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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vel acetylalginate esterase (AcAlgE) gene was previously cloned and characterized from
Sphingomonas sp. MJ-3. In this study, the synergistic effects of MJ-3 AcAlgE, and KS-408 alginate lyase
on the degradation of acetylalginate from Pseudomonas aeruginosa were investigated by using high-field
1
H-NMR and an FPLC-equipped peptide column. The alginate lyase coupled assay of AcAlgE showed

that degradation of high molecular weight acetylalginate was more difficult than degradation of acid
hydrolyzed acetylalginate. The degradation of acetylalginate by alginate lyase was easier after AcAlgE
was used to remove the acetyl group from acetylalginate. This result showed that the recombinant
AcAlgE enhanced the degradation of acetylalginate by alginate ly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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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seudomonas속 균주들은 세포외 다당류(exopolysaccharide,

EPS)로 아세틸알긴산을 분비하여 바이오필름(biofilm)을 형성

하므로서 먹이에 부착할 수 있고 백혈구들에게 잡혀먹히지

않으며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지 않는 균들보다 항생제에 수백

배~수천배 저항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7, 11, 21]. 토양균

인 Azotobacter속 균주들도 불리한 환경조건에서 균체가 건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알긴산을 생성한다고 알려

져 있다[17].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의 세포벽 구성성

분으로 셀루로우즈, 알긴산, 퓨코이단 등이 있으며 그 중 알긴

산은 L-guluronate가 α(1-4) 결합되어 있는 polyG block과

D-mannuronate가 β(1-4) 결합하고 있는 polyM block, 그리고

L-guluronate와 D-mannuronate가 α(1-4) 결합 또는 β(1-4) 결

합하고 있는 random block (MG/GM)들로 이루어진 선상 산

성다당류이다[20]. 그러나 특히 P. aeruginosa가 생산하는 알긴

산은 갈조류의 알긴산과는 달리 L-guluronate는 거의 없으며

D-Mannuronate가 β(1-4)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polyM 구

조이며 mannuronate의 2번 또는 3번 탄소의 수산기(-OH)가

아세틸화(-OCOCH3) 되어 있다(Fig. 1) [15].

알긴산 분해효소(alginate lyase)에 대한 연구는 유전병인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시작되

었다[13]. 낭포성 섬유증이란 염소이온 수송을 담당하는 막단

백질(CFTR)의 유전적 결함(△F508)으로 폐와 이자에서 과잉

의 점액질이 생산되며 호흡과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두꺼운 점액질 때문에 쉽

게 세균에 감염이 되고 특히 Pseudomonas 균에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보통 환자들보다 많은 양 주사하여도 아세틸알긴산

으로 바이오필름을 형성한 세균들을 치료하기 힘들다고 한다.

Hatch 및 Schiller [5]와 Alipour 등[1]은 알긴산 분해효소 특히

polyM 분해효소를 사용하면 Pseudomonas가 생성한 바이오필

름의 아세틸알긴산을 분해하여 항생제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알긴산 분해균주들은 알긴산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이용하

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알긴산 operon 또는 알긴산

분해관련 유전자 cluster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

Sphingomonas sp. strain MJ-3 및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KJ-2 균주의 알긴산 operon (alg operon)을 분석하던 중 oper-

on의 마지막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GDSL-like ester-

ase 단백질과 상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유전자

를 재조합하여 생화학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P. aeruginosa

ATCC 39324 균주로부터 분리한 아세틸알긴산의 아세틸기를

가수분해하는 아세틸알긴산 탈아세틸화효소(AcAlgE) 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재조합 AcAlgE

및 polyM block을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알긴산 분해효소를

각각 또는 함께 Pseudomonas aeruginosa 균주가 생산하는 세포

외 다당류인 아세틸알긴산과 반응시켰으며 그 생성물을 NMR

및 FPLC로 분석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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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nzymatic cleavage of algal alginate (A) and bacterial acetylalginate (B) into unsaturated uronate

oligomers.

