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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le salt hydrolase (BSH, EC 3.5.1.24) activity, which cleaves amide bond between carboxyl group (bile acid) and amino 

group (glycine or taurine), is commonly detected in gut-associated species of human and animal. During the screening of 

BSH active strains from the fecal samples of elderly human volunteers, strain CU30-2 was isolated on the basis of the highly 

active BSH producing activity. A bsh gene of the isolate was cloned into the pET22b expression vector and overexpressed 

in Escherichia coli BL21 (DE3) Gold by induction with 1mM IPTG. The overexpressed BSH enzyme with 6x His-tag was 

purified with apparent homogeneity using a Ni
+
-NTA agarose column and characterized. The BSH enzyme of E. faecalis 

CU30-2 exhibited approximately 50 times higher activity against glycol-conjugated bile salts than tauro-conjugated bile salts 

having the highest activity against glycocholic acid. Considering the prevalence of E. faecalis strains in the human GI tract 

and glycol-conjugates dominated bile acid composition of human bile, further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BSH activity exerted by E. faecalis strains to the host as well as to the BSH produc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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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에서 콜 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 담즙산은 glycine 

는 taurine과 결합이 되어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담즙으로

분비되는 담즙산은 소화장 의 역에서 흡수되거나 회장

하부로부터 재흡수되어 간장으로 돌아오는 간문맥순환계를

통한 장간순환(entero hepatic circulation, EHC)을 하는데, 이

때담즙산의 97%가이경로로재흡수된다(Begley et al., 2006). 

Bile salt hydrolase(BSH,, EC 3.5.1.24)의 작용에 의해 분리된

유리형 담즙산은 물에 한 용해도가 떨어지고 장간순환에

의하여 재흡수되기보다는 주로 분변으로 배출된다(De Smet 

et al., 1994). 체내에는 일정량의 담즙산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변으로 배출된 양 만큼의 담즙산이 생성되어야 하

는데, 이때 담즙산의 구체인 콜 스테롤을 이용하게 되므

로, 장내 미생물의 BSH 활성은 콜 스테롤 수치를 낮

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다(McAuliffe et al., 

2005; Sridevi et al., 2009). 이러한 작용은 BSH라고 하는 담

즙산 가수분해효소가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의 amide 결합

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여 일어난다. 이런 BSH는 장내 균총

인 Bifidobacterium bifidum(Kim et al., 2004), Lactobacillus 

plantarum(McAuliffe et al., 2005), L. acidophilus(Oh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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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o et al., 2006), Enterococcus(Franz et al., 2001; Knarrebog 

et al., 2002), Clostridium perfringens(Gospal-Srivastava and Hylemon, 

1988), Bacteroides fragilis(Stelling and Hylemon, 1976)에서 생

성이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BSH 효소를 만드는 세균 건

강한 성인의 분변에서 분리한 Enterococcus faecalis를 이용

하여 재조합 유 자를 만들어 BSH 효소를 발 시키고, 그

의 특징을 규명하 다.

재료 방법

1. 균주

60 이상노인의 분변에서 Enterococcus faecalis를 de Man- 

Rogosa-Sharpe(MRS) 배지(Difco, USA)를 이용하여 분리하

고, MRS 배지에 각각 2mM GDCA, TDCA(Sigma, USA)를

첨가하여 BSH 활성이 있는 균주를 선발하 다. E. faecalis 

CU30-2 BSH 유 자를과잉발 하기 하여 라스미드와숙

주균으로 각각 pET22b(+)(Novagen, USA)와 E. coli BL21(DE3) 

Gold(NEB, USA)를 사용하 고, 배지는 Luria-Bertani(LB) 배지

(Difco, USA)에 ampicillin (50 μg/mL)(Sigma, USA)을첨가하여

사용하 다. 

2. Design of PCR Primer

CU30-2 균주의 BSH 유 자를증폭하기 해서 E. faecalis 

bsh sequence(GenBank assesion number NP_814299)를 근거하

여 primer를 제작하 다. NdeI(CATATG), XhoI(CTCGAG) 제

한효소 site를 포함시켜 만든 BSH-EF_F(5'-ATTGGCCATATG 

TGTACAGCAATTAC-3')과 BSH-EF_R(5'-GGTTCACTCGAG 

ATTAGCATAGTTAATTTG-3') primer와 HotStarTaq DNA poly-

merase(Qiagen, USA)을 이용하여 PCR로 증폭하 다. BSH 유

자의 증폭은 gradient thermal cycler(Axygen, USA)를 이용

하여 증폭하 으며 PCR 조건은 95℃에서 15분 처리하고 

94℃에서 1분, 50℃에서 45 , 72℃에서 1분간 반응을 30회

반복 후 마지막으로 72℃에서 10분 동안 처리하 다. 

3. E. faecalis에서 BSH Cloning

pGEM-T easy vector(Promega, USA)를이용하여 T/A cloning

을 하 다. Primer에있는제한효소처리후 같은효소로처리

된 pET22b vector를 T4 DNA ligase(Roche, Switzerland)를 이용하

여 ligation하 다. Ligation된 vector를 E. coli JM109(TAKARA, 

Japan)에 transformation 시킨후 ampicillin(50 μg/mL)을첨가한

LB 배지(Difco, USA)를이용하여 37℃의조건에서배양하 다.

