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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Oxidosqualene-lanosterol cyclase는 포유동물 

의 간이나 yeast 등에서 발견되는 효소로 (s)-2,3-oxi- 
dosqualene을 protosterol 중간체를 거쳐 lanoste- 
rol로 변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Yeast cyclase는 

간으로부터 분리된 cyclase가 microsomal fraction에 

있는 것과는 달리 초고속 원심분리 이후에도 super
natant 용액에 녹아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느나匕 최근 

yeast로부터 분리된 cyclase도 microsomal fraction 
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Yeast cyclase는 잘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히 불안정하여 일반적인 

분리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효소의 활성도를 모두 

잃는 등 분리정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는 yeast cyclase의 분리정제에 부분적으로 성 

과를 거둔 바 있다3. 본 연구에서는 yeast cyclase의 

분리정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질 

인 2,3-oxidosqualene을 1,6-diaminohexane을 spa- 
cer로 사용하여 Sepharose 6B 에 붙여 affinity mat- 
rix를 만들었으며 이를 cyclase의 분리정제에 이용 

하였다. 이 2,3-oxidosqualene-lanosterol cyclase의 

분리정제는 23oxidosqualerie으로부터 lanosterol로 

의 고리화 반응이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Fzp. 1에 

보여준 non-stop anti-Markovnikov 메카니즘을 통한 

protosterol 중간체(a)를 형성할 것인지 혹은 Marko- 
vnikov 중간체(b)를 형성한 후 2단계 반응으로 중 

간체(a)를 이룰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Yeast cyclase의 활성도가 sonication에 의하여 

증가된다는 것이 최근 알려져 French press 대신 

초음파세포파쇄 기 를 이 용하였다袂 Bakefs yeast 60 
g을 300 m2의 phosphate buffer(pH 7.4, 0.1 에 

넣고 40°C에서 잘 저어준 후 dry ice/acet이ie bath를 

이용하여 10°C 이하로 온도를 유지시키며 90분 동안 

연속적으로 sonication 시켰다. Sonication 후 buf- 
fer의 pH는 6.5~6.7이었으며 1 m/의 파쇄된 yeast 
suspension^- 사용하여 (R,S)~2,3・oxidosqualene을 

assay 했을 때 35~40%가 lanosterol로 변환되었다， 

이 yeast suspension^- 15분 동안 원심분리(13000g) 
시켜 cell debris를 제거하여 얻은 supernatant를 90 
분 동안 초고속 원심분리(150000g)하여 microsomal 
fraction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microsomal fraction 
을 1.0% Triton X」00을 포함하고 있는 200 m/의 

phosphate buffer(0.1 resuspend시키고 12시간 

저어준 후 다시 원심분리(150000g)하여 buffer에 

녹아 있는 cyclase를 얻을 수 있었다. Solubilized 
cyclase는 一20°C에서 1달동안 활성도를 거의 그대 

로 유지하였다. Cyclase가 녹아 있는 supernatant 
30 m/를 0.06% Triton X-100을 포함하는 phosphate 
buffer(10mM)로 미리 처리해 놓은 hydroxylapatite 
c이umn(2.5X35 cm)에 흡착시킨 다음 10 mM phos
phate buffer로 씻어낸 후 300m/의 linear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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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possible intermediates for the conversion 
of 2,3-oxidosqualene to lanosterol, (a) protosterol in
termediate, (b) Markovnikov intermediate.

phosphate buffer(pH 6.2f 10mM-0.5M)로 용리 시켰 

다. 활성을 가진 우유빛의 fraction을 모아 Amicon 
concentrator^ 10 m/로 농축시킨 후 10 mM phos
phate buffei■에서 12시간 동안 투석시키고 밑에 기 

술한 방법으로 만든 5 m2의 affinity column에 흡착 

시켰다. 이 oolumn을 10mM(60iW)과 0.2A/(60m/) 
의 phosphate buffer로 씻어낸 후 affinity matrix에 

