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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모 acetolactate synthase를 분리 정제하여 기본적인 생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효모를 0.5% glucose, 51 mM K2HPO4, 22 mM KH2PO4, 8 mM(NH4)2SO4, 0.4 mM MgSQ를 포함하는 최소 

배지에서 37로 1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들을 원심분리법으로 수확해 0.1 mM TPP, 0.5mM 
DTT, IgM FAD와 ImM MgCL를 포함하는 20 mM phosphate 완충용액(pH 7.0)에 현탁시 켜 하툿밤 동안 

방치하였다. 효모를 파쇄한 후 이것의 IQOOOX용 상층액을 모아 ammonium sulfate 분별 침전법과 DEAE-Se- 
phacel 그리고 leucine-agarose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부분 정제하였다. 단백질의 농도, 시간, 온도, 

pH, 기질농도 등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측정한 결과 최적온도는 50°C이고, pH8.0~8.5 사이에서 최고 값을 

나타냈다. K伽과 K心값은 각각 8.4 mM과 17.9 nmol/mg/min으로 얻어졌다. 효소의 안정성은 ethylene glycol과 

glycerol의 존재하에서 크게 향상됨이 관찰되었다. Feedback inhibition 연구 결과 Vai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Leu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ABSTRACT. Acetolactate Synthase (ALS) was partially purified from the yeast and its basic biochemi
cal studies were carried out. Yeast was grown in the minimum media containing 0.5% glucose, 51 mM 
K2HPO4, 22 mM KH2PO4, 8 mM (NH4)2SO4, 0.4 mM MgSO4 for 18 hours at 37 °C. The cell was ruptured 
in the buffer (20 mM phosphate buffer pH 7.0, 0.1 mM TPP, 0.5 mM DTT, 1 |iM FAD, and 1 mM MgCk) 
following an overnight suspension. The supernatant fraction was collected from 10,000Xg and the enzyme 
was further purified by ammonium sulfate fractionation, DEAE-Sephacel chromatography and leucine-aga
rose chromatography. The enzyme activity was measured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by the function 
of protein concentration, time, temperature, pH, and substrate. The optimum temperature wa옹 found 
to be 501, optimum pH &0~&5. The kinetic parameters, K허 and Vmax were 8.4 mM and 17.9 nmol/mg/min 
respectively. Stability of the enzyme was studied with ethlene glycol and glycerol added to the enzyme 
solution. Both ethylene glycol and glycerol improved the enzyme stability up to 50%. The study of feedback 
inhibition showed that valine was a strong inhibitior while leucine was a weak inhibitor.

서 론

Acetolactate synthase(ALS, E. C. 4.1.3.18) 또는 

acetohydroxyacid synthase(AHAS)는 고등식물과 

미생물에서 2분자의 pyruvate나 1 분자씩 의 pyru
vate 오｝ 2-ketobutyrate를 결합시켜 각각 acetolac- 

tate나 acetohydroxybutyrate를 합성하는 효소로서 

Vai, Leu, He 같은 가지를 가진 아미노산들의 생합성 

과정의 초기 단계를 촉매한다.'

2 Pyruvate -+ a-acetolactate+CO2

Pyruvate + a-ketobutyrate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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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eto-a-hydroxybutyrate-l- CO2

따라서 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효소이기 때문에 

ALS를 작용표적으로 하는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그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근 

래에 ALS가 sulfonylurea오+ imidazolinone 화합물 

같은 제초제의 표적효소임이 알려짐에 따라 이 효 

소연구가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2 이 효소는 enteric 

bacteria와 효모, 그리고 몇 고등식물에서 주로 연 

구되어졌는데, E. 効，의 경우 3개의 isoenzyme이 

분리되었으며 이들 모두 서로 다른 분자량을 갖는 

polypeptide로 구성된 multimer로 thiamine pyro- 
phosphate(TPP), flavin adenine dinucleotide(FAD), 
Mg2* ion을 cofactor로 필요로 한다.3〜5 또한 그 밖의 