재조합되어 생성된 균락을 2mM TDCA가 첨가된 LB 배지

에배양후흰침 이일어나는균체를선발하여 ampicillin (50 

μg/mL)을첨가한 LB 배지에배양하 다. 배양액을 miniprep- 

kit(Qiagen, USA)을 이용하여 plasmid DNA를 추출하 다. 

4. 염기서열 분석

추출한 DNA의염기서열은솔젠트(Solgent Ltd., Korea)에서

분석을 하 고, 염기서열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의 BLAST tool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 다.

5. E. coli에서 BSH 발

BSH gene이 있는 pET22b를 E. coli BL21(DE3) Gold에 형

질 환하여 균체를 생성 후 이를 이용하여 BSH를 과잉 발

하 다. 형질 환체를 Ampicillin(50 μg/mL)이 들어있는

LB 배지가 담겨 있는 baffled flask를 37℃의 조건에서 OD600

이 0.5～1.0이 될 때까지 진탕배양하 다. BSH의 발 을 유

도하기 하여 isoprophylthiogalactopyranoside(IPTG) (TAKARA, 

Japan)의최종농도가 1mM이되도록첨가하 다. 12,000 rpm, 

4℃, 5 min의 조건으로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회수하 다. 

Sonicator(Sonics, USA)를이용하여 pulse on/off(2/10), 1 min, 58% 

amplitude의 조건으로 균체를 용해한 후 14,000 rpm, 4℃, 20 

min 원심분리한상등액으로 SDS-PAGE(12% polyacrylamide gel)

를이용하여 BSH 효소의발 을확인하 다(Laemmli, 1970). 단

백질밴드는 coomassie brilliant R250(Sigma, USA)를이용하여

확인하 고, Bradford 방법(Bio-Rad, USA)을이용하여정량하

다(Bradford, 1976).

6. BSH 효소의 분리 정제

BSH 효소를 분리 정제하기 해 상기 균체를 용해한 상

등액을이용하 다. Chromatography column(Bio- Rad, USA)에

packing한 Ni
+
-NTA agarose(Qiagen) column을이용하여 BSH효

소를분리정제 다. Lysis buffer(300mM NaCl, 50mM NaH2PO4, 

pH 8.0)로 평형을 만들고, 20mM imidazole이 첨가된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column을 세척한 후 150mM imidazole이

섞여있는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7. 기질 특이성

분리 정제한 BSH의 기질 특이성을 측정하기 해 서로

다른 6가지담즙산염을이용하 다. Tanaka 등(1999)과 Tanaka 

등(2000)의 방법에 의하여, 10mM 담즙산염, 50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5), BSH를 섞어서 37℃, 10 min 반응

후 15% trichloroacetate(Sigma, USA)를 이용하여 반응을

단하 다. Conjugated bile salt로부터유리된아미노산의양을

측정하기 해 ninhydrin reagent(0.5 mL of 1%(wt/vol) ninhydrin 

in 0.5M sodum citrate buffer(pH 5.5), 1.2 mL of glycerol, and 

0.2 mL of 0.5M sodium citrate buffer(pH 5.5) 1.9 mL를첨가하

여 14분간 끓인 후 흐르는 물에 3분간 냉각시켜 SP-19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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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VIS spectrophotometer(Youngwoo, Korea)를이용하여 OD570

에서측정하 다. 의방법을토 로 정 pH를측정하기

해서 pH 3.0～5.0은 100mM sodium acetate buffer, pH 6.0～

8.0은 100mM sodium phosphate buffer를 이용하 고, 정 온

도를 측정하기 해서 BSH와 기질은 반응온도 범 를 20～

60℃로 맞추어 실험하 다.

결과 고찰

1. 선발된 균주를 이용한 bsh Cloning

건강한성인의분변을희석해서MRS에 1mM GDCA, TDCA 

(Sigma, USA)를첨가한배지에배양시켜흰색침 을일으키

는 균주를 선발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BSH activity site를

cloning하기 하여 E. faecalis BSH sequence를이용하여 NdeI

과 XhoI site를넣어서만든 primer를 이용하 다. PCR 후 1% 

agarose gel에 기 동하여 band를확인하 고 PCR Purification 

kit(Qiagen)으로 cleaning하여 pGEM-T easy vector에 cloning 

후 sequence를확인하 다. LBGCT(LB agar, 1% glucose, 0.035%  

Fig. 1.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 of the Enterococcus faecalis CU30-2 bsh gene. The five proposed active site (C, D, N, N, 

R) are underline.

CaCl2, 2mM TDCA) 고체배지에형질 환시킨 E. coli JM109

를 37℃에 배양하여 주 에 침 이 생기는 clone을 선별하

다.

