzymes ranged from pH 6-8, and the enzymes were resistant to an alkaline condition of pH 12. Via
the enzyme's actions, the final products from maltooligosaccharides or soluble starch were maltose and maltotriose.
Calcium was a potent activator of the 50 kDa amylase. Finally, the N-terminal amino acid sequences of the 50 and 75
kDa amylases were QTVPKTTFV and DTVPGNAFQ, respectively.

Key words: amylase, purification, N-terminal sequencing, Pseudomonas sp. 

서 론 

Amylase는 전분 가수분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서 그 분해
산물은 올리고당의 혼합물이다. 이 효소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1-4). 서로 다른 분자
량이나 최적 pH, 최적 온도를 달리한 수많은 종류의 amylase가
알려져 있다(1). 식품공업에 있어서 amylase의 주요한 작용은 전
분의 당화와 액화로서, 이 효소는 제과, 제빵 산업 뿐 아니라 의
료, 분석화학, 섬유, 양조, 세제, 및 제약 산업 등에서도 널리 사
용되고 있다(5,6). 특히 대부분의 maltose 생산 amylase가 pH 7
이하의 조건에서 최적 활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pH 8 이상에
서 안정하여 효소활성을 나타내는 amylase는 높은 pH 조건에서
의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식품산업에 응용 잠재력을 갖고 있다(7).
따라서 그동안 호알칼리성 amylase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져 왔으며 특히 Bacillus에 대한 연구가 많다(8-14). 우리는 호
알칼리성 Pseudomonas sp. KFCC 10818로부터 알칼리내성
amylas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바 4 종류의 amylase 유전자
를 클로닝하였고 이를 대장균에 유전자 조작하여 발현시킨 바 있
다(15-17). 이들은 α-amylase의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pH 8을 최
적 조건으로 하며 pH 13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는 알칼리내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Pseudomonas 균주에서 amylase 유
전자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자연 상태의 amylase에 대

한 특성은 알려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Pseudomonas가 생산하는 천연적인 알칼리
내성 amylase를 미생물 배양액으로부터 두 종류를 정제하여 생
화학적인 특성을 알아냈기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균주

실험에 사용한 Pseudomonas sp. KFCC 10818은 자연에서 분리
된 것으로서 이전 보고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15-17). 이 균주는
30oC에서 LB배지에 배양하였다. Amylase의 생산을 위해서는 LB
배지에 10%(w/v) 전분과 2%(w/v)의 Na2CO3을 넣은 후 pH 11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시약

Tryptone, yeast extract는 Difco사(Detroit, MI, USA)에서 구입하
였다. Solulbe starch는 Wako사(Osaka, Japan) 제품이고
amylopectin, panose, α-, β-, γ-cyclodextrin, 각종 maltooligo-
saccharide는 Sigma사(St. Louis, MO, USA)제품이었다,  pre-
coated silica plate과 3,5-dinitrosalicylic acid도 Sigma사에서 구입
하였다. 기타의 시약들은 모두 시약급 또는 1급을 사용하였다.

정량

Amylase의 효소활성은 Miller의 방법(18)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액은 1%(w/v) soluble starch 25 μL, 100
mM 인산완충액(pH 7.0) 15 μL, 효소용액을 넣어 최종 부피를 75
μL로 조성하였으며 이것을 37oC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Miller의
3,5-dinitrosalicylic acid 용액 0.15 mL을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 후
5분간 끓이면서 발색하고 즉시 얼음수조에서 냉각하였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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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 0.5 mL로 희석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효소반응산물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효소활성은 효소반응에 의
하여 생성된 당의 환원력을 maltose 표준품의 환원력과 견주어
나타내되 효소활성 1단위(unit)는 1분 동안에 1 μmol의 maltose 생
산을 촉매하는 효소단백질의 양으로 규정하였다. 
단백질의 양은 bovine serum albumin(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을 표준품으로 하여 Lowry의 방법에 따라 측
정하였다(19). 정제된 효소의 경우에는 micro Bradford 법으로 측
정하였는바 즉, Bradford 용액(Bio-Rad, Richmond, CA, USA)
0.15 mL을 0.95 mL의 단백질함유 시료용액에 넣은 후 즉시 교
반 혼합하여 59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0).

