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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nibacillus is a gram-positive, spore-forming aerobes that was previously classified as a Bacillus
species. Paenibacillus sp. CK214 was highly motile on LB agar plates and showed typical colonial mor-
phology of Paenibacillus. However, its motility was defective in the absence of glucose. Electron micro-
scopic observation revealed that the cells of CK214 cultured on LB agar plates were peritrichously
flagellated but not flagellated in the presence of glucose. Flagellar filaments were purified by cen-
trifugation after shearing off from the CK214 cells with vigorous pipetting. The purified protein was
composed of a single flagellin with an apparent molecular size of 29 kDa. Recognition of the protein
by anti-Edwardsiella tarda flagellin protein antibody demonstrates that the protein is a flagellin protein.
A decreased level of flagellin protein was detected in CK214 cells grown under glucose-supplemente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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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warming 운동은 표면 환경에서 박테리아의 집단 이동을

말하며, 자연 환경에서 미생물의 집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9, 10]. 편모 활성을 필요로 하며 Escherichia,

Salmonella, Proteus, Bacillus, Pseudomonas 등의 여러 박테리아

종에서 나타난다[9, 10, 15, 16, 18]. Swarming 운동을 하는 대

부분의 박테리아는 주로 주모성 편모를 가지는데 이러한 주모

성 편모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E. coli나 S. typhimurium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9, 10]. 편모는 구성 단백질들의 분비와

함께 basal body, hook, filament의 순차적인 조립으로 이루어

지며, 양성자동력(Proton Motive Force, PMF)에 의한 시계/반

시계 방향의 회전으로 운동방향을 결정한다[9, 17]. Swarming

운동은 주화성 시스템과 삼투압, 열 충격, acetylphosphate,

glucose와 같은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한 편모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 6, 9]. 그 중 glucose는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탄소원으로서 편모 유

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대사 관련 유전자의 조절에도 관여한다

[8, 20].

Paenibacillus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 박테리아로

써 이전에는 Bacillus로 분류되었다[2, 12]. 대부분 서식지 환경

에서 다양한 분해 효소를 생산하며 물질 순환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15, 21]. Paenibacillus의 몇몇 종은 일반적인 다른

세균들과는 다르게 고체표면에서 소용돌이, 가지, 키랄 형태

와 같은 특유의 swarming 운동 형태를 보이는데 P. alvei, P.

denditiformis, P. vortex가 대표적이다[7, 12, 22]. 환경에서 분리

한 균주인 Paenibacillus sp. CK214 또한 agar 표면에서 특유의

소용돌이, 가지 형태를 나타내며 높은 swarming 운동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전 연구에서 확인하였다[14]. 분리균주

Paenibacillus sp. CK214의 swarming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를 연구하던 중 glucose가 첨가된 조건에서 운동능력

이 급격히 저하됨을 확인하였으며, glucose와 운동성 또는 운

동성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인 편모의 발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및 균주 배양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Paenibacillus sp. CK214는 Luria-

Bertani (LB) 액체배지 또는 1.0-1.5% (w/v) agar를 첨가한 고

체배지를 사용하여 37℃에서 배양하였다[3, 19]. CK214

swarming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 각 농도의 agar가 첨가된 고

체배지에 전배양액 10 μl를 떨어뜨린 후 37℃에서 20 시간 이

상 배양하였다. Glucose는 배양조건의 필요성에 따라

0.05-1.0% (w/v)의 농도로 첨가하였다.

운동성 관찰

운동성은 2 ml LB 액체배지에서 12 시간 배양한 CK214

배양액 5 μl를 1.0% (w/v) LB agar 평판배지에 떨어뜨린 후

37℃ 에서 20 시간동안 배양하면서 관찰하였다. Glucose는 각

각의 배양 조건에서 필요한 경우에 맞게 0.05-1.0% (w/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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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첨가하였다. CK214 균주의 각 조건에 따른 운동성은

고체평판배지에서 이동한 지름의 길이(mm)를 재어 측정하였

다. CK214 균주의 이동이 완전한 원형의 모습이 아닌 경우,

가장 멀리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CK214 전배양액 10 μl를 떨어뜨린 후 1.0% (w/v) LB agar

평판배지에서 배양하여 swarming 운동한 CK214 균체를

0.85% (w/v) NaCl 용액 1 ml에 부드럽게 현탁하였다. 균주

현탁액을 grid에 부착시키고 1% (w/v) uranyl acetate로 1 분

간 염색한 후 투과전자현미경(TEM, H-7600, HITACHI, 부산

대학교 공동실험 실습관)을 사용하여 균체를 관찰하였다

(×10,000-25,000).

