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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명․환경 부문

부종요소 단백질의 정제  특성분석 연구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Anthrax Edema Factor

 김 유 진*

Yugene Kim

Abstract

  Edema factor(EF) is a portion of anthrax toxin which produces edema when combined with protective antigen. 
This paper describes about technique for cloning, expression, purification and activity test of EF. Using the E. coli
expression system, we could make recombinant EF protein although it's origin is Bacillus anthracis. And also we 
could culture massively and purify highly pure protein. Finally we confirm a enzyme activity of purified EF to 
increase intracellular cAMP level. Through establishing this technique, it can be possible to research about EF in 
depth and apply to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many other protein in biology.

Keywords : Anthrax(탄 , 탄 균), EF(Edema Factor, 부종요소)

1. 서 론

  숙주가 탄 균(B. anthracis)에 감염되면 탄 균이 분

비하는 두 가지 독소로 인해 세포가 죽고 결국에는 생

명체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 탄 균은 독립 으로 자

가 증식이 가능한 두 가지 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을 각각 pXO1과 pXO2라 부른다. 이 라스

미드들이 두 가지 결정 인 병원성요소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탄 균은 독성을 가지게 된다. 184kb
의 라스미드 pXO1은 독소를 분비하는데 필요한 유

자를 암호화하고, 90kb의 라스미드인 pXO2는 식

작용(pagocytosis)을 방해하는 poly-γ-D-glutamic acid의 

균일 합체(homopolymer)로 이루어진 캡슐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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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유 자를 암호화한다. 탄 균이 완 한 병

원성을 갖기 해서는 항식작용을 하는 캡슐과 탄

균이 분비하는 독소,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탄

균에서 생한 변종 에 둘  하나의 라스미드가 

없는 경우, 독성을 잃어버리거나 병원성을 잃어버린

다. 이것은 실험결과 동물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 보고되고 있다.

Fig. 1. Genetic map of X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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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를 가지는 라스미드 pXO1는 보호항원(PA), 
치사요소(LF), 부종요소(EF)등 구조 인 유 자(PA는 

pagA, EF는 cya, LF는 lef)들 뿐 아니라 조  유 자를 

암호화한다(Fig. 1).
  세 가지 독소를 암호화하는 유 자는 이미 클로닝되

었고
[1～3], 염기서열이 밝 지고[4,5], 각 단백질의 3차원 

구조도 밝 졌다
[6～10]. 독소는 실제로 세 가지 단백질

로 구성되어 있고, 이  조합으로 시 지 효과를 나타

내며 작용한다. 이런 독소들은 단순히 A-B 구조로 세

포와 상호작용하는 많은 다른 박테리아 독소와는 다

르다. 왜냐하면 세포와 결합하고 있는 결합 서 유닛

(subunit)을 포함하여 세포의 수용체를 매개로 한 결합

이 일어난 뒤, 세포 표면에 있는 활성화된 독소가 조

립되기 때문이다(Fig. 2).

Fig. 2. Mechanism of Anthrax toxin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와 유사한 독소로는 C. 
perfringens의 iota 독소, C. botulinum의 C2 독소, C. 
difficile 독소등이 있다. 이런 탄 독소 성분은 개별

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독성을 띄지 않고, 생체 내(in 
vivo)에서 혹은 한 세포에 세 독소가 조합되었을 

때에만 독성을 가진다. 보호항원(PA)은 일반 인 세포 

결합 단백질(B 성분)로 부종요소(EF) 는 치사요소

(LF)(A 성분)와 각각 상호작용한다. 부종요소(EF)와 치

사요소(LF)의 발 을 차단한 돌연변이 변종을 이용하

여 실험해보면 치사 감염에는 치사독소(lethal toxin, 
LeTx)가 필수 이며, 피부 부종은 부종독소(EdTx : 
Edema Toxin)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생명에 치명 인 험을 주는 치사독소(LeTx)의 구

성분인 보호항원(PA)과 치사요소(LF)에 한 연구는 

이미 여러 가지 보고에서 행해지고 있다. 최 에 클로

닝을 한 시기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한 시기 모두 치사

독소(LeTx)에 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는 부종독소(EdTx)에 한 연구 한 필요시 되고 있

고, 부종요소(EF)를 목표로 하는 백신도 탄 균의 공격

에 해 어느 정도는 방어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11]. 
 치사독소(LeTx) 뿐 아니라 부종독소(EdTx)에 

