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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pneumoniae is one of the major pathogens in community-acquired diseases, and it contains 
several factors that promote its pathogenesis, including pneumolysin (PLY). PLY is a member of the 
cholesterol-dependent cytolysin family, which attacks cholesterol-containing membranes, thereby form-
ing ring-shaped pores. Thus, it is a major key target for vaccines against pneumococcal disease. We 
cloned the PLY gene from S. pneumoniae D39 and inserted it into the pQE-30 vector. Recombinant PLY 
(rPLY) was overexpressed in Escherichia coli M15 and purified by Ni

2+ 
affinity chromatography. 

Similarly, a PLY-EGFP fusion gene was produced by inserting the EGFP gene at the 3‘ end of the 
PLY gene in the same vector, and the recombinant protein was purified. Sodium dodecyl sulfate–pol-
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showed that both recombinant proteins were purified. 
rPLY exhibited significant hemolytic activity against 1% human red blood cells (RBCs). Complete he-
molysis was obtained at 500 ng/ml, and 50% hemolysis was found with a 240 ng/ml concentration. 
In contrast, rPLY-EGFP did not show hemolytic activity. However, rPLY-EGFP did bind the RBC 
membrane, indicating that rPLY-EGFP lost hemolytic activity via EGFP fusion, while retaining its 
membrane-binding ability. These data suggest that PLY’s C terminus is important for its hemolytic 
activity. Therefore, these two recombinant proteins can be extremely useful for investigating the toxin 
mechanism of PLY and cell damage during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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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treptococcus pneumoniae는 정상인의 비인후부에 존재하며 

기도의 상부를 감염시켜 폐렴을 일으키는 전염성 원인 균이다

[6]. Streptococcus pneumoniae의 감염은 기도뿐만 아니라 신체

의 여러 부위에 발생하여 수막염, 중이염, 패혈증 등을 일으킨

다[3]. 세균성 폐렴(Bacterial pneumonia) 중 60-70%는 이 균에 

의해 일어나며, 특히 두 살 이하의 소아나 노인 그리고 면역결

핍 환자들은 폐렴에 취약한 고위험 그룹에 속한다. 폐렴은 항

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하지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내성

균의 증가로 치료가 힘들어지고 있다[1, 17, 18]. 지속적으로 

백신개발을 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0만 명 이상이 폐렴에 의해 사망하

여 급성 호흡기 질환 사망률 1위(40%)를 점유하고 있다[7, 20].

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질병 유발 요인은 네 종류

로 나눌 수 있다[11]. 첫 번째로는 다당체로 구성된 캡슐로서 

식균작용으로부터 폐렴균을 보호한다. 캡슐을 가진 S strain은 

병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캡슐이 없는 R strain은 병원성이 약

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캡슐이 

없는 Streptococcus pneumoniae 역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많은 연구로 제시되고 있다[12]. 두 번째는 숙주의 

상피 점액층액 부착하여 집락을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때 S. 

pneumoniae는 상피세포의 당지질을 구성하는 N-acetylglucos-

amine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착하게 된다. 또한, 점액층 상피에

서 성장하기 위해 neuraminidase를 방출하여 침투성을 확보

한다. 세 번째로서 autolysin이 있으며, 이것은 폐렴균 자체 

분해를 일으키면서 폐렴균 세포 내에 존재하는 독성 단백질과 

염증 유발 물질을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가 autolysin

에 의해 방출되는 pneumolysin으로 세포독성 및 용혈활성을 

가진 독소 단백질이다.

Pneumolysin은 cholesterol 의존형 세포독소에 속한다. 이

들 독소는 cholesterol을 함유한 세포막에 결합하여 원형의 구

멍을 형성하여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단백질 독소이다[9, 19]. 