재료 및 방법

균주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AcAlgE 및 polyM-specific 알긴산 분해효

소는 본 연구실에서 Sphingomonas sp. strain MJ-3 및

Pseudomonas sp. strain KS-408로부터 각각 재조합하여 얻은

효소들로 Park 등[12]과 Kam 등[8]의 방법에 따라 재조합단백

질을 과발현시킨 다음 효소들을 분리정제하여 사용하였다 아

세틸알긴산은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

서 구입한 P. aeruginosa ATCC 39324를 PIA 고체배지

(Pseudomonas Isolation Agar F, Difco, USA)에서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May 및 Chakrabarty [9]의 방법에 따라 분리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해조류유래 알긴산은 Sigma에서 구입

하였으며 polyM block은 Haug 등[6]의 방법에 따라 산 가수분

해하여 분리 정제하였다. 탈아세틸 알긴산(De-O-acetylated

alginate)은 P. aeruginosa ATCC 39324로부터 얻은 아세틸알긴

산을 0.1 N NaOH 용액에 0.2% (w/v) 되도록 녹인 후 60oC에

서 30분간 가열하고 0.1 N HCl 용액 동량을 가한 다음 중화하

고 투석하여 얻었다[16].

정제한 아세틸알긴산의 acetyl기 함량 분석

P. aeruginosa ATCC 39324가 PIA 고체배지에서 분비한 아

세틸알긴산을 분리하고 정제한 후 아세틸알긴산이 함유한

acetyl기의 함량을 hydroxamic acid 반응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10]. 표준물질 glucose pentaacetate를 이용하여 만들

어진 표준곡선으로부터 아세틸기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520

nm에서 측정하였다..

아세틸알긴산 esterase 효소활성시험법

아세틸알긴산 esterase의 활성실험은 Fig. 1B와 같이 알긴산

분해효소 coupling assay 방법[12]을 이용하였다. 해조류 유래

알긴산(Fig. 1A)과는 달리 박테리아 유래 알긴산은 D-man-

nuronic acid가 β(1-4) 결합을 한 고분자로 mannuronan 형태

이며 2번 탄소 및 3번 탄소에 결합된 산소에 O-아세틸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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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2번과 3번 위치 모두에 아세틸화 되어 있다. Park 등의

방법[12]에 따라 정제한 재조합효소들을 사용하였으며 기질로

는 고분자 아세틸알긴산 및 산가수분해하여 얻은 저분자 아세

틸알긴산을 사용하였다. 기질에 MJ-3 AcAlgE 및 KS-408 알긴

산 분해효소를 각각 가하여 분해산물을 얻거나 또는 먼저 아

세틸알긴산 기질에 MJ-3 AcAlgE를 적정한 시간 동안 반응시

켜 탈아세틸화한 후 생성된 mannuronan을 polyM-specific 알

긴산 분해효소인 KS-408 lyase로 분해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이때 생성된 분해물은 비환원말단에 이중결합을 가진 dimer,

trimer, tetramer 등 oligomannuronate이므로 TBA와 반응시

켜 생성된 붉은 색을 얻은 후 548 nm에서 측정하였다[19].

1H-NMR과 FPLC에 의한 세균 아세틸알긴산의 분해산물

의 분석
1
H-NMR 분석을 위한 시료의 준비는 Kam 등의 방법[8]에

따랐다. 동결건조한 시료를 D2O에 녹여 400 Hz
1
H-NMR

spectroscopy (ECX-NMR, JEOL, USA)에서 측정하였으며

NMR 스펙트럼은 Grasdalen [4] 및 Zhang 등[22]의 방법에

따라 해석하였다. 내부 표준물질로 TMSP (0.75% 3-(trimethyl-

silyl)-2,2′,3,3′-tetradeuteropropionic acid, Na salt)를 사용

하였으며 data 수집은 80
o
C에서 행하였다. 시료의 spinning,

proton spectral width, scan 횟수, relaxation delay, proton

pulse angle 및 data 수집시간 등은 각각 15 Hz, –5~15 ppm,

64, 5 s, 90° 및 4.098 s 이었다.