한 기능  구조  연구도 필요시 되고 있다. 단백질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단백질은 순수하게 

다량으로 정제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탄 독소(anthrax) 의 하나인 부종독소(edema toxin)
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부종요소(edema factor)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시작되어 왔다. 1988년 최 로 부

종요소(EF)를 클로닝하여 장균에서 발 시킨 논문이 

보고되었다
[3,14]. 이 논문에서는 부종요소(EF)를 량 배

양하여 순수분리 정제하지는 않았지만, 라스미드를 

이용하여 장균에서 인 으로 발 할 수 있음을 최

로 보여주었다. 부종요소(EF) 유 자의 발 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는 autoradiograhy와 western blot을 사용

하 다. 그 뒤 다른 방법으로 부종요소(EF) 유 자를 

발 하고 분리정제를 시도를 하 으나 그 양은 미미했

다
[15].

  이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장균에서 재조합 부종

요소(EF)를 발 시켜 2.5mg/L의 단백질을 얻어냈고
[16], 

최근 2004년에는 97%이상의 순도로 2.38g/L의 재조합 

부종요소(EF)를 얻어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
[17].

  이 논문에서 유 자 클로닝 방법을 이용하여 인

으로 장균 내에서 생물학 으로 활성을 가지는 부

종요소 단백질을 과량 발 하는 시스템을 정립하 고, 
순도 높은 부종요소 단백질을 다량 획득하는 방법을 

기술 하 다.

2. 본 론

가. 부종요소(Edema factor)

  보호항원(PA)과 부종요소(EF)가 결합하여 부종 독소

(EdTx : Edema Toxin)로 작용한다. 이것은 생체내(in 
vivo)에서 호 성 백 구(neutrophil)의 기능에 손상을 

주고 수분 항상성에 향을 주어 부종을 일으킨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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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이용한 실험 모델은 부종독소(EdTx)의 활성도를 

연구하기 해 개발되었다. 부종요소(EF)에 민감한 세포

들 에 CHO 세포는 부종독소(EdTx)의 향을 연구하

는데 쓰이는 가장 일반 인 세포이다. 부종요소(EF)는 

8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분비 단백

질들에서도 볼 수 있는 선도 펩티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33개 아미노산 신호 펩티드가 앞머리에 치해 

있다. 이 신호 펩티드가 제거된 후 767개의 아미노산

(89kDa)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숙한 형태(mature form)
(아미노산34번부터)가 칼모듈린(calmodulin) 의존성 아

데닐 이트 싸이클 이즈(adenylate cyclase)로 작용하여 

세포내 ATP를 cAMP로 환한다. 민감한 세포가 부종

요소(EF)에 노출되면 세포질 내 cAMP의 농도가 상승

한다
[12].

  부종요소(EF)는 B.pertusis와 P.aeruginosa의 칼모듈린

(calmodulin) 의존성 adenylate cyclase와 유사하지만 포

유류의 adenylate cyclase와는 유사성을 거의 보이지 않

는다. 부종요소(EF)는 기능 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2개
의 도메인(domain)으로 이루어져 있다. N-말단의 300개
의 아미노산은 보호항원(PA)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하고
[13], C-말단 잔기(residue) (291-767)는 ATP와 결합

하는 부분과 calmodulin과 결합하는 부분 이 게 두 부

분으로 뚜렷이 나뉘어져있다. 부종요소(EF)의 N-말단 

부분은 보호항원(PA)에 결합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치사요소(LF)의 N-말단 부분과 유사성 있는 4개의 부

분을 공유하고 있어 치사요소(LF)와 경쟁한다(Fig. 3). 
ATP과 결합하는 여러 단백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미노산 서열인 Gly-X-X-X-X-Gly-Lys-Ser (X=어떤 아

미노산이든 가능)이 부종요소(EF)에도 존재하며 이 부

분이 ATP 결합부 라 여겨진다. 부종요소(EF) 유 자

의 염기서열을 살펴보면 A+T(71%) 염기가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세포내의 내포낭(endosome)막을 뚫고 

단백질이 통과하기 해서는 pH가 낮아야 한다. 부종

요소(EF)는 보호항원(PA)과 결합할 때에는 pH의 향

을 받지 않지만, 지질 이  막과 상호작용하기 해서

는 pH가 계속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종

요소(EF)는 PA63에 의해서 채 을 통과하여 세포내로 

치를 이동한 뒤에도 막에 결합한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체 밖(in vitro)에서 식세포

(macrophage)에 부종독소(EdTx)를 처리하면 식세포의 

식작용을 방해하고, 피부에 부분 으로 부종독소(EdTx)
를 부종을 일으킨다.