효소의 정제

효소 생산용 Pseudomonas 균주를 배지에 접종하여 24시간 진
탕배양한 후 원심분리(10,000 rpm, 40 min)를 통하여 균체를 제
거하였다. 이 배양액을 분자량 30 kDa 미만을 통과시켜 제거하
는 Millipore사(Bedford, MA, USA)의 YM-30 여과막을 이용한 한
외여과 장치로 농축하고 이어서 20 mM phosphate 완충액에 대
하여 투석하였다. 

Whatman DE-52 크로마토그래피- 한외여과를 거친 효소용액
을 20 mM phosphate 완충액(pH 7.0)으로 평형화시킨 Whatman
DE-52 이온교환 컬럼(5 × 15 cm, Whatman Inc., Florham Park,
NJ, USA)에 주입하여 동일 완충액으로 컬럼을 세척한 후 NaCl
의 농도를 1 M까지 증가시키면서 컬럼에 부착된 단백질을 용출
시켰다. 각 분획에 대하여 효소활성을 측정한 후 활성이 있는 분
획을 모아 투석 및 농축하였다.

DEAE HPLC- 효소를 더욱 정제하기 위하여 DEAE-5pw 컬럼
(0.8 × 7.5 cm, TosoHaas, Montgomeryville, PA., USA)을 사용하
여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였다. 이때 유속은 분당 1 mL이었다
. 단백질의 용출은 완충액 중에 NaCl의 농도를 20분 동안에 0.3
M에서 0.9 M까지 증가하여 수행하였다. 

Phenyl HPLC- DEAE 컬럼에서 용출된 효소분획을 모은 용액
에 KCl을 넣어 그 농도가 3 M이 되게 하였다. 이것을 3 M 염
화칼륨이 함유된 phosphate 완충액(pH 7.0)으로 평형화된 phenyl-
5pw 컬럼(0.8 × 7.5 cm, TosoHaas)에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다. 컬럼에 결합된 단백질은 용매중의 KCl의 농도를 10
분 동안에 3 M에서 1.2 M로 낮추고 그 후 25분 동안 0 M까지
직선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용출하였다. Amylase 효소활성을 나타
내는 분획을 모아 20 mM 인산완충액(pH 7.0)에 대하여 투석한
후 heparin-HPLC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Heparin HPLC- heparin-5pw 컬럼(0.8 × 7.5 cm, TosoHaas)을
사용하였다. 컬럼에 주입된 단백질은 NaCl 농도의 직선적인 구
배(0-0.9 M)를 20분간 적용하여 용출시킴으로써 amylase를 정제
하였다.
효소단백질의 정제도는 Laemmli의 방법(21)에 따라 SDS-PAGE
로 확인하였다. 

 

효소학적 특성화

정제된 amylase의 기질특이성에 대한 실험은 용해성 starch,
amylopectin, α-, β-, γ-cyclodextrin, pullulan, panose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효소작용의 최적 pH를 알기 위하여 amylase 활성의 측정에 4
종류의 완충액을 사용하였는 바 pH 3에서 7은 citrate 완충액, pH
6에서 8과 pH 11에서 12는 phosphate 완충액, pH 8에서 9는
borate 완충액, 그리고 pH 11-13은 KCl-NaOH 완충액을 사용하였
다. pH에 대한 효소의 안정성 평가는 4℃로 냉각된 각 pH의 완
충액 중에 효소를 3시간동안 처리한 후 효소활성을 측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최적온도는 효소반응의 온도를 20oC에서 60oC까지 변화시켜
구한 상대적인 효소활성도로부터 찾아냈다. Amylase의 열안정성
은 이 효소를 20-60oC 구간의 특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효소활성도를 측정함으로써 효소의 열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아미노 말단의 아미노산 서열분석

정제된 효소 단백질을 SDS-PAGE를 실시한 후 단백질을
Immobilon-P(Millipore Corp.) membrane에 이동시켜 염색, 세척 및
절단 후 대전의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미노산서열분
석기(Model ABI 476A Prosequencer, Applied Biosystem, Fos-
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서열을 확인하였다. 