P. aeruginosa ATCC 39324를 배양하여 얻은 아세틸알긴산

은 고분자로서 점성이 너무 높아 NMR 분석결과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알긴산 고분자를 산가수분해하는 표준방법[22]에

따라 산가수분해하여 중합도를 20~50으로 낮추어 저분자 아

세틸알긴산으로 사용하였다. 기질 및 효소분해 생성물들은 동

결건조한 후 D2O에 녹여 다시 동결건조 시키고 소량의 D2O에

녹여 NMR 및 FPLC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P. aeruginosa ATCC 39324로부터 정제한 acety-

lalginate의 아세틸기 함량 분석

박테리아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이에 부착하기 쉽도록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세포외 다당류들

을 생성한다. 해조류 유래 알긴산은 α-L-gluronate와 β-D-

mannuronate들로 이루어진 선상다당류인데 비하여 박테리

아성 알긴산은 O-2, O-3번 또는 O-2,3 위치에 O-아세틸화

(-OCOCH3) 되어있으며 그 중 P. aeruginosa ATCC 39324가

생산하는 아세틸알긴산은 거의 D-mannuronate로만 구성된

아세틸알긴산이다[15]. CF 환자의 가래로부터 분리한 P. aeru-

ginosa ATCC 39324를 ATCC로부터 구입하여 PIA 고체배지에

서 배양하고 세균이 분비한 아세틸알긴산을 분리정제하였다.

동결건조한 아세틸알긴산의 아세틸기를 hydroxamic acid 반

응으로 분석한 결과 배양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28-30%의 아세틸기를 함유하고 있었다. Skjåk-Braek 등[15]은

P. aeruginosa DE27은 37-57%, P. mendocina 10541은 30%, P.

putida 1007은 4%의 아세틸기를 함유하였으며 A. vinelandii TL

은 22%, A. vinelandii IV는 4%의 아세틸기를 함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제한 P. aeruginosa ATCC 39324 아세틸알긴산의
1
H-NMR 분석

P. aeruginosa로부터 정제한 아세틸알긴산은 400 kDa 정도

의 높은 분자량을 가지며 Fig. 1B와 같이 아세틸기를 가지고

있어 점성이 아주 높다[18]. Fig. 2A는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의

NMR 스펙트럼으로 2.2 ppm 정도에서 아세틸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점성이 높아 구성성분인 mannuronate에 의한 sig-

nal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점성을 낮추고 NMR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가수분해를 행한 결과 Fig. 2B와 같이 man-

nuronate의 C-1에 결합된 proton signal (M-1, 4.8-4.6 ppm),

mannuronate의 O-아세틸기(-OCOCH3)가 결합된 C-2와 C-3

의 proton signal (M-2' 및 M-3')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2

ppm에서 아세틸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ATCC39324 아세틸

알긴산으로부터 알칼리 가수분해를 행하여 얻은 탈아세틸 알

긴산의 NMR 스펙트럼은 Fig. 2C와 같이 O-2 및 O-3에 결합되

어 있던 아세틸기가 제거되어 M-2' 및 M-3' peak가 없어지고

2.2 ppm에서 보이던 아세틸기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P. aer-

uginosa 탈아세틸화 알긴산은 Fig. 2D에 보이는 해조류 유래

polyM-block의 NMR 스펙트럼과 유사하였으며 이로 부터 P.

aeruginosa ATCC 39324유래 알긴산은 아세틸기가 결합한

mannuronan임을 알 수 있었다. 알긴산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박테리아인 A. vinelandii는 P. aeruginosa와는 달리 guluronate

가 67-93% 함유되어 있고 아세틸기는 mannuronate에만 결합

되어 있다고 하였다[15].

MJ-3 AcAlgE와 KS-408 lyase에 의한 아세틸알긴산의

분해

본 실험실에서는 Sphingomonas sp. MJ-3 균주의 genomic

DNA library로부터 알긴산 오페론 유전자를 분리하였으며 염

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세틸자일란 가수분해효소(acetylxy-

lan esterase)와 상동성을 가지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유전자로부터 발현된 효소(AcAlgE)는 실험결과 4-methyl-

umbelliferyl acetate를 가수분해하는 esterase 활성을 가지며

아세틸알긴산의 아세틸기를 가수분해하는 효소활성이 있음

을 보고한 바 있다[12]. AcAlgE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

질은 고분자 아세틸알긴산과 저분자 아세틸알긴산을 사용하

였으며 효소액은 MJ-3 AcAlgE와 KS-408 알긴산 분해효소 유

전자를 과발현 시킨 대장균의 lysozyme 균질액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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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1H NMR spectra of acetylalginate, acid hydrolyzed acetylalginate, alkali treated de-O-acetylated bacterial alginate