Fig. 3. Fucntional domains of PA, LF and EF

나. 실험재료  방법

1) 부종요소 클로닝

  부종요소(EF) 단백질의 성숙한 형태인 34번 아미노

산부터 C말단인 800번까지의 재조합 부종요소(EF)를 

제작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라이머(primer)를 제

작하 다. T7 로모터(promoter)로 발 하는 pET28a 
(novagen) 벡터를 이용하여 클로닝하기 해 제한효소

(restriction site)는 NdeI/XhoI을 사용하 다. 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방 라이머(forward primer) (EF N34-NdeI)
5’ - CGAATTCCATATGAATGAACATTACACTGAG - 3’
후방 라이머(reverse primer) (EF C800-XhoI)
5’ - CCGCCGCTCGAGTTATTTTTCATCAATAATTTT - 3’

  의 라이머를 이용하여 pXO1의 라스미드를 주

형으로 하여 PCR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얻은 PCR 
산물과 pET28a 단백질 발 용 벡터를 NdeI/XhoI의 제

한효소로 단하고 연결효소(ligase)로 연결하여 재조합 

부종요소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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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종요소 발 (expression) 시험

  한천배지(agar plate)에 자란 콜로니  4개를 5ml 
LB(Kanamycin 최종농도 50ug/ml, 이후 +kan)에 종하

고 음성 조군 콜로니 하나를 같은 방법으로 종한

다. 종한 5ml LB(+kan)를 OD600값이 0.7～0.8 사이가 

될 때까지 37℃ 쉐이킹 인큐베이터(shaking incubator)에
서 배양한다. OD600값이 0.7～0.8 사이에 도달했을 때 

IPTG(최종농도 0.5mM)를 첨가한 뒤, 37℃ 쉐이킹 인큐

베이터에서 4시간 더 배양한다.
  배양이 끝나면 각 시료 5ml  500ul만 e-tube로 옮

기고, 13,000rpm에서 3분동안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은 

깨끗이 제거한다. 남은 펠렛에 50ul 3차 정제수를 첨가

한 뒤, 진동 교반기(vortex)를 이용하여 펠렛을 풀어

다. 여기에 6X SDS sample buffer를 10ul 첨가하고, 끓

는 물에 5분 동안 끓인 다음, 스핀 다운(spin-down)을 

잠시 한 뒤 결과를 확인하기 해서 각 시료 20ul씩 

10% SDS-PAGE gel에서 기 동을 한다.

3) 부종요소 용해도(solubility) 시험

  발 시험에서 발 양이 많은 콜로니를 미리 한천배

지(+kan)에 삼분 도말하여 보 한다. 그  싱  콜로

니를 채취하여 5ml LB(+kan)에 종하고 8시간 배양

한 뒤, 이 배양액 50ul를 50ml LB(+kan)에 종하고 

16시간 배양한다. 배양이 끝나면 4,000rpm, 4℃, 25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은 버리고 펠렛에 histag A buffer 
(20mM sodium phosphate pH7.4, 300mM NaCl) 1.5ml을 

첨가한 뒤 vortex를 이용하여 펠렛을 풀어 다.
  이 용액을 음  처리기(sonicator)로 펄스(pulse) 1.5
분/0.5분으로 1분 처리하고, 1분 얼음에 방치한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한 뒤, 용액이 맑아진 것을 확인하면 

13,000rpm, 4℃,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한다. 원심분리하

기 이 의 샘 을 100ul 정도 보 한 뒤 원심분리한다. 
원심분리  샘 과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각 50ul 씩 

e-tube에 담고, 여기에 6X SDS sample buffer를 10ul 
첨가하고, 끓는 물에 5분 동안 끓인 다음, 스핀 다운

(spin-down)을 잠시 한 뒤 결과를 확인하기 해서 각 

시료 20ul씩 10% SDS-PAGE gel에서 기 동을 한다.