또한 보체경로를 활성화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Pneumolysin의 분자량은 약 53 kDa으로 4 개의 

도메인(dom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말단 쪽 첫 번째 도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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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은 음전하를 가진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막에 

결합할 때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C-말단 쪽의 

네 번째 도메인에 존재하는 tryptophan-rich 모티브(motif)가 

cholesterol과 결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도메인을 제거

하면 결합능을 상실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도메인은 첫 번째와 네 번째 도메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도메인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으

며, 세 번째 도메인은 두 번째 도메인 측면에 느슨하게 위치하

고 있다[4].  Pneumolysin에 의해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과정

에서 2가지 주요단계는 세포막 결합과 구멍을 형성하는 독소

의 중합화(oligomerization)이다[8]. 이 2단계는 온도의존성에 

있어서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포막 결합에서는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에 중합화는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또한, 이 과정은 콜레스테롤 의존과정으로 콜레스테롤을 첨가

하면 세포독성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이는 세포막의 콜레스테

롤이 이 독소의 수용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단량체의 pneu-

molysin이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세포막에 끼어들어가고, 

추가적으로 pneumolysin이 연속으로 결합하여 중합을 하면

서 원형의 구멍을 일으킨다. 이렇게 형성된 구멍들은 삼투 메

커니즘에 의해 세포용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1]. 

Streptococcus pneumoniae 병원성 유발에 pneumolysin의 역

할연구는 in vitro 또는 in vivo 모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으

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활성을 가진 pneumolysin 단백질이 필요하며, 또한 

합당한 대조 단백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E. coli 

시스템에서 활성적인 pneumolysin 단백질을 생산하였으며, 

EGFP를 융합하여 세포용해 활성을 상실하였으나 결합능은 

보유한 대조 단백질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pneumo-

lysin-EGFP 단백질을 생산한 것에 대해 보고 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Pneumolysin 유 자 클로닝

Pneumolysin 유전자는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균주

의 genomic DNA (gDNA)를 주형으로 하여 PCR 방법으로 

클로닝을 하였다. 먼저 S. pneumoniae D39 균주를 THY broth

에서 배양하여 균체를 얻은 후 Wilson의 방법으로 gDNA를 

추출하였다[22]. 추출한 gDNA는 SpeedVac (Titec Co., Japan)

으로 10분간 건조시킨 후 100 μl TE buffer (pH8.0)에 녹여 

사용하였다. 

PCR을 위한 primer로는 forward primer에 BamHI 제한효

소자리를 삽입하였고, reverse primer에는 SacⅠ 제한효소자

리를 삽입하였다. 각 primer의 서열은 5‘CTA GGA TCC ATG 

GCA AAT AAA GCA3’과 5‘ACT GAG CTC GTC ATT TTC 

TAC CTT A3’로서 Bioneer (Daejeon, Korea)에서 제작하였다. 

PCR 반응조건으로는 95℃에서 1분, 60℃에서 1분, 72℃에서 

3분간으로 하여 30 cycles를 실시했고, 마지막 extension은 72 

℃에서 10분간 실시하였다. DNA 증폭기로 PCR Thermal 

Cycler Dice Gradient (Takara, Japan)을 사용하였다. PCR 후 

pneumolysin 유전자 DNA는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1,500 bp 

산물로 확인하였다. PCR로 얻은 pneumolysin 유전자 DNA는 

pQE-30 vector에 삽입하기 위해 BamHⅠ과 SacⅠ으로 pneu-

molysin DNA와 pQE-30 vector를 각각 절단한 후 T4 ligase 

(TaKaRa, Japan)로 연결하고, E. coli M15에 형질전환 시켰다

[16]. 

E. coli M15에서 pneumolysin 재조합 단백질의 발 과 

정제

Pneumolysin 단백질 발현과 정제는 QIAexpressionist 방법

(Qiagen, Germany)에 따라 실시 하였다[13]. Pneumolysin 유

전자가 형질전환된 E. coli M15를 1 mM IPTG (isopropyl-1- 

thio-β-D-galactopyranoside) 함유 LB broth에서 배양하면서 

pneumolysin 단백질 발현을 유도하였다. 초음파로 균체를 파

쇄한 후 4℃에서 15,000x g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상등액을 Ni2+-agarose affinity 컬럼에 통

과시켜 재조합 pneumolysin 단백질을 흡착시켰다. Washing 

buffer로 컬럼을 세척한 후 흡착된 재조합 pneumolysin 단백

질을 50 mM - 250 mM imidazole 농도구배로 용출하였으며, 

각각의 분획은 12% acrylamide gel을 사용하여 SDS-PAGE로 

확인하였다.