붙어있는 cyclase를 0.05% Triton X-100을 포함하고 

있는 0.4 M phosphote buffer로 용리 시 켰다. Affinity 
column에 의하여 분리된 cyclase solution과 hydro
xylapatite treated cyclase solution 의 specific acti
vity# 비교하였을 때 0.013 U/mg과 0.0013 U/mg으 

로써 10배 이상의 .활성도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yeast cyclase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분리 

방법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이다. Affinity column으로 분리한 cyclase solu- 
tion을 Amicon concentrator^ 농축시킨 후 SDS- 
PAGE electrophoresis시켰을 때 40kDa에 single 
band가 관찰되었으나 55kDa에 매우 엳은 band가 

존재하는 듯 보여 아직 소량의 불순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ffinity column matrix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먼저 2차증류수로 깨끗하게 씻은 

Sepharose 6B(9g)를 Cuatrecasas의 방법을 따라& 

cyanogen bromide(3g)로 활성화시킨 후 spacer로 

이용되는 l,6-diaminohexane(5 g)-§- 반응시킨 다음 

과량의 cyanogen bromide를 물로 씻어내었다. 2 
eq의 NBS와 squalere을 반응시켜 만든 2,3 : 22,23-

Sepharose 6B
11. CNBr (pH 11)
12. 116-Di aainohexane

Sepharose 6B-NH■(어2M-NH2

Lanosteryl 2.3：22,23-Dioxidosqualene
heaisuccinate '' 1 ■

S-6B-NH-(CH2)6-NH-LHS S-6B-NH-(CH2)fl-NH-D0S

Scheme 1.

dioxidosqualene^}-7 1,6-diaminohexane을 결합시킨 

Sepharose 6B를 THF(26 m/)/0.05N NaOHGmZ)에 

넣고 60°C에 서 90분 실온에 서 12시 간 동안 반응시 킨 

후 유리필터로 거른다음 THF(250 ml), 50% aq. 
THF(250mZ) 그리고 2차증류수(31)로 씻어 affinity 
matrix# 만들었다(Scheme 1).

Lanosteryl hemisuccinate오} cholesteryl hemisu
ccinate < Sepharose 6B에 붙여 새로운 affinity ma- 
trix들을 만들어 시험해 보았으나 이들 matrix들은 

cyclase를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효과적인 

affinity column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방법 

으로 yeast cyclase를 분리정제 하였을 때 cyclase의 

활성도를 모두 잃는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2 Hydrox- 
ylapatite와 DEAE Sephacel을 사용하여 cyclase-f- 
정제한 경우 5배와 3배의 활성도 증가를 보였다. 

Yeast cyclase 의 활성도는 cyclase를 용해시키는데 

쓰인 detergent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zwit
terionic detergents! CHAPS나 anionic detergent인 

sodium cholate-f-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이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활성도가 비가역적으로 

감소하였다. Non-ionic detergent인 Tween #40의 

경우 활성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Triton 
X-100를 사용하였을 경우 활성도가 증가되었으며 

1%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 cyclase가 거의 완전히 

용해되어 초고속 원심분리 후 supernatant와 침전 

물의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supernatant만이 활성 

도를 나타내었다. pH의 변화에 따른 cyclase의 활 

성도는 pH 6〜6.5 사이에서 가장 높았으며 >pH7.5 
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Cyclase의 활성도는 

또한 cysteine 변형제인 N-ethylmaleimide, 5,5'~di- 
thio-bis(2-nitrobenzoic acid), 그리고 p-chloromer- 
curibenzenesulfonic acid 에 의하여 매우 강하게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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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되었으나 Diethylpyrocarbonate와 phenylmethyl
sulfonyl fluoride 에 의하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 

았는데 이로부터 cyclase가 활성을 갖기 위하여는 

catalytic site에 cysteine thiol group이 존재하여야 

중！지만 histidyl group이나 serine hydroxyl group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east cyclase와 oxidosqualene의 carboxylic acid 
유도체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반응 중간체(a), (b) 
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현잰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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