4) 부종요소 량 배양(culture)  정제 

(purification)

가) 부종요소 량배양

  발 시험에서 발 이 잘된 콜로니를 골라내고, 그 

콜로니를 보 해서 용해도 시험을 거치고 량 배양 

한 그 콜로니를 사용한다. 분리된 하나의 콜로니를 

5ml LB(+kan)에 종하여 8시간 배양한 뒤, 이 배양액 

50ul를 50ml LB(+kan)에 종하고 16시간 배양한다. 
량 배양할 LB media를 2L 비한다. 이 때, 각 400ml 
씩 나 어 5개의 2L 라스크에 LB media를 만들어 

놓는다. 50ml LB(+kan) 배양액에서 5ml씩 5개의 400ml 
LB(+kan)에 종한 뒤 OD600값이 0.7～0.8 사이가 될 

때까지 37℃ shacking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한다. OD600

값이 0.7～0.8 사이에 도달했을 때 IPTG(최종농도 0.5 
mM)를 첨가한 뒤, 25℃ 쉐이킹 인큐베이터에서 8시간 

더 배양한다.
  배양이 끝난 배양액을 4,000rpm, 4℃, 25분 원심분

리 후 상층액은 버리고 펠렛에 histag A buffer(20mM 
sodium phosphate pH7.4, 300mM NaCl) 100ml을 첨가

한 뒤 쉐이킹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300rpm으로 펠

렛을 풀어 다. 펠렛이 완 히 풀리면 50ml 튜 에 옮

겨서 -70℃에 보 한다.

나) 부종요소 단백질정제

  1mM PMSF이 존재하는 histag A buffer 환경 하에서 

세포 쇄용 음 기(sonicator)를 사용하여 세포를 

쇄한다. 모든 과정은 4℃를 유지하면서 수행하고 세포

쇄가 끝나고 맑은 용액을 확인한 뒤, 13,000rpm, 4℃,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한다. 원심분리가 끝난 뒤 상층

액만 비커에 옮겨 얼음에 방치한 뒤, 정제할 비를 

한다.
  정제의 첫 단계인 histag(His6) 부착 컬럼(affinity 
column)을 사용하여 컬럼에 부착한 단백질을 용출

(elution)한다. 부종요소의 N말단에 부착되어 있는 histag
을 단하는 효소인 트롬빈(thrombin)을 이용하여 histag
을 단한다. SDS-PAGE를 수행하여 단백질에 연결되

어있는 histag이 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6개의 

히스티딘(histidine, his6)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가시

으로 확인하기가 쉽지않다. 단된 histag과 부종요

소 단백질을 좀 더 확실하게 분리하기 해서 2차 

histag(His6) 부착 컬럼(affinity column)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 과는 반 로 컬럼에 부착하지 않고 흘

러나오는 단백질을 모은다.
  부종요소 단백질의 순도를 높이기 해서 컬럼을 한 

단계 더 거치는데 이것은 단백질과 단백질이 녹아있는 

버퍼환경의 기분해력 차이를 이용한 이온교환컬럼

(ion-exchange column)이다. 부종요소(EF)의 pI값을 계산

한 결과 6.45로 산성을 띄는 단백질로 나타났고 이를 



김 유 진

71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4권 제4호(2011년 8월)

바탕으로 정제 시 사용하는 버퍼의 pH는 8.0으로 결

정했다. 보통 산성 단백질일 경우 양이온 컬럼(cation 
column)을 사용하고, 이때 사용하는 버퍼는 단백질의 

pI값보다 1 정도 높은 버퍼를 사용한다. 반 로 염기성 

단백질의 경우 음이온 컬럼(anion column)을 사용하고, 
이때 사용하는 버퍼는 단백질의 pI값보다 1정도 낮은 

버퍼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선 사용한 뒤 효율을 보고 

column에 단백질이 결합하는 상태를 알아보고 pH값을 

조 하여 효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5) 부종요소 단백질 농축  농도측정

  Cut-off 30kDa인 아미콘 멤 인(amicon membrane)
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농축하고, 래드포드(bradford) 
시약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 다. 농도측정시 표

시료는 BSA 단백질을 사용하 다.

6) 부종요소 단백질 확인

가) 염기서열 확인(sequencing)

  후방 라이머(forward, reverse primer)는 각각 T7 
promoter와 T7 terminator에 결합하는 라이머(primer)를 

사용하여 재조합 부종요소의 염기서열을 확인하 다.

나) Western blotting

  상용화 되어 매되고 있는 rabbit polyclonal anti-EF 
antibody(abcam, ab21267)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수

행하여 정제한 단백질이 부종요소인지 확인하 다.