편모 단백질 서열 분석

각 균주의 flagellin-N과 flagellin-C 아미노산 서열은 NCBI

Protein database에서 획득하였다. 각 flagellin 아미노산 서열

의 상동성은 CLC Protein Workbench 5 소프트웨어(CLC bio,

Denmark)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SDS-PAGE

단백질 시료들을 2× digestion buffer [20% (v/v) glycerol,

4% (w/v) SDS, 0.2% (w/v) bromophenol blue, 200 mM β

-mercaptoethanol, 100 mM Tris-HCl buffer, pH 6.8]에 용해하

였다[19]. 용해된 단백질 시료들을 95℃에서 5 분동안 가열한

후, 비연속적 SDS-PAGE에 의해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들

을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Sigma)을 통한 염색과 2

시간 동안의 탈색 과정을 통해 밴드로서 확인하였다.

Immunoblotting

SDS-PAGE를 통해 단백질 시료를 분리한 후, transfer 장치

(BioRad)와 Towbin’s Buffer (TB) [25 mM tris, 192 mM gly-

cine, 20% (v/v) methanol, pH 8.3]를 사용하여 poly-

acryamide gel 내의 단백질들을 nitrocellulose membrane

(Whatman)으로 이동시켰다. Towbin 등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5% skim milk를 함유하는 Towbin’s Saline Buffer (TBS)

[0.9% NaCl, 10 mM Tris, pH 7.4]에서 4 시간 동안 mem-

brane을 blocking시킨 후, 300배 희석한 fagellin 특이적인 다

클론성 1차 항체와 함께 2 시간 반응시켰다[24]. TBS로 수 회

세척한 membrane에 2차 항체인 peroxidase-conjugated an-

ti-rabbit IgG (Sigma)를 5% skim milk/TBS에 1:2000의 비율

로 희석하여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BS로 수 회 세척한

membrane의 flagellin 단백질 밴드를 H2O2 (Sigma)와

4-chloro-1-naphthol (Sigma)이 포함된 용액에서 자주색의 침

착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응은 다량의 증류수

세척을 통해 중지시켰다.

결과 및 고찰

Glucose 첨가에 의한 CK214의 운동성 저해

Swarming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표면 환경에

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습기를 필요로 한

다. Escherichia, Salmonella, Bacillus, Yersinia, Pseudomonas 와

같은 박테리아는 1% (w/v) 이상의 agar 평판배지에서 이동

하기에 필요한 습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저해된

다[9, 10, 11, 16]. 이전 연구 결과, Paenibacillus sp. CK214는

1.0% (w/v) LB agar 평판배지에서 가장 높은 swarming 운

동 능력을 나타내었으며(지름 약 80 mm) S. typhimurium과

비교하였을 때 이동 거리가 약 5배로 매우 높은 운동성을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CK214 균주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자를 알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운

동성을 관찰하였다(data not shown). 그 결과, 0.05-1.0%

(w/v) glucose가 첨가된 환경에서 그 운동성이 급격히 감소

하고, 0.2% (w/v) 이상의 glucose 조건에서는 운동성을 완전

히 상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Glucose 첨가에 의

한 CK214의 운동성 결여가 균체의 생육 정체에 의한 것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하여 glucose 조건에 따른 CK214의 생장

변화를 측정하였다. CK214 전배양액을 각 농도의 glucose가

포함된 0.1%의 농도로 접종한 후 37℃ (200 rpm)에서 배양하

면서 6 시간 간격으로 파장 60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여 그 정도를 생장정도로 판단하였다. Glucose 농도에 따라

서 성장 정도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

상의 성장 정도를 유지하였다(Fig. 2). 이는 glucose가 CK214

의 생육 정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운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모형성의 변화

고체 표면에서의 swarming 운동 시에는 높은 표면마찰과

점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편모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

된다[9]. 우리는 glucose에 의한 CK214 균주의 운동성 상실이

flagella와 연관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glucose 조건에 따른

CK214 균주의 flagellation을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

였다. 1.0% (w/v) LB agar 평판배지에서 배양한 CK214 균주

의 경우 단일 세포 주위에서 나타난 여러 개의 주모성 편모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0.5% (w/v) glucose가 첨가된 조

건의 CK214 균주에서는 주모성 편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3). 이 결과를 통해 glucose에 의한 CK214 균주의 운동성

상실은 편모의 flagellation 저해에 의한 현상이라 예상할 수

있었으며, 편모를 구성하는 단백질 발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Vol. 23. No. 2 301

Fig. 1. Inhibition of swarming ability of Paenibacillus sp. CK214

strain in glucose added condition culture. (A-B) Gross

morphology of Paenibacillus sp. CK214 on media contain-

ing 0.05 or 0.2% (w/v) of glucose. (C) Paenibacillus sp.

CK214 was spotted on LB swarming plates containing

1.0% (w/v) agar, with or without 0.05-1.0% (w/v)

glucose. The strain was incubated for 20 hr at 37℃.