재조합 pneumolysin의 투석

Imidazole 농도구배로 정제한 pneumolysin 단백질의 기능

성 분석을 위해 정제과정 buffer에 함유된 imidazole과 다른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 투석을 실시하였다. 12,000 Da cutoff 

투석막에 정제한 pneumolysin을 넣고 PBS로 15시간씩 2회 

투석하여 염류를 제거하였다.

Pneumolysin-EGFP fusion 유 자 제작

Pneumolysin을 세포막 부착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해 

EGFP를 pneumolysin의 C-말단에 융합하였다. 이를 위해서 

구축된 pneumolysin 클로닝 벡터에 EGFP 유전자를 삽입하였

다. EGFP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본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EGFP 유전자를 주형으로 하여 SacⅠ 제한효소자리가 첨

가된 forward primer 5’ATA GAG CTC ATG GTG AGC AAG 

GGC3’와 XmaⅠ 제한효소자리가 첨가된 reverse primer 5’TAT 

ACC CGG GCT ACT TGT ACA GCT C3’를 사용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증폭된 EGFP 유전자는 앞에서 설명한 pneumo-

lysin 클로닝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pneumolysin 유전자 3’ 

뒤쪽에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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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DS-PAGE of recombinant pneumolysin and pneumo-

lysin-EGFP proteins. A. Diagram of pneumolysin and 

pneumolysin-EGFP. B. Purified pneumolysin and pneu-

molysin-EGFP proteins from Ni
2+-agarose column were 

analyzed on SDS-PAGE. Ply : pneumolysin, Ply- EGFP 

: pneumolysin-EGFP, N : N terminus, C : C terminus.

재조합 pneumolysin의 용 반응

정제된 pneumolysin과 pneumolysin-EGFP의 용혈독소 활

성을 검사하기 위해 적혈구에 대한 용혈능을 측정하였다[5]. 

각 농도 별로 희석된 pneumolysin 50 μl와 PBS에 1.0%(v/v)로 

현탁된 O형 적혈구 50 μl를 혼합하여 37℃에서 30 분간 반응시

켰다. 반응액은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회수하여 적혈구가 용혈되어 유리된 헤모글로빈의 양을 ELISA 

reader (xMark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Rad, USA)

를 사용해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완전용

혈 대조군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고, 음성 대조군으로는 생

리적 식염수를 사용하였다.

재조합 pneumolysin-EGFP 단백질의 구 부착

재조합 pneumolysin-EGFP 단백질의 적혈구 막 부착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합 단백질(500 ng/ml) 50 μl와 1.0% 

(v/v) O형 적혈구 50 μl를 혼합하여 37℃에서 30 분간 반응시

켰다. 반응 후 PBS로 세 번 적혈구를 세척하고 다시 PBS에 

현탁하여 형광현미경(Motic, China)으로 적혈구의 EGFP 형광 

여부를 확인하였다. 재조합 pneumolysin 단백질은 반응 후 

용혈이 발생하여 세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분리하고 

침전물을 취하여 현미경에서 관찰하였다.

결과  고찰

Pneumolysin 단백질 합성과 정제

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감염 메커니즘에 대한 연

구는 주로 균체를 이용하여 in vitro 또는 in vivo 모델에서 진행

되어 왔다. Streptococcus pneumoniae가 숙주를 침입하는 첫 번

째 경로로서 상기도에서 neuraminidase 방출과 PsaA와 같은 

다양한 폐렴균 표면 단백질에 의한 상피세포와 접촉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 병원성을 나타내기 위한 

주요한 독성인자는 pneumolysin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서는 pneumolysin 결여 돌연변이 균주는 

mouse 정맥 내 감염 후 세균 수의 증가가 낮게 유지되면서 

감소하였으며, 숙주 동물 역시 생존율이 매우 높았다[2]. 