7) 부종요소(EF) 단백질 활성도 시험(세포내 cAMP 

농도 증가)

가) CHO 세포 배양  시료처리

  CHO 세포에서 부종요소(EF) 단백질을 처리하면 세

포내 cAMP의 농도를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는 실험

이다. CHO 세포는 monolayer 세포로써 바닥에 붙어서 

자라며, 본 실험에서는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분양받

아 사용하 다. 이 세포는 한번 계 할 때 1:4로 이틀

에 한번씩 계 하는데,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세포

를 떼어낸다. 세포배양과 모든 실험에서 사용한 배지

는 F12 nutrient mixture(Hamster) 배지이다.
  날 CHO 세포수를 계산하여 96well plate에 100ul 
부피로 104～106cells/ml cell을 37℃(5% CO2, 95% 습도)
에서 밤새 배양한다. 이때, over-confluent(107cells/ml) 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 날 100ul 부피의 처리물질을 당한 시간동안 

처리한다. 본 실험에서는 최종부피 100ul 안에 각기 다

른 농도의 보호항원(PA), 치사요소(LF), 부종요소(EF)를 

처리하고 2시간동안 배양하 다. 배양이 끝나면 배지

(media)를 빨아들여 제거한다. 키트에서 제공하는 용

해 버퍼(lysis buffer, lysis reagent 1B 200ul/well)로 용

해(lysis) 시킨다. lysis buffer를 넣어  뒤 이트

(plate)를 흔들어 다. 이것은 세포의 용해(lysis)를 

진시키기 한 것인데, 10분 동안 이트 쉐이커

(plate shaker)에서 흔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세포가 용해(lysis) 되었는지 trypan blue를 이용하여 

미경으로 찰한다. 세포의 용해(lysis)과정 후에도 

세포막은 여 히 보일수도 있다. lysis 된 것을 확인한 

세포는 바로 면역반응(immunoassay)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 면역반응(immunoassay)

  흡 도 결과를 정량화하기 해서 12.5～3200fmol 
범 의 표 물질(standard)을 비한다. 키트에서 제공

하는 이트에 blank, standard, sample을 모두 시험할 

수 있는 웰(well)을 세 한다. 순서는 substrate blank(B), 
non-specific binding(NSB), standard(0～3200fmol), 그리고 

sample(S) well 순으로 세 한다. 각각의 standard well
에 각 농도에 맞는 standard와 샘 을 각각 100ul를 넣

는다.
  blank와 NSB를 제외한 모든 well에 이펫으로 

antiserum 100ul를 넣는다. kit에서 제공하는 뚜껑으로 

plate를 덮고, 부드럽게 섞어주고 3～5℃에서 2시간동

안 처리한다. blank를 제외한 모든 well에 이펫으로 

cAMP-peroxidase conjugate 50ul를 넣은 뒤 뚜껑을 덮고 

부드럽게 섞어주고 3～5℃에서 정확히 60분 동안 처

리한다. 모든 well을 흡입하고 세척 버퍼(wash buffer) 
400ul로 세척(washing)을 4번 반복한다. 이 과정  티

슈 페이퍼에 이트를 털어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

한다.
  즉시 모든 well에 enzyme substrate 150ul를 분주한 

뒤, 이트 뚜껑을 우고 이트 쉐이커로 섞어

주면서 정확히 60분 동안 실온(15～30℃)에서 반응시

킨다. 반응이 일어나면 색깔은 푸른색으로 발색이 되

는데, 이것은 630nm에서 흡 도를 잴 수 있다. 그러나 

반응이 끝나는 시 을 정해주는 것이 좋으므로 각 

well에 1.0M sulfuric acid 100ul을 분주하고 잘 섞어줘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30분 이내에 450nm에서 흡 도

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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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토의

1) 부종요소 클로닝, 발 시험  용해도시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부종요소를 단백질 발 벡

터에 클로닝 한 것을 확인하 다. 발  시스템에서 많

이 이용하는 BL21(DE3) strain을 이용하여 형질 환

(transformation)을 수행하 다. pET28a는 T7 promoter를 

가지고 있다. T7 promoter는 E.coli 유래가 아니기 때문

에 여기에 결합하는 리보솜(ribosome)이 E.coli에는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T7 promoter가 E.coli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조작한 strain이 DE3 strain이다. 그래