Thin-layer chromatography

효소반응 산물인 당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pre-coated silicagel
glass plate를 사용하여 TLC를 실시하였으며 전개용매는
butanol:ethanol:water을 5:3:2(v/v/v)로 사용하였다. 전개 시간은 6
시간이었고 발색은 ethanol:H2SO4을 9:1(v/v)로 혼합 후 전개가 끝
나 건조된 silica gel 판에 분사한 후 120oC에서 탄화하여 확인하
였다. 

결과 및 고찰

Pseudomonas sp.로부터 amylase의 정제

Pseudomonas sp. KFCC 10818을 10%(w/v) 전분함유 LB 배지
(pH 11)에 접종, 배양하면서 배양액중의 효소활성이 가장 높은
24시간 배양액을 원심분리하여 미생물 세포를 제거한 후 여러 단
계로 진행되는 amylase 정제용 최초 시료로 사용하였다. 모든 정
제과정을 요약한 내용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외여과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 아니라 활성효소가 40%
가까이 손실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정제도를 4.8배로 높일
수 있었고 이어지는 column chromatography에 적절한 시료를 제
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람직한 과정이었다. 

Whatman DE-52 column chromatography는 정제도를 획기적으
로 높인 단계였다. Fig. 1에서와 같이 amylase가 DE-52 이온교환
수지에 단단히 결합함으로써 amylase 이외의 단백질을 다량 제
거할 수 있었다. Amylase는 NaCl 농도 0.4 M 부근의 용액 중으
로 용출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amylase의 수율이 크게 낮아
졌는데 이는 활성부위의 수집범위를 좁게 하여 다음 단계의 정
제도를 높이려 한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DE52에 결합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amylase가 있었다면 이 과정에서 손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DE 52 컬럼에서 수집된 amylase를 더욱 정제하기 위하여 컬
럼을 이용하여 HPLC를 실시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ylase는 두 개의 활성 peak를 나타내며 column으로부터 용출
되었다. 그 중에서 0.3 M 부근에서 먼저 용출된 효소분획을
amylase A, 0.5 M 부근에서 용출된 것을 amylase B로 정하고 각
각을 더욱 정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정제도가 amylase A와 B
가 전단계인 61배에서 각각 70배와 77배로 증가하였으며 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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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합하면 DE-52 컬럼의 5.5%에 비해서 수율(5.1%)에도 큰 변
화는 없었다. 두 amylase 중 B형이 주된 부분을 차지한 바
amylase A는 amylase B에 비하여 단백질의 농도가 약 1/10로 낮
았으며 단백질의 양도 1/16에 불과하였다(Table 1). 

Fig. 2는 amylase A와 B에 대하여 더욱 정제하는 과정으로서
phenyl column과 heparin column을 이용하여 각각 HPLC를 수행
한 결과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ylase B는 phenyl
column을 통하여 정제도가 77배에서 90배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
가하였으며 이는 그림 2에서도 확인되었다.

Pseudomonas가 생산하여 배양액 중으로 분비하는 amylase는 한
외여과, Whatman DE column chromatography, DEAE- 및
phenyl-, heparin-column을 이용한 HPLC의 과정을 거쳐서 SDS-
PAGE상에서 단일한 띠를 나타내 순수하다고 평가되는 형태로 정
제할 수 있었다. 이때 amylase A와 B는 각각 그 분자량이 50
kDa 과 75 kDa으로 계산되었다(Fig. 3). 
이 효소 단백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였다. Amylase A와 B의 서열은 각각
QTVPKTTFV, DTVPGNAFQ로 분석되었다. 이 천연 효소의 N-
말단 아미노산 서열은 amylase A의 경우 이전에 본인들이 동일
한 균주에서 클로닝한 amylase 상동효소 유전자중 amy2(Genbank
accession number; U40056)의 유전자 산물의 N-말단 쪽에 위치한

아미노산의 서열과 같았다. 즉, amy2는 56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
루어진 amylase를 생산하는데 이중 26번째 부위부터 34번까지가
QTVPKTTFV로서 그 서열이 아미노산 분석결과와 정확하게 일

Table 1. Summary of purification of amylases from Pseudomonas sp.

