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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olytic enzymes perform hydrolysis of the peptide

bonds in the protein and most commonly use in the industry.

Pseudoxanthomonas sp. WD12 and WD32 were previously

isolated as protease producers from a rotten wood sample. Here,

we report the secreted proteolytic enzymes. The optimum enzyme

reaction temperature for the secreted crude enzyme from the strain

WD12 and WD32 were 50 oC at pH 9.0 and 45 oC at pH 8.0,

respectively. The enzyme activities of both strains were increased

by addition of KCl, NaCl, CaCl2 or MnSO4, and decreased by

addition of AgNO3, CuSO4, FeCl3 or AlCl3. Secreted enzymes of

both strains were most strongly inhibited by addition of FeCl3 or

CuSO4.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WD12 could be a candidate

strain of industrial alkaline protease production.

Keywords Extracellular protease · Metal ion · Optimal 

condition · Pseudoxanthomonas sp. WD12 & WD32

서 론

생체고분자인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는 화학반응을 가속화시키

거나 촉매역할을 함으로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 중 단백질 분해효소(protease)는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효소의 하나로 식품 및 제약, 피혁 가공업, 세제,

진단 등에 이용되며, 전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효소의 60 %

를 차지한다(Adrio와 Demain 2014). 생체 단백질의 아미노산

사이에 존재하는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아미노산이나 펩

티드를 생산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는 모든 생명체가 효소의 생

산원이 될 수 있다(Khan 2013). 하지만 동물 및 식물로부터의

산업적인 공급은 윤리적인 문제와 기후적인 요인 등으로 필요

한 수요를 맞추기 힘들며,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부분의 효소

들은 미생물로부터 생산된다(Rao 등, 1998; Adrio와 Demain

2014).

미생물은 대사과정에서 중요한 세포 내 단백질 분해효소뿐만

아니라 환경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분해된 가수분해 산

물을 흡수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세포외부로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한다(Kalisz 1988). 이러한 세포 외 단백질 분해효소들은 생

산과 정제의 용이성 때문에 좋은 단백질 분해효소의 산업적 공

급원 역할을 한다(Kumar와 Takagi 1999). 단백질 분해효소는

효소의 작용 pH에 따라 산성, 중성, 알카리성 효소로 분류되며,

이중 알칼리성 효소가 세탁제의 첨가물로서 산업적으로 가장 많

이 이용되며, 이들을 생산하는 주요 세균 속은 Bacillus 속이다

(Rao 등, 1998).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Aeromonas,

Alcaligenes, Arthrobacter, Chryseobacterium, Halomonas, Micro-

coccus, Pseudoalteromonas, Pseudomonas, Serratia, Shewanella,

Vibrio로부터 단백질 분해효소의 생산 및 특성 등이 보고되었다

(Gupta 등, 2002; Shafee 등, 2005; Oh 등, 2015).

이전의 연구에서 새로운 미생물 효소원을 찾고자 썩은 나무

로부터 단백질 분해효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분리 동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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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xanthomonas 속의 두 균주 WD12와 WD32를 분리보고

하였다(Cho 등, 2010). Pseudoxanthomonas 속은 그람 음성균

의 γ-Proteobacteria 과에 속하는 세균으로 계통학적으로

Xanthomonas, Xylella, Stenotrophomonas 속과 밀접한 연관관계

를 가지며, biofilter로부터 처음 분리되어 독립적인 속으로 보고

되었다(Finkmann 등, 2000). 그 후 다수의 토양시료와 온천 등

에서 여러 종이 분리보고 되었고 종에 따라 casein과 젤라틴을

분해할 수 있거나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Li 등, 2014). 하지

만 이 속의 균주 중에 체외 단백질 분해 효소의 특성에 관한

보고는 많지 않고 새로운 효소를 특정 산업분야에 사용하기 위

해서는 먼저 효소의 최적온도와 pH 특성을 알아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신종의 가능성이 높은 WD12와 Pseudoxantho-

monas mexicana로 추정되는 WD32 균주의 세포외 단백질 분

해효소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배지 및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Pseudoxanthomonas sp. WD12와 WD32 균

주는 부패한 나무에서 분리한 균주를 사용하였고(Cho 등, 2010),

배양은 LB 배지(sodium chloride 0.5 %, tryptone 1.0 %, yeast

extract 0.5 %; Duchefa biochemie, Netherlands)에 0.1 %

Difco skim milk (BD, Sparks, MD, USA)를 첨가하여 만든

배지를 사용하였다. 균주는 37 oC에서 최고활성을 보인 배양시

간(WD12는 100시간, WD32는 80시간) 동안 배양하고 균의 성

장은 흡광도 600 nm에서 측정하였다.