서, T7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발 시키기 

해서는 DE3가 표시된 E.coli를 사용하여야 한다.
  4개의 콜로니를 골라서 발 시험을 한 결과(Fig. 4)
와 같이 발 양의 차이는 있으니 4개의 콜로니 모두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라는 을 감안했을 때 발 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Fig. 4. Result of EF expression test

  단백질의 용해도는 단백질 자체의 특성에 의해 정

해지긴 하지만, 온도를 낮춰주면 용해도를 높일 가능

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 으로 용해도 시험은 배양 시 

온도를 달리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배양 시 온

도를 낮출수록 배양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 본 시험에

서는 우선 으로 37℃에서 용해도 시험을 실시하고, 
만일 이 온도에서 용해도가 낮을 경우 25℃ 혹은 18℃
로 낮춰서 실험해볼 계획이었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분리 후 상층액에 남

아 있는 밴드가 원심분리 하기  시료의 밴드에 비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 퍼센트를 용해도로 계산하

는 것이다. 그런데 37℃에서도 Fig. 5와 같이 70% 이

상의 용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 

온도보다 더 낮은 25℃에서 8시간 배양하기로 결정하

다.

Fig. 5. Result of EF solubioity test at 37℃

2) 부종요소 정제

  2L를 배양한 세포를 이용하여 Histag 부착컬럼을 이

용하여 정제하 다. Fig. 6과 같이 100mM Imidasole 
washing까지 부종요소(EF) 단백질은 떨어지지 않고 강

하게 결합하고 있어 더 순순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

다. 100～200mM Imidazole 사이에서 추출(elution)되었

으며, 첫 번째 정제에서는 략 50mg 정도의 부종요소

(EF)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림과 같이 기 동 

결과 사진에서도 한번의 정제에서도 고순도의 부종요

소(EF) 단백질을 정제하 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elution한 단백질을 모아서 단효소(thrombin)로 His-tag
을 단하는 과정과 투석과정을 병행하 다.
  투석을 병행하여 단효소(thrombin)를 처리하 다. 
결과를 확인하기 하여 단효소 처리 /후의 단백

질을 기 동을 했지만, 부종요소(EF) 체 단백질 

크기에 비해 tag의 분자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단된 

후에도 으로 단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단하 다. 확신을 갖기 하여, 두 번째 affinity 
column을 거쳤다. 즉, 만일 His-tag 단이 잘 이루어졌

다면 부종요소(EF) 단백질은 컬럼에 결합하지 않고 바

로 떨어져 나올 것이고, 단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tag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컬럼에 결합할 

것이다. 실험결과 부분의 단백질이 컬럼에 결합하지 

않고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여, 단효소(thrombin)로 

단이 제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보통 이온교환컬럼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서 버퍼환

경이 맞지 않거나 컬럼에 결합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희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로딩하는 단백질의 NaCl농도

가 높을 경우 정제과정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종요소(EF) 단백질은 한 환경에서 로딩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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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purification(histag affinity column)

A : Purification profile,  B, C : results of SDS-PAGE

도 문제없이 단백질을 정제할 수 있었다. 200～300mM 
NaCl 사이에서 추출 되었으며, 기 동결과(Fig. 7)와 

같이 순수한 부종요소(EF)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다.

Fig. 7. Results of purification(ion-exchange column)

  농축과정에서 한 pH나 NaCl 농도가 맞지 않을 경

우 단백질들이 응집되어 침 되는 상이 발생한다. 
이 게 되면 더 이상의 농축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종요소(EF) 단백질은 1.6mg/ml 까지 

농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더 이상의 농축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비교  단백질이 안정성이 있는 것

으로 보여져 더 이상의 농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 8).

Fig. 8. Concentrated EF protein

3) 부종요소 단백질 확인

  유 자 염기서열 확인 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자 염기서열 과정에서 한번 확인 가능

한 유 자의 길이는 600bps 정도 된다. 부종요소(EF) 
유 자는 2301bps이므로, 방 라이머(forward)와 후

방 라이머(reverse)를 함께 읽는다고 해도 반정도밖

에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가 으로 처음 유 자 

염기서열을 확인한 마지막 부분에 라이머(primer)를 

다시 제작하여 확인하지 못한 염기서열까지 모두 확인

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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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요소(EF) 단백질의 loading 양을 달리하여 기

동하여 NC membrane에 옮긴 뒤, 상용화하여 매

되고 있는 항 부종요소(anti-EF) 항체(rabbit polyclonal, 
abcam ab21267)를 이용하여 본 실험에서 정제한 부종

요소(EF) 단백질을 확인하 다. Fig. 9와 같이 략 

89kDa의 순수한 밴드를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부종요

소(EF)항체가 인지할 수 있는 부종요소(EF) 단백질을 

제작한 것으로 여기고 다음 단계인 활성도 시험에 들

어갔다.