Swarm diameter measured in triplicate.

Fig. 2. Growth of Paenibacillus sp. CK214 under different concen-

tration of glucose conditions. Paenibacillus sp. CK214 cells

were cultured in LB broth containing 0.05-1.0% (w/v)

glucose at 37℃ with shaking (200 rpm). Optical density

at 600 nm wavelength was measured at the time points

indicated in the graph.

Fig. 3.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CK214 grown on LB (1.0%

w/v) agar with 0.5% glucose. Cells extracted from agar

plates were incubated at 37℃ either in the absence (A-B)

or presence of glucose (C-D). Strains diluted with 0.85%

NaCl were dyed and dried for two minutes on the grid

by 1% (w/v) uranyl acetate. Bars indicate 0.5 μm.

Flagellin 항체 단백질의 생산

일반적으로 E. coli나 S. typhimurium에서 잘 알려진 박테리

아의 flagellation은 우선 hook-basal body 복합체가 형성되고

filament의 구성 단백질인 flagellin이 나선형 구조를 형성하며

hook-basal body 복합체에 결합한다[1, 9, 17]. 박테리아의

flagellation은 이러한 filament의 길이 신장을 의미한다.

CK214 균주의 flagellin과 관련된 이후 연구를 위해 flagellin

특이적 다클론항체를 필요로 하였다. Flagellin은 여러 종류의

균주들에서 N-말단과 C-말단 쪽에 잘 보존된 나선형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CK214의

flagellin 특이적 다클론항체를 생산하기 보다는 유전자 서열

이 잘 알려진 Edwardsiella tarda의 flagellin 특이적 다클론항체

를 생산하기로 하였다. E. tarda의 flagellin 단백질에 특이적인

다클론항체를 생산하기에 앞서 E. tarda flagellin 서열과 여러

Paenibacillus 종들의 flagellin 단백질 서열의 N-말단과 C-말단

영역을 각각 CLC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교하여 각각의 flag-

ellin N-말단과 C-말단 영역에서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였다(Fig. 4). 또한 CLC 소프트웨어의 항원성 예측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E. tarda와 여러 Paenibacillus 종들의 flagellin

서열을 분석하여 높은 항원성을 가지는 영역을 예측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높은 항원성을 나타내는 N-말단 부분이 존재함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N-말단의 상동부분과도 일치하였다

(data not shown). 이러한 bioinformatics 결과는 N-말단 영역

이 E. tarda와 Paenibacillus flagellin 단백질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에서 공통된 epitope으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E. tarda flagellin 특이적 다클론항체를 생산하

기 위해서 항원인 flagellin 단백질을 대장균에서 대량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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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Sequence alignment of flagellin protein with its homologs. The amino acid sequences are shown in the one-letter code.

The flagellin protein sequences were obtained from NCBI's Entrez Protein database for Edwardsiella tarda EIB202 ACY84965.1;

Paenibacillus larvae subsp. larvae BRL-230010 ZP_02329400.1; Paenibacillus polymyxa E681 YP_003872707.1; Paenibacillus den-
dritiformis ACX42258.1; Paenibacillus sp. Y412MC10 ACX68073.1; Paenibacillus curdlanolyticus YK9 ZP_07389341.1; Paenibacillus
vortex V453 ZP_07902912.1.

였으며, 여러 단계의 생화학적 분리과정을 통해 정제한 flag-

ellin 단백질을 토끼에 피하 주사하였다. 토끼로부터 얻은 혈액

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한 후 immunoblotting을 통해 flagellin

단백질에 대한 다클론성 항체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immunoblotting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역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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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214 균주에서 발현된 flagellin 단백질의 확인

CK214의 filament 구성 단백질인 flagellin을 확인하기 위해

1.5% (w/v) LB agar 평판배지에서 배양한 CK214 균체를

0.85% NaCl 용액에 현탁한 후 격렬한 pipetting으로 편모의

filament를 균체로부터 분리하였다. 분리된 filament 단백질은

원심분리 후의 상등액에 존재하며, 이를 SDS-PAGE로 확인한

결과, 약 29 kDa의 단일 단백질 밴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단백질 밴드가 CK214 균주의 flagellin 단백질인

지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생산한 E. tarda

flagellin 특이적 다클론항체를 이용하여 immunoblotting을

수행하였으며, 단일 단백질과 E. tarda flagellin 특이적 다클론

항체간의 면역반응을 확인하였다(Fig. 5).

Flagellin 발현 조절에 미치는 glucose 영향

앞서 glucose가 CK214의 flagellation을 방해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glucose가 편모를 형성하는 구성 단백질의 합성

이나 분비, 조립과 관련한 유전자 조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glucose 조건에

따른 CK214 균주의 flagellin 단백질의 발현을 단백질 수준에

서 관찰하였다. 배지 중의 glucose의 농도차이에 따른 CK214

35

25

(kDa)

Fig. 5. Flagellin protein of Paenibacillus sp. CK214. Paenibacillus
sp. CK214 cells were cultured on 1.5% (w/v) LB agar.