2. E. faecalis BSH의 유 인 특징

pET22b expression vector를이용하여 E. coli JM 109에 con-

struction하 다. 의 것을 다시 sequence한 결과(Fig. 1), 하

나의 ORF가 stop codon을 제외한 996 bp의 nucleotide로 이

루어 졌고 이론 인 분자량과 pI값이 각각 38,0 kDa, 5.22인

것을 알 수 있었다. 

BLAST search를 하여 상되는 BSH의 아미노산 BSH 서

열을 비교한 결과 E. faecium이 82% identity/92% similarity 

(GenBank Accesion No. ZP_05921438)로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E. gallinarum(78%/88%) (ZP_05648674), 

L. monocytogenes(74%/88%)(YP_002758780), L. seeligeri(72%/ 

88%)(YP_003465289), E. casseliflavus(73%/ 87%)(ZP_05647529), 

C. perfringens(71%/85%)(YP_209678), L. plantarum(70%/85%) 

(NP_786739)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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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Enterococcus faecalis BSH 

enzyme. Lane M, Sigma Marker (Sigma, USA); lane 1; cell free 

extract, lane 2; flow through fraction, lane 3; eluted fraction. 

3. 단백질 발

단백질발 을 해 E. coli BL21(DE3) Gold에 transformation

하 다. IPTG의 농도를 1mM로 맞춰서 induction하여 단백

질을 발 하 다. SDS-PAGE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단백

질의 분자량이 약 38 KDa로 측정되었다(Fig. 2). 

4. E. faecalis BSH 효소의 기질 특이성

분리정제한 BSH 효소에 한기질특이성을알아보기

하여 6가지의 담즘염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 결과, E. 

faecalis CU30-2의 유 자를 이용하여 발 한 효소는 glycine

이 결합된 담즙염에 한 분해 능력이 taurine이 결합된 것

Fig. 3. Substrate specificity of the purified BSH enzymes. Six 

major bile salts are shown: glycocholic acid (GCA), glycodeoxycholic

acid (GDCA), glycochenodeoxycholic acid (GCDCA), taurococholic

acid (TCA), taurodeoxycholic acid (TDCA), taurochenodeoxycholic

acid (TCDCA). The relative activity was calculated using GCDCA 

as a standard at 100%.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이것으로 보아

glycine이 결합된 담즙산염이 BSH에 한 친화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사람의 담즙산염은 glycine이

결합된 담즙산염과 taurine이 결합된 것과의 비율이 3:1 정

도로 glycine이 결합된 형태가 많으므로 장내 미생물의 일종

인 Enterococcus faecalis의 BSH 활성은 소장 안에서 담즙산

의 변형에 어느 정도 여하는 미생물일 것으로 사료된다

(De Smet et al., 1994; Pereira et al., 2003).

5. 온도와 pH 조건에 의한 E. faecalis BSH 활성

BSH 활성이최 인온도조건은 략 40℃ 정도이고, 50～

60℃에서도 활성이 확인되었다. 최 pH는 7이었고, 그 이

상이거나 5 이하에서는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다른 genus, species의 BSH의 경우를 보면, B. longum

은 30～40℃에서 정 온도가 찰되었고, 정 pH는 5～7

에서 확인되었다(Grill et al., 1995; Tanaka et al., 2000). L. 

acidophilus PF01는 40℃ 정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고, 

정 pH는 6(Oh et al., 2008)이었는데, 두 가지는 E. faecalis 

CU30-2와 비슷한 특성을 보 다. B. fragilis subsp. fragilis는

Fig. 4. Effects of temperature (above) and pH (below) on BSH 

activity. BSH activity at different temperature was measured in 

50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 BSH activity at various 

pHs was measured in 50mM sodium acetate buffer at pH 3.0～5.0 

and 50mM sodium phosphate buffer at pH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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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pH가 4.5로 조 낮게 확인되었다(Stelling과 Hylemon, 

1976). 호열성 미생물인 Brevibacillus sp.에서도 BSH가 찰

되는데 정 온도가 60℃이고 정 pH가 8에서 찰되었다

(Sridevi et al., 2009).

요

담즙산 분해효소(Bile salt hydrolase, EC 3.5.1.24) 활성은

담즙산의 카르복실기와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기(glycine or 

taurine)와의 amide 결합을 끊는 작용을 하며, 이 효소 활성

은 사람이나동물의 장내 미생물들에서 리분포하고 있다. 

노인 분변으로부터 분리한여러 균주의 Enterococcus faecalis 

에서 BSH activity가가장높은 CU30-2를선발하 다. BSH 

유 자를 pET22b expression vector에 클로닝하여 Escherichia 

coli BL21(DE3) Gold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발 하 다. 6x 

His-tag이 있는 BSH 효소를 Ni+-NTA agarose column을 이용

하여 분리 정제하 고, 6가지의 다른 담즙산염을 이용하여

기질 특이성을 비교하 다. E. faecalis CU30-2의 BSH 효소

는 glycine이 결합된 담즙산염에 한 효소활성이 taurine이

결합된 것에 한 활성보다 약 5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효소의 최 pH와 온도는 각각 7.0과 40℃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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