효소활성 측정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 측정은 배양액을 4 oC에서 8,000 rpm

(Micro 17R, Hanil, Kimpo, Korea)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균체를 제거한 상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효소의 활성

측정은 기질로 0.5 %(w/v) azocasein을 사용한 조 등의 방법

(Cho 등, 2010)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

성 결과 값은 모두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최적 pH, 온도조건 및 금속이온

최적 pH 측정을 위해 pH 6.0에서 pH 7.0까지는 0.5 M

phosphate 완충용액, pH 8.0에서 pH 9.0까지는 0.5 M Tris-

HCl 완충용액, pH 10.0에서 pH 11.0까지는 2.0 M glycine-

NaOH 완충용액을 사용하였다. 효소 반응온도는 10 oC에서부터

60oC까지 이용하며 5oC 간격으로 조정하여 효소활성을 측정하

였다. 금속이온은 AgNO3, KCl, NaCl, CaCl2, CuSO4, MgCl2,

MnSO4, AlCl3, FeCl3을 최종농도가 1 mM 또는 5 mM의 되도

록 효소 반응액에 첨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외 단백질 분해효소의 최적 pH

반응 pH에 따른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WD12

는 pH 6.0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효소의 활성도 증가하였다.

pH 9.0에서 최대 활성인 655 unit/mL을 나타낸 이후 감소하다

유지되었고 pH 7.5에서 pH 11의 범위에서 최고 값의 56 %

정도의 활성 값을 보여주었다(Fig. 1A). WD32는 pH 6.0에서

pH가 증가에 따라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이 증가하다가 pH

8.0에서 최대 활성 264 unit/mL을 나타낸 이후 효소활성이 감

소하였으며, pH 11 에서는 최고 값에 비하여 33 % 활성 값을

보여주었다(Fig. 1B).

WD12의 경우에는 pH 12에서 효소활성이 유지되어(데이터

미제시) 알카리성 조건에서 사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WD12와 유사한 최적 pH를 가지는 균주는 산업적으로 많이 사

용되는 Bacillus 속의 균주가 많았으며(Kim 등, 1997; Hutadilok-

Towatana 등, 1999; Ok 등, 2000), WD32와 같은 중성 단백질

분해효소의 특성은 Yersinia ruckeri (Secades와 Guijarro 1999)

와 Pseudoaltermonas sp. 47 (Cha 등, 2007), B. cereus SH-7

(Kim 등, 1997)가 있었다.

세포외 단백질 분해효소의 최적온도

효소의 활성온도는 산업적인 이용에서 중요하므로 효소의 최적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WD12의 경우 10oC에서 온도가 증

가하면서 활성이 약하게 증가하다가 30oC에서 효소활성이 최적

온도의 29 %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후 최대 활성을 보

인 50oC까지 다소 강하게 증가하였고, 50oC 이상에서는 단백질

Fig. 1 Effect of pH on extracellular protease activity of

Pseudoxanthomonas sp. WD12 and WD32. The strains WD12 (A) and

WD32 (B) were cultured at 37 oC in LB supplemented with 0.1 % skim

milk and enzyme activity was determined with 0.5 % azocasein as

substrate at 45 oC for 1 h. The buffer were used 0.5 M phosphate (pH

6.0~7.0), 0.5 M Tris-HCl (pH 8.0~9.0), 2.0 M glycine-NaOH (pH

10.0~11.0).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assays are indicated by error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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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활성화에 의해 활성이 급격히 떨어졌다(Fig. 2A). WD32

의 경우에는 최대 활성을 보인 45oC까지 완만하게 효소활성이

증가한 이후 급격한 활성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2B).

두 균주 모두 생육하는 최적온도는 37oC이였지만(Cho 등,

2010), 효소의 최적활성 온도는 WD12가 50 oC, WD32는 45 oC

로 상이하였다. 최적의 온도와 pH에서 단백질 분해효소의 최고

활성을 측정한 결과 WD12의 활성은 768 unit/mL을 나타내었

고, WD32의 활성은 294 unit/mL을 나타내어 WD12가 WD38

보다 2.6배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WD12와 WD32의 최적활

성 온도는 내열성 Bacillus 속의 균주들이 가지는 70 oC보다 낮

았다(Bae와 Park 1989; Hutadilok-Towatana 등, 1999). WD12

는 Kim 등(1997)이 보고한 B. cereus SH-7의 균주와 같은 최

적온도를 가졌고, WD32는 Kang 등(1998)이 보고한 호알카리

성 Coryneform 세균과 같았다.