and polyM block from alginate. Bacterial acetylalginate with high molecular weight was purified from Pseudomonas aeruginosa
ATCC 39324 (A). Acid hydrolyzed acetylalginate was prepared by acid hydrolysis for reducing the viscosity (B). De-O-acety-

lalginate was obtained by alkali treatment of bacterial acetylalginate (C). PolyM block was prepared by acid hydrolysis from

sodium alginate hydrolysate (D). The signal originated from the underlined residue (M). The numbers denote proton causing

the signal. M2' and M3' are corresponding M2 and M3 protons in the acetylated mannuronate residues.

Fig. 3. Effects of the MJ-3 AcAlgE on the degradation of bacterial

acetylalginate by alginate lyase. 1% (w/v) acetylalginate was

incubated with or without AcAlgE recombinant cell lysate

in 25 mM citrate buffer (pH 6.5) at 25oC for 10 min. A 50

μl reaction mixture was withdrawn and boiled to remove

the enzyme activity. After cooling, 30 μl of 100 mM phos-

phate buffer (pH 8.0) and 20 μl KS-408 alginate lyase were

added and incubated at 40
o
C for further 10 min. After heat-

ing, the amount of unsaturated uronate products was de-

termined by TBA method.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ree times.

다. Fig. 3에서와 같이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은 점성이 너무 높

아 효소의 접근성이 떨어져 D-mannuronate 와 D-man-

nuronate의 β(1-4) 결합을 분해하는 KS-408 알긴산 분해효소

만 처리하였을 때(KS-408 only) 불포화 oligouronate의 생성이

낮은 것에 비해 산가수분해로 얻은 저분자 아세틸알긴산은

KS-408 알긴산 분해효소에 의해 2.6배의 불포화 oligouronate

가 생성되었다. KS-408 알긴산 분해효소는 아세틸기가 결합되

지 않은 M-M 결합을 분해하므로 아세틸기가 결합되어 있는

AcM-AcM은 분해하지 못한다. 먼저 MJ-3 AcAlgE 효소로 아

세틸알긴산의 아세틸기를 제거한 다음 KS-408 알긴산 분해효

소로 10분 동안 반응시켰을 경우(AcAlgE + KS-408) KS-408

분해효소만 처리하였을 때 보다 알긴산의 분해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은 점성이 높아 저분

자 아세틸알긴산보다 AcAlgE에 의한 아세틸기 제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이후의 KS-408 첨가 결과 불포화 oligouronate의

생성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일의 pectin이나 식물의 세

포벽 구성성분인 xylan 등은 acetylgalacturonan methylester

또는 acetylxylan 등으로 되어있다. Biely 등[3]은 acetylxy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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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xylanase로 완전히 분해할 수 없어 바이오연료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xylan acetylesterase로 분해하여 당분해효소

(xylan 분해효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일

에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pectin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pectin acetylesterase, pectin methylesterase, galactur-

onan lyase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4]. Acetylxylan을 효

율적으로 분해하기 위하여 xylan 아세틸기 가수분해효소를 처

리하는 것과 같이 병원성균 P. aeruginosa가 분비하는 아세틸

알긴산도 먼저 아세틸기를 제거한 다음 알긴산 분해효소를

처리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분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세틸알긴산 효소분해물의 1H-NMR 스펙트럼 분석

고분자 아세틸알긴산 및 산가수분해로 얻은 저분자 아세틸

알긴산에 MJ-3 AcAlgE 또는 KS-408 알긴산 분해효소만을 처

리하였거나 AcAlgE와 KS-408 알긴산 분해효소를 함께 처리

하였을 때 생성된 분해물을 동결건조하고 D2O로 녹인 다음
1
H-NMR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았다. Fig. 4A

에서와 같이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에 AcAlgE만을 처리하였을

때 2.2 ppm의 peak 크기로 보아 총 아세틸기가 많이 남아있음

을 알 수 있고 M-2' 및 M-3' peak들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

다. PolyM-block에 KS-408 알긴산분해효소를 처리하면 Fig.