Pneumolysin은 용혈 독소로서 오래 전에 알려졌으며 다양한 

세포독성 및 면역반응 유발 등과 같은 활성이 보고되어 있으

나 여전히 세포독성 유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활성 pneumolysin과 여러 가지 비활성 pneumolysin이 

요구되어 pneumolysin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였다. 먼저 S. 

pneumoniae로부터 gDNA를 추출하여 PCR을 통해 pneumo-

lysin 유전자를 증폭한 후 단백질 생산 vector인 pQE-30 vector

에 삽입하였다. 삽입된 pneumolysin 유전자는 DNA서열을 확

인하여 wild type임을 확인하였다. pQE-30pneumolysin vec-

tor를 단백질 발현 균주인 E. coli M15에 형질전환시키고 1 

mM IPTG를 첨가하여 약 4시간 동안 배양하여 재조합 pneu-

molysin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재조합 pneumolysin 

단백질의 정제는 Ni2+-agarose column을 사용하였으며, imi-

dazole 100~250 mM 농도에서 column에서 분리되어 용출되

었다. SDS-PAGE 상에서 pneumolysin 단백질은 거의 정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제된 pneumolysin은 순도와 농도를 

bovine serum albumin과 비교하였다(Fig. 1). 또한, pneumo-

lysin을 육안으로 추적하기 위해 EGFP를 pneumolysin N-말

단에 융합하였다. 이를 위해 pneumolysin 유전자를 클로닝 할 

때 pneumolysin 유전자의 stop codon이 결여된 상태로 pQE- 

30 vector에 삽입하였으며, pneumolysin 유전자의 3’ 말단에 

EGFP 유전자를 끼워 넣어 융합 유전자를 제작하였다. 이 융합 

유전자에서 pneumolysin-EGFP 재조합 단백질을 pneumo-

lysin 재조합 단백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정제하였다

(Fig. 1). Ni2+-agarose를 사용한 정제 방법은 두 재조합 단백질 

모두에서 아주 효율적이었으며, 거의 순수하게 정제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Pneumolysin의 용 반응과 세포막 결합

대장균에서 생산한 pneumolysin과 pneumolysin-EGFP 단

백질은 native 상태에서 정제하여 용해성이긴 하지만 활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혈구를 사

용하여 재조합 단백질의 용혈활성을 조사하였다. 재조합 단백

질은 투석을 하여 적혈구 용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염을 제거

한 후 사용하였다. Pneumolysin은 500 ng/ml 이상부터 약 

100% 용혈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약 240 ng/ml에서 약 50% 

용혈활성을 나타내었다(Fig. 2). 즉, 재조합 pneumolysin은 용

혈독소로서 활성을 가진 단백질로 제작되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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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molytic activity of pneumolysin and pneumolysin- 

EGFP.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pneumolysin and 

pneumolysin-EGFP were mixed with 1% human red 

blood cell (RBC) suspension in U-shaped bottom of 96- 

well plate. Panel A showed hemolysis of RBC and panel 

B showed hemolytic activity of pneumolysin and pneu-

molysin-EGFP measuring the absorbance at 415 nm. 

Neg : negative control as saline, Pos : negative control 

as distilled water.

Fig. 3. Microscopic red blood cells after treatment of pneumo-

lysin and pneumolysin-EGFP. Each pneumolysin or 

pneumolysin-EGFP was treated with RBC and RBC was 

observed under bright and fluorescent fields after three 

times PBS washing. Right panel showed hemolysis by 

pneumolysin, EGFP and pneumolysin-EGFP. EGFP pro-

tein was used as a negative hemolysis and binding 

activity. Left panel showed hemolytic patterns under 

bright field microscopy. PLY-treated RBC were hemo-

lyzed and few ghost RBC (arrow marked) only observed 

while EGFP- and pneumolysin-EGFP-treated RBCs main-

tained their intact shape. Ply : pneumolysin, Ply- EGFP 

: pneumolysin-EGFP.