Purification step Volume (mL) Activity (U/mL) Protein (mg/mL) Specific activity (U/mg) Purification Fold Yield (%)

Culture supernatant 1,800 110.0 8.4 111.2 11.0 100
Ultrafiltration 590 118.7 3.2 115.8 14.8 61
Whatman DE-52 9 110.2 1.5 173.5 61.3 5.5

Amylase A
HPLC-DEAE 6 119.3 0.11 184.5 70.4 0.3
HPLC-phenyl 7 116.9 0.07 195.8 79.8 0.27
HPLC -heparin 4 119.0 0.085 105.8 88.2 0.2

Amylase B
HPLC-DEAE 8 107.6 1.16 192.8 77.3 4.8
HPLC-phenyl 7.5 104.0 0.96 108.3 90.3 4.3
HPLC -heparin 9 173.8 0.65 113.5 94.6 3.7

Fig. 1. Ion exchange chromatography of amylase from
Pseudomonas sp. on a conventionl Whatman DE-52 column and
DEAE HPLC column. Flow rates of the two chromatography were
3.75 mL/min and 1 mL/min, respectively.

Fig. 2. HPLC of amylase A and B on consecutive phenyl and
heparin column. A: amylase A, B: amylase B.

Fig. 3. SDS-PAGE of purified extracellular amylases from
Pseudomonas sp. A: amylase A, B: amylase B, S: molecular weight
marker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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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16). 
따라서 amy2의 유전자 산물은 Pseudomonas에서 합성되어 분
비되면서 N-말단 부위 중에 2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신호펩
타이드가 절단되어 나머지 단백질 부분이 세포 밖으로 분비될 것
으로 생각되며 이로써 N 말단의 25개의 아미노산을 신호펩타이
드로 추정한 이전의 보고(16)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Amylase B의 경우는 현재까지 클로닝된 amylase 상동효소 유
전자들과 비교할 때 일치된 아미노산 서열을 찾을 수 없었으나
분자량만으로 견주어 볼 때 amy4(Genbank accession number;
AF333075)의 유전자 산물과 가장 유사하였다(17). 따라서
Pseudomonas sp. KFCC 10818에서는 4개의 유전자가 클로닝되었
지만 실제로 다량 발현되는 효소는 2 종류로 생각된다. 다른 2
종류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거나 세포내에 존재
하여 세포 밖으로 분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Kato 등(26)은
Pseudomonas sp. MSI로부터 세포내 amylase를 정제하였으며
Streptococcus bovis와 S. salivarius, S. mutans, Bacillus subtilis,
및 Thermotoga maritima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27-30). 

Amylase의 특성

이 효소의 최적 작용 온도를 조사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
다. Amylase B가 A에 비하여 좀더 고온에서 활성을 나타내고 있
으며 최적온도는 amylase A와 B가 각각 35, 40oC인 것으로 판단
된다. Amylase중에는 칼슘이온이 열안정성에 대단히 중요한 작
용을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다(22).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mylase
A 또는 B의 효소 반응액에 칼슘이온은 0.5 mM이 되게 첨가하
고 효소활성도를 측정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ylase
A와 B는 칼슘이온에 의하여 각각 최적 온도가 40oC와 50oC로 증
가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amylase A의 경우에는 효소활성도도
2배로 증가시며 효소를 활성화시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amylase
A와 B는 서로 다른 효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Amylase A와 B를 4oC에서 60oC의 온도에 1시간동안 방치한
후 효소의 표준조건에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이 효소는 30o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는 쉽게 불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칼슘의 존재 시에는 40oC
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음을 나타내어 칼슘이 두 효소 모두에 대
하여 열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제된 amylase A와 B에 대한 pH의 영향을 확인하였다(Fig.