4C에서와 같이 거의 다 분해되어 불포화 dimer와 trimer를

생성하며 NMR 스펙트럼에서는 △-4-M peak (5.8 ppm), M-

1red peak (4.9 ppm 및 5.4-5.2 ppm) 등 분해산물들의 peak들이

보이는데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의 경우 △-4-M peak (5.8 ppm)

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Fig. 3의 결과에서와 같이 높은

점성으로 인한 효소접근성이 떨어져 M-M 사이의 분해가 제

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세틸기 분해효

소인 AcAlgE와 알긴산 분해효소인 KS-408 분해효소를 함께

처리한 경우에는 2.2 ppm의 아세틸기 peak가 많이 감소하고

△-4-M (5.8 ppm) 및 M-1red (5.2 및 4.9 ppm) 등 비환원말단을

나타내는 peak들이 증가하였으므로 AcAlgE와 KS-408 분해효

소를 함께 처리하면 아세틸알긴산의 분해효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산가수분해하여 20-50개의 mannuronate가 결합된

저분자 아세틸알긴산에 효소들을 처리한 경우는 Fig. 4B와 같

았다. AcAlgE를 처리하였을 때 Fig. 4A의 경우보다 아세틸기

(2.2 ppm)가 많이 제거되었으며 M-1 peak (4.7 ppm)가 증가하

는 반면 M-2' 또는 M-3' peak가 많이 감소하여 탈아세틸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KS-408 분해효소를 처리하

였을 경우에도 △-4-M (5.8 ppm)가 증가한 것을 보아 고분자

아세틸알긴산보다는 올리고머가 많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

고 TBA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Fig. 3)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

다. 아세틸기 분해효소인 AcAlgE와 알긴산 분해효소인 KS-

408 분해효소를 함께 처리한 경우 아세틸기는 완전히 제거되

었고 △-4-M (5.8 ppm) 및 M-1red (5.2 및 4.9 ppm) 등 비환원말

단을 나타내는 peak들이 증가하여 polyM block을 알긴산 분

해효소로 분해하였을 때와 같이 분해산물에서 나오는 peak들

을 관찰할 수 있었다.

CF 환자들이 P. aeruginosa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P. aerugi-

nosa균들이 생산하는 아세틸알긴산들과 염증반응 때문에 증

가하는 중성백혈구 유래 DNA와 actin 등이 당단백질과 결합

하여 호흡기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게 된다. Alipour 등[1]에

의하면 DNase 및 알긴산 분해효소와 함께 aminoglycoside를

처리한 경우 항생제 활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Hatch와

Schiller [5]는 알긴산 분해효소의 처리가 P. aeruginosa가 생성

하는 세포외 다당류 속으로 항생제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로 보아 알긴산 분해효소 만으

로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점성이 높은 세포외 다당류를 분해하

기는 쉽지 않고 아세틸알긴산 분해효소인 AcAlgE와 알긴산

분해효소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항생제의 활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세틸알긴산 효소분해물의 FPLC 분석
1H-NMR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0.5% (w/v)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에 Ni-sphepharose 친화력 크로마토그라피로

정제한 알긴산 분해효소만을 가한 것과 아세틸분해효소 및

알긴산 분해효소를 함께 가하고 반응시켜 얻은 생성물(Fig.

4A)을 FPLC로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았다. Fig. 5A는 정제

한 KS-408 알긴산 분해효소를 가한 것으로 점성이 높고 아세

틸기가 붙어있는 기질을 분해하기 어려워 tetramer 이상의 분

자량이 큰 올리고머들이 적은 양 생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J-3 AcAlgE를 가하여 아세틸기를 먼저 제거한 후

알긴산 분해효소를 넣어 반응시킨 생성물의 FPLC 분석 결과

는 Fig. 5B와 같았다. AcAlgE를 넣지 않고 KS-408 알긴산 분해

효소만 넣었을 경우 생성되는 올리고머들의 함량에 비하여

AcAlgE와 KS-408 알긴산 분해효소를 함께 넣어서 생성되는

dimer, trimer, tetramer 등 적은 분자량의 올리고머 함량을

계산하면 20배 이상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결과들

로 보아 병원성균 P. aeruginosa가 생산하는 바이오필름의 구

성성분인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기 위해

서는 아세틸기 분해효소인 AcAlgE와 알긴산 분해효소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Sphingomonas sp. MJ-3에서 얻은 AcAlgE 유전자를

thioredoxin protein 이나 glutathione S-transferase 등과 융합

시켜 soluble 한 형태로 발현시키고자 하였으나 pET21, pET32

또는 pET42 vector 들에 발현시켰을 때 다량의 inclusion body

만을 얻을 수 있었다(data not shown). Maltose binding pro-

tein (MBP)과 융합되어 재조합 단백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pMal-c2X vector에 cloning 하여 MBP-AcAlgE 단백질을 얻었