세포외 단백질 분해효소에 대한 금속이온의 효과

일반적으로 효소의 활성은 다양한 금속이온에 의해 영향을 받

으므로 이를 조사하였다. WD12는 KCl, NaCl, MnSO4, CaCl2,

MgCl2에 의해 활성이 증가하였고, WD32는 KCl, NaCl,

MnSO4, CaCl2에 의해 활성이 증가하였다(Table 1). 최고의 활

성증가는 5mM MnSO4의 첨가했을 때 WD12는 30 %, WD32

는 55 % 활성증가를 보였다. MgCl2에 첨가시 WD12에서는 활

성이 증가한 반면 WD32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금속이온에 의

한 효소의 억제는 두 균주 모두 AgNO3, CuSO4, AlCl3, FeCl3

에 의해 활성이 저해되었고, 특히 5 mM FeCl3, CuSO4에 의해

활성이 27 % 이상 강하게 저해되었다(Table 1).

이와 같이 MnSO4에 의해 강한 활성증가를 보인 Chryseo-

bacterium sp. JK1 (Lee 등, 2013)는 AgNO3, CuSO4, AlCl3

에서는 활성감소를 보여 다소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FeCl3의

경우에는 두 균주와 달리 활성증가를 보였다. Pseudoaltero-

monas donghaensis HJ51 (Oh 등, 2015)의 경우도 AgNO3,

CuSO4, AlCl3에서는 활성감소를 보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두 균주에서 강한 활성을 보인 MnSO4의 첨가에는 강한 활성

감소를 보여 상이하였다.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신종세균과 그에 따른 단백질 분해효소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Pseudoxanthomonas sp.

WD12는 기존에 보고된 Bacillus 속의 세균과 유사한 특성을 가

져 알칼리성 조건의 산업 환경에서 이용가능 하다고 생각되며

차후 유전자 클로닝과 이를 이용한 대량생산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단백질 분해효소는 단백질 내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을 가수

분해하며,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소이다. 이전의

논문에서 부패한 나무로부터 Pseudoxanthomonas sp. WD12와

WD32를 분리하였다. 분비된 단백질 분해효소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WD12는 pH 9.0, 50 oC, WD32의 경우 pH 8.0, 45 oC

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었다. 최적조건하에서 최고의 활성은

WD12는 768 unit/mL로 WD12의 활성이 WD32보다 2.6배 높

았다. 금속 이온에 대한 분비효소 영향을 조사한 결과 두 균주

모두 KCl, NaCl, CaCl2, MnSO4를 첨가했을 때 활성이 증가하

였으며, AgNO3, CuSO4, FeCl3, AlCl3를 첨가했을 때는 감소하

Table 1 Effect of metal ions on the activity of extracellular proteases of

Pseudoxanthomonas sp. WD12 and WD32

Metal ions

WD12 WD32

Concentration
(mM)

Relative
activity (%)

Concentration
(mM)

Relative
activity (%)

None - 100.0±6.9 - 100.0±2.0

AgNO3 1 085.4±2.8 1 089.1±0.8

5 084.5±1.5 5 085.4±1.8

KCl 1 104.2±1.2 1 097.8±2.0

5 105.7±5.5 5 103.4±1.3

NaCl 1 098.8±3.9 1 096.6±0.7

5 105.9±0.2 5 103.4±2.4

CaCl2 1 103.8±6.6 1 105.9±1.0

5 101.5±3.8 5 109.9±1.5

CuSO4 1 079.3±1.3 1 074.1±2.1

5 072.1±2.9 5 061.8±1.4

MgCl2 1 102.1±2.4 1 099.6±1.9

5 107.4±1.2 5 098.4±3.0

MnSO4 1 120.5±2.9 1 118.9±1.3

5 130.3±3.0 5 155.5±1.3

AlCl3 1 090.0±5.3 1 095.2±1.6

5 090.2±1.0 5 082.3±4.7

FeCl3 1 090.1±1.3 1 085.9±1.8

5 073.2±1.3 5 061.6±8.2

Fig. 2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extracellular protease activity of

Pseudoxanthomonas sp. WD12 and WD32. All conditions are the same

as Fig. 1 except the reaction temperatures from 10 to 60 oC, and pH 9.0

for WD12 (A) and pH 8.0 for WD32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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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최고의 활성은 MnSO4의 첨가했을 때 두 균주 모두 활성

증가를 보인 반면 FeCl3, CuSO4는 활성저해를 보였다. 신종으

로 생각되는 WD12 균주의 효소는 알칼리성 조건의 산업 환경

에서 이용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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