Fig. 9. Result of western blot

4) 부종요소 활성도 시험

  CHO를 이용하여 보호항원(PA), 치사요소(LF), 부종

요소(EF)를 처리한 뒤, 세포내 cAMP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찰하 다. Table 1과 같이 여러 농도에

서 반응시켰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포내 cAMP 농

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아무 독소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세포내 cAMP의 

농도는 25.4fmol이고 보호항원(PA)만 처리한 경우와 치

사독소(PA+LF)를 처리한 경우 각각 29.5fmol, 28.3fmol
로 음성 조군과 같다. 그러나, 부종요소(EF)만을 처리

한 경우에도 략 2배정도 세포내 cAMP의 농도가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종요소(EF) 하나만으로도 세포내 cAMP 농도를 높

일 수 있지만 부종독소(PA+EF)를 처리하면 1000배 이

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부종

요소(EF)와 치사요소(LF)는 보호항원(PA)과 결합하는 

부분(PABD)에 아주 유사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 으로 보호항원(PA)에 결합한다.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하 다.
  보호항원(PA)의 농도는 항상 1ug/ml로 고정시키고 

부종요소(EF)의 농도를 낮게 처리한 실험과 높게 처리

한 실험을 실시하 다. 여기에 치사요소(LF)의 양을 

 증가시켜보았다. 보호항원(PA) 1ug/ml에 부종요소

(EF) 0.1ug/ml을 처리하고 치사요소(LF)의 양을 0.5～2 
ug/ml 범 에서 처리하 더니 거의 반으로 계속 으

로 세포내 cAMP의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ug/ml로 높은 농도로 부종요소(EF)를 처리해  경우 

치사요소(LF)의 농도를 증가시켜보아도 좀처럼 세포내 

cAMP의 농도를 떨어뜨리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실험들은 치사요소(LF)와 부종요소(EF)를 먼  

섞어  뒤 보호항원(PA)를 처리하 기 때문에 동등한 

환경에서 치사요소와 부종요소가 경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보호항원에 한 결합

력은 치사요소보다 부종요소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이것으로 본 실험에서 정제한 부종요소(EF) 단백

질은 정상 인 활성을 띄는 단백질임을 확인했다.

Table 1. Results of EF activity test

toxin(ug/ml)
cAMP(fmol)

PA LF EF

0 0 0 25.4 

1 0 0 29.5 

0 0 1 43.3 

1 1 0 28.3 

1 0 0.1 3708.9 

1 0.5 0.1 2120.0 

1 1 0.1 1341.4 

1 2 0.1 646.0 

1 0 1 3739.9 

1 0.5 1 3612.0 

1 1 1 3327.1 

1 2 1 3112.0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 anthracis가 아닌 시험방법이 용이

한 E. coli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종요소를 과발 시켜 

생체 외(in vitro)에서 활성도를 가지는 순도높은 부종

요소 단백질을 정제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본 시

험에서 정제한 부종요소 단백질은 이 의 연구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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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사용한 벡터와는 다른 pET28a 벡터를 사용하

여 N-말단에 NdeI 제한효소 사이트를 단하 기 때문

에 N-말단에 부가 으로 붙는 아미노산이 없다. 이것

은 자연에 존재하는 성숙 부종요소(아미노산 34-800)와 

가장 근 하다고 볼 수 있다. 한, 단백질의 순도와 

발 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 농도의 부

종요소 단백질 처리시 세포내 cAMP 농도 증가시키는 

활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 부종요소에 한 연구는 더욱 확 되어 세포내 

ATP를 cAMP로 환하는 활성부 에 결합하는 부종요

소 방해하는 억제제(inhibitor)를 찾아내거나
[19～21] 는 

부종요소의 특정부 에 결합하는 항원결정부(epitope)을 

가지는 항체를 제작하는 등의 연구
[22]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부분의 부종요소 단백질의 연구에서 활성

을 가지는 순도높은 부종요소 단백질을 정제하는 기술

은 가장 필수 으로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 기술한 부

종요소의 발   정제방법은 부종요소 연구에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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