을 때에는 soluble 형태로 얻을 수 있었으나 낮은 온도인

22-25oC에서 최적 활성을 보여 CF 환자들에게 응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12]. 따라서 site-directed 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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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1
H NMR spectra of ezymatic degradation products from acetylalginate and polyM block from alginate. (A)

Bacterial acetylalginate with high molecular weight was digested by MJ-3 acetylalginate esterase (AcAlgE) or polyM-specific

alginate lyase (KS-408). (B) Acid hydrolyzed bacterial acetylalginate with a degree of polymerization of about 20 to 50 was

digested by AcAlgE or KS-408. (C) PolyM block was digested by polyM-specific alginate lyase (KS-408). The signal originated

from the underlined residue (M). The numbers denote proton causing the signal. M without underline indicates neighbor

residue of signal-causing residue. △ means unsaturated uronate on nonreducing end. M2' and M3' are corresponding M2

and M3 protons in the acetylated mannuronate resi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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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FPLC profile of degraded acetylalginate by the recombinant MJ-3 AcAlgE and KS-408 polyM-specific lyase. (A) 0.5%

Acetylalginate solution was degraded by purified KS-408 lyase only. (B) After 0.5% Acetylalginate solution was degraded

by purified MJ-3 AcAlgE, KS-408 lyase was added and incubated overnight.

tagenesis 또는 transmembrane domain 제거 등을 통한 방법

을 이용하여 높은 온도에서 활성을 가지는 재조합 단백질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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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P. aeruginosa ATCC 39324 생산 아세틸알긴산의 분해반응에서 아세틸알긴산 아세틸분해효

소와 알긴산 분해효소의 상승효과

김희숙*

(경성대학교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경성대학교 바이오텍 연구소)

이전에 새로운 아세틸알긴산 아세틸분해효소(acetylalginate esterase, AcAlgE)를 Sphingomonas sp. MJ-3 균주로

부터 클로닝하고 특성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Pseudomonas aeruginosa로부터 얻은 아세틸알긴산을 분해

하는데 미치는 MJ-3 AcAlgE와 KS-408 알긴산 분해효소의 상승효과를 고-자기장 1H-NMR과 peptide column을

장착한 FPLC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알긴산 분해효소 coupled assay 법으로 측정한 결과 AcAlgE 효소는 산가수

분해하여 얻은 저분자 아세틸알긴산을 분해하는 것보다 고분자 아세틸알긴산을 분해하는 경우 낮은 활성을 보였

다. 아세틸알긴산을 알긴산 분해효소로 분해하는 경우 먼저 AcAlgE로 아세틸알긴산의 아세틸기를 분해하여 제거

한 후에야 KS-408 알긴산 분해효소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조합 AcAlgE는 알긴산 분해

효소에 의한 아세틸알긴산의 분해효과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o-3-deoxyheptonic acid in extracts of Escherichia coli B. J Biol
Chem 234, 705-709.

20. Wong, T. Y., Preston, L. A. and Schiller, N. L. 2000. Alginate

lyase: Review of major sources and enzume characteristics,

structure-function analysis, biological roles, and application.

Annu Rev Microbiol 54, 289-340.

21. Yu, J., Penatroza-Vazquea, P., Chakrabarty, A. M. and

Bender, C. L. 1999. Involvement of the exopolysaccharide

alginate in the virulence and epiphytic fitness of Pseudomo-

nas syringae pv. Syringae. Mol Microbiol 33, 712-720.

22. Zhang, Z., Yu, G., Guan, H., Zhao, X., Du, Y. and Jiang,

X. 2004. Preparation and structure elucidation of alginate

oligosaccharides degraded by alginate lyase from Vibrio sp.

510. Carbohydr Res 258, 1475-1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