반면에 pneumolysin-EGFP는 농도와 상관없이 용혈활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Fig. 2). 현미경 하에서 관찰된 pneumolysin 처

리 적혈구는 용혈 되어 형태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관찰

된 극소수 적혈구는 막이 심하게 손상된 모양으로 관찰되었

다. 그러나, pneumolysin-EGFP 처리 적혈구는 온전한 적혈구

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형광현미경 하에서 적혈구 막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 pneumolysin-EGFP가 적혈구 막과 결

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pneumolysin-EGFP는 용혈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막 결합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된 EGFP가 용혈 활성을 나타내는 

pneumolysin의 모티브를 입체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지며, 이전에 보고된 pneumolysin의 C-말단 쪽이 용혈

활성에 관여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8, 15]. 또 다른 

가능성은 pneumolysin과 같은 용혈독소가 용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포막에서 중합화가 일어나야지만 구멍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19] C-말단의 EGFP가 pneu-

molysin의 중합화를 방해함으로써 세포막에 구멍을 형성하는 

것을 저해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14]. 이런 가능성은 추가적

으로 여러 가지 돌연변이 pneumolysin 제작과 N-말단 EGFP 

융합 pneumolysin 제작을 함으로서 연구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현재 제작된 두 재조합 단백질을 사용하여 pneu-

molysin에 의한 세포 손상에 따른 다양한 생화학적 연구가 

가능하며, 특히나 pneumolysin-EGFP 단백질은 용혈활성이 

결여된 대조군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있으며, 또한 허파상피 

세포와 같은 숙주세포에서 pneumolysin의 막결합으로 유도

되는 반응을 조사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폐렴균은 기회 감염성 질환 중 매우 높은 사망률을 초래하

며, 의료 기술의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증가는 현

대 의학의 가장 주된 딜레마로 남아있고, 또한, pneumolysin

과 같은 독소를 생산하는 세균의 경우 항생제로 치료하여도 

독소에 대한 치료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Strep-

tococcus pneumoniae 가 비강 내에서 초기 집락을 형성하는데

도 pneumolysin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10], 

면역력이 약화된 어린이나 고령자의 경우는 백신을 통한 예방

과 독소에 의한 손상을 차단하거나 완화하는 치료방법이 효과

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pneumolysin은 

향후 이 독소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 독성 메커니즘과 방어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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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Streptococcus pneumoniae가 생산하는 pneumolysin의 EGFP 융합으로 인한 용 활성 변화

정경태*․이재헌․조혜주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Streptococcus pneumoniae는 pneumolysin과 같은 병원성 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전파되는 심각한 

병원성균에 포함된다. Pneumolysin (PLY)은 콜레스테롤 의존적으로 세포막에 구멍을 형성하는 세포독소로서 백

신의 주요한 표적 항원이다. PLY의 연구를 위하여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균주에서 추출한 genomic DNA

를 주형으로 하여 PCR을 시행하였다. 합성된 PLY 유전자 DNA를 pQE-30 vector에 삽입하고, E. coli M15에 형질

전환 시킨 후 LB 배지에 IPTG를 첨가하여 PLY 단백질을 생산하였다. 재조합 단백질은 Ni2+-agarose column을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또한, EGFP를 PLY C-말단에 부착한 융합단백질도 동일한 방법으로 클로닝하여 재조합 단

백질을 생산하였다. 500 ng/ml 농도의 재조합 PLY는 1.0% 적혈구 현탁액을 100% 용혈시켰으며, 240 ng/ml 농도

는 50% 용혈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재조합 PLY-EGFP는 용혈 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적혈구 막에 결합되어 있었다. 즉, EGFP의 PLY C-말단 부착은 PLY의 세포막 결합능은 유지시켰으

나 용혈기능은 방해하였다. PLY C-말단은 용혈기능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며, 세포막 결합은 PLY의 다른 영역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결합능은 가졌으나 용혈 기능이 결여된 

PLY-EGFP를 대조군으로 활용함으로써 두 재조합 단백질은 폐렴 유발에 있어서 PLY 작용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