Cell pellets were suspended to 0.85% NaCl. Flagellin

proteins sheared off from cells by vigorous pipetting

were purified by centrifugation. Purified protein was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with rabbit sera. Lanes: 1, molec-

ular size marker; 2, coomassie staining; 3, immunoblotting.

균주의 전체 단백질을 획득하기 위해 1.5% (w/v) LB agar 평

판 배지와 0.5% (w/v) glucose를 첨가한 고체배지에서 CK214

균주를 배양하였다. 배양된 각각의 균체를 0.85% NaCl 용액에

현탁한 후 초음파발생장치(B. Braun Biotech)를 이용하여 파쇄

하였다. 파쇄된 균체로부터 획득한 CK214 전체 단백질을

SDS-PAGE로 확인하였으며, E. tarda의 flagellin 단백질 특이

적 항체를 이용하여 각 조건에서 생장한 CK214 균주에서 발현

되는 flagellin 단백질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glucose가 첨가

된 조건에서 생장한 CK214 균주에서의 flagellin 단백질 발현

이 glucose가 없는 조건일 때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 6). 예상했던 바와 같이 glucose 첨가 조건에서의

CK214 균주의 운동성 결여는 운동기관인 편모의 구성 단백질

발현 자체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마도

glucose가 관여하는 carbon catabolite repression (CCR)이 작

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CCR은 당 이용성과 관련한 주요

유전자 조절 체계 중의 하나로써 phosphoenolpyruvate (PEP)

(kDa)

Fig. 6. Effect of glucose on expression of CK214 flagellin protein.

Paenibacillus sp. CK214 cells were cultured on 1.5% (w/v)

LB agar with or without 0.5% (w/v) glucose. Suspended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as de-

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s with rabbit sera. Lanes:

1, molecular size marker; 2, without glucose; 3, with

glucose.



304 생명과학회지 2013, Vol. 23. No. 2

의 인산기가 중간 효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까지 전달되는

phosphoenolpyruvate-carbohydrate phosphotransferase sys-

tem (PTS) 신호 전달 경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4, 8]. CCR은

E. coli와 Bacillus subtilis에서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glucose가

존재할 때 PTS 경로의 중간 효소들은 PTS 경로의 활성화로

인해 glucose로 인산기의 전달이 증가하고 효소의 인산화 빈

도는 감소하게 된다. Bacillus의 경우 중간 효소 중 Histidine

protein (HPr)이 중요한 조절자로 작용한다. PTS 경로의 활성

화로 인해 인산화 되지 못한 HPr은 Histidine protein kin-

ase/phosphorylase (HPrK)에 의해 인산화 될 수 있다. HPrK

에 의해 인산화 된 HPr은 CcpA 단백질과 결합하여 강력한

억제자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음성 조절에 관여한다[8, 13, 23,

25]. Bacillus와 함께 Firmicutes에 속하는 Paenbacillus sp.

CK214의 glucose에 의한 운동성의 감소와 flagellin 단백질의

발현 감소는 CcpA와 관련한 CCR 억제자에 의해 직접적인

음성 조절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관한 차후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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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Paenibacillus sp. CK214의 swarming 운동성에 미치는 glucose의 영향

강성완․유아영․강호영*

(부산대학교 생명과학부 미생물학과)

Paenibacillus는 호기성의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그람양성균으로써 이전에는 Bacillus로 분류되었다. Paenibacillus

sp. CK214 균주는 LB agar 평판배지에서 높은 swarming 운동 능력을 가지고 Paenibacillus 특유의 집락 형태를

나타내었지만 glucose가 첨가된 평판배지에서는 운동 능력을 상실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하여 glu-

cose 조건에 따른 CK214 균주의 편모를 관찰하면 LB agar 평판배지에서 배양한 CK214 균주는 주모성의 편모를

가지는 반면 glucose를 첨가한 평판배지에서 배양한 CK214 균주의 경우 주모성 편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리적 충격과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한 CK214 균주의 filament 구성 단백질을 SDS-PAGE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약 29 kDa 크기의 단일 단백질 밴드가 나타났다. Edwardsiella tarda 균주의 flagellin 단백질에 특이

적인 항체를 이용한 immunoblotting 수행 결과, 이 단일 단백질 밴드는 flagellin 단백질임이 확인되었다. Glucose

조건에 따른 CK214 균주의 flagellin 단백질의 발현을 단백질 수준에서 관찰한 결과, glucose가 첨가된 조건에서

생장한 CK214 균주에서의 flagellin 단백질 발현이 glucose가 없는 조건일 때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