유전자의 발현연구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축적 

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등식물의 경우 barley,8 ara- 

bidopsis,9 pea shoot,10 chlorella11 등에서 부분정제 

및 생화학적 연구 결과가 일부 얻어졌으나 그 중요 

성에 비해 낮은 효소 함량과 효소의 불안정성 때문에 

분자수준에서의 자세한 연구에는 어려움이 많다产 

이와 관련하여 식물에서 얻어진 ALS 유전자를 이 

용한 ALS의 생산 여부가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 

효모 효소昭와 arabidopsis14 경우 E. 効［에서 발현 

시킬 수 있었으나 효소의 불안정성 때문에 아직 대량 

정제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ALS의 효소작용 메카니즘 연구의 

일환으로 자연계의 효모로부터 ALS의 정제를 시도 

하였으며 그 생화학적 특성을 미생물 및 식물의 

ALS와 비교 분석하므로써 앞으로 herbicide resis
tant ALS 개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Acetolac忸te synthase(ALS)의 효소원 

으로 사용된 yeast는 시판되는 baker's yeast를 사 

용하였으며, potassium phosphate와 ammonium su
lfate, magnesium chloride, sodium chloride는 덕 산 

이화학 공업주식회사의 것을 구입하였다. Glucose는 

Shimakyu 회사(Osaka, Japan)의 것을 creatine과 

MgSQ는 TCI 동경화성의 것을 각각 공급받아 사 

용하였으며, cocarboxylase(TPP), dithiothreitol 

(DTT), flavine adenine dinucleotide(FAD), leucine- 

agaroset 모두 Sigma 회사(St. Louis, U.S A) 의 

것을 사용하였다. crNapht이과 acetoin(3~hydroxy- 
2-butanone)은 Aldrich 회사의 것을 DEAE-Sepha- 

c이은 Pharmacia 회사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분리 정제용 LC 장치와 column들은 Bio-Rad 
사의 econo system을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타 일반 시약들은 모두 일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 

였다.

Yea砒의 배양. /를 추출하기 위한 효소원인 

baker's yeast는 minimum media(0.5% glucose, 51 
mM K2HPO4, 22 mM KH2PO4j 8mM (NH4XSO4, 

0.4mM MgSQt와 0.7% yea앣로 구성)에서 18시간 

동안 진탕배양하여 얻었다. 배양시 온도는 371：를 

유지하였으며, shaking 속도는 350rpm이었다. 배양 

후 10,000X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yeast를 수 

확하고 2~3배의 sonication buffer(50 mM potas

sium phosphate(pH 8.0), 1 mM EDTA와 1 mM 
DTT)에 현탁시켜 하룻밤 동안 방치하였다. 이렇게 

처리한 효모 세포를 5분간 ultrasonicater# 사용하여 

파쇄한 후 10,000Xg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위 

말국을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ALS의 효소활동도 축정. ALS assay는 Lee 둥의 

방법1。을 따라 반응 생성물인 acetolactate가 decar- 

boxylation되어 변한 acetoin의 양을 정량하여 측정 

하였다. 즉, 반웅 혼합물(20mM K-phosphate(pH 
7.0), 0.5 mM TPP, 10 |iM FAD, 0.5 mM MgCl2, 40 

mM Na-pyruvate) 500 |iL에 효소용액 50 卩L를 넣 

고 37◎에서 40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웅액에 6N 
H2SO4 50应를 넣어 반응을 중지시킨 후에 60에서 

15분간 방치 시 킨 다음 0.5% creatine(w/v) 500 gL와 

5% l-naphthol/2.5 N NaOH(w/v) 500 卩L를 각각 

넣고 다시 60M에서 15분간 발색시켰다. 이 용액을 

실험실 범용 원심분리기로 약 4,000rpm으로 2분간 

원심 분리한 뒤 위 용액을 취하여 526 nm에서의 

홉광도 값을 읽었다.