5). Amylase A의 최적 pH는 6-8 정도로 나타났으며 pH 9에서도
약 50%의 활성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이 효소에 대한 pH 안정
성은 pH 10의 조건에서 3시간을 두어도 100%의 활성을 나타내
었다. pH 11에서는 amylase A와 B가 각각 80%와 100% 이상의
효소활성을 나타내었으나 pH 12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실제로
이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배지가 pH 11이었으므로 이 효소는 pH
11에서 적어도 24시간 가까이 효소활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Amylase A와 B는 pH 5 이하의 산성용액에서는 효
소활성이나 안정성 모두에 있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Amylase는 전분을 분해하여 올리고당의 혼합물을 생산한다.
Amylase A와 B가 전분을 분해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분을 비롯하여 여러 올리고당에 대한 가수분해 양상을 살펴보았
다. 이 효소는 용해성 전분이나 아밀로펙틴에 대하여는 가수분해
를 촉진하였지만 panose, pullulan, 각종 cyclodextrin에 대하여는
작용하지 않았다(data not shown). 따라서 이들 효소는 pullulanse
나 isoamylase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효소가
maltooligo-saccharide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전분을 비롯하여 각종 maltooligosaccharide를 기질로 하여 효소반
응을 수행하였다. 분해 양상은 두 amylase가 유사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효소는 maltose(G2)나 maltotriose
(G3)를 더 이상 분해하거나 합성에 사용하지 않았다. G4는 G2와
함께 소량의 G3로 분해되었으며 G5는 G2와 G3로, G6와 G7에
서는 G2와 G3를 생산하였지만 G2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 생
산하였다. 또한 용해성전분으로부터도 G2와 G3만을 생성하였는
바 G3에 비하여 G2를 더 많은 mol수로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이 효소는 전분이나 maltooligosaccharide의 비환원
말단으로부터 G2또는 G3씩 가수분해하되 G2를 더 잘 생산하는
maltogenic α-amylas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호열성 Geobacillus 속, Lactobacillus 속, Bacillus 속 등의
미생물로부터 maltogenic amylase에 대한 정제 및 특성이 보고되
었다(10,23-25). 이들 중 Bacillus sp. WPD616와 Lactobacillus

gasseri의 amylase는 최적 pH가 각각 pH 6과 pH 5이고 최적온도
는 각각 50oC와 55oC이다. 또 Bacillus thermoalkalophilus ET2와
Geobacillus thermoleovorans에서 정제된 amylase는 최적온도와 최
적 pH가 각각 70oC, pH 8과 100oC pH 8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Fig. 4.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relative or remaining
activities of amylase A or B. A: amylase A, B: amylase B, +Ca2+

(right panels): amylase activity profiles in the presence of 0.5 mM
calcium ion.

Fig. 5. Effect of pH on the relative or remaining activities of
amylase A or B. A: amylase A, B: amylase B, circle: citrate buffer,
rectangle: phosphate buffer, triangle: borate buffer, diamond: KCl-
NaOH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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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제된 Pseudomonas 속 amylase는 최적온도와 최적
pH가 각각 35-40oC, pH 6-8로서 이들 효소들과 비교할 때 최적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적 pH는 중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효소는 약 알칼리조건의 낮은 온도에서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식품의 제조공정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두 개의 amylase를 호알칼리성 Pseudomonas sp. KFCC 10818
의 배양액으로부터 정제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정제된 효소
의 분자량은 각각 50 kDa과 75 kDa이었다. 이 효소들의 최적반
응온도는 각각 35oC와 40oC였으며 50 kDa의 효소는 칼슘이온에
의하여 효소활성이 두 배로 촉진되었다. 이 두 효소는 최적 pH
가 6-8 부근이었으며 pH 12의 조건에서도 효소활성을 유지하는
알칼리내성을 나타냈다. Maltooligosaccharide이나 soluble starch로
부터 maltose와 maltotriose를 최종 효소반응산물로 생산하였다. 두
amylase는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이 각각 QTVPKTTFV와
DTVPGNAFQ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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