ALS의 분리 및 정제. 효모 말국을 35〜75% am
monium sulfate 침전으로 처리한 뒤 c이umn buffer 
(20 mM phosphate buffer(pH 7.0)로 0.1 mM TPP, 
0.5 mM DTT, 1 jjM FAD, 1 mM MgCL와 20% gly- 
cerol를 포함)로 포화시킨 DEAE-Sephacel ion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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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cohimn(3.5cmX20cm)에 0.02~0.6M NaCl 
농도 기울기를 걸어서 통과시켰다. 용액의 용출속도 

는 0.5 mL/min으로 280 nm에서 단백질을 확인한 후 

5mL씩 분획을 받아서 효소활동도를 측정하였다. 

효소활성이 확인된 분획들을 모아 PM-10 amicon 

ultrafiltration membrane으로 약 10배로 농축하여 

Leu-agarose affinity column(0.7 cm〉〈20cm)을 0.2 
mL/min의 속도로 3시간 동안 0.01~0.5M leucine 
gradient를 걸어서 통과시켰다. 각 분획은 ImL씩 

받았으며, 역시 280nm에서 단백질을 측정한 후 효 

소활성을 확인하였다. 각 단계가 끝난 뒤 모아진 

분획들은 투석 과정을 거쳐 염 등을 제거하였다.

단백질 정량 단백질 정량은 Lowry 등의 방법如 

을 따랐으며, 표준 단백질로서 BSA를 사용하였다. 

표준곡선은 0~100 昭 범위에서 그렸으며, 흡광계수 

는 750nm에서 읽었다.

결 과

효모 ALS2| 부분 정제. 진탕 배양하여 얻은 

yeast extract-f- cell disrupter로 파쇄한 후 35~75% 
(NH^SQ 침전시킨 결과 약 1.7배 정제되었다. 투 

석하여 염을 제거한 후 DEAE-Sephacel ion excha

nge chromatography-t- 수행한 결과G*. 1) 효소활 

성은 분획 #50〜 #60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깨끗하게 나타났고, 수집된 분획은 약 6배 정제되 

었다. 여기서 얻어진 분획을 ultrafiltration으로 농 

축하여 leucine~agarose affinity chromatography한 

결과。谊.2) 약 12배 정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세 정제 과정 결과 약 120배 정도의 부분 정 

제가 이루어졌으며(7、沥/e 1) 효소 특성은 주로 이것 

을 사용하였다.

효모 ALS의 일반 특성. 효모 효소의 특성은 순수 

정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E. «小와 같은 미생물 

이나 식물로부터 얻은 ALS와 비교하기 위해 기본 

일반 특성을 검토하였다. 단백질 영향과 시간헤 따른 

ALS 활동도를 검토했으며 단백질량은 50jiL까지 

그리고 시간은 2시간까지는 비교적 깨끗한 직선관 

계가 얻어졌다. 온도변화에 따른 ALS의 활성을 조 

사한 결과 501가 최적 온도로 나타났다。谊. 3). pH 
영향 조사에서 pH8.0~8.5일 때 가장 높은 효소 

활동도를 보여주었으며(F04), pyruvate에 대한 기 

질 의존성 실험에서는仔汉5) K”값은 8.4 mMS， 
K心값은 17.9 nmol/mg/min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효모 ALS의 안정성. 효모 ALS의 안정성을 연

Fig. 1. Elution profile of DEAE-sephacel chromato
graphy of yeast ALS. -ALS activity;---- , protein.

Fig. 2. Elution profile of leucine-agarose chromato
graphy of yeast ALS, -ALS activity;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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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urification of yeast acetolactate synthase step

°1U of specific activity was defined as the absorbance at 526 nm per mg of protein per min.

Step Protein (mg/mL) Specific activity (U") Recovery (%) Purification fold

Crude enzyme 1.660 X101 0.09852 100 1
(NHQ2SO4 (35〜75%) 7.600X10-2 0.1682 45.78 1.707
DEAE - Sephac이 1.155 X10~2 0.9901 6.958 10.05
Leucine-agarose 7.632 X10"4 11.93 0.460 121.05

1995, Vol. 39.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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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yeast ALS 
activity.

Fig. 4. Effect of pH on the a가ivity of yeast ALS. 
----,K-phosphate buffer;------- , Tris-HCl buffer.

Fig. 5. Substrate dependence of the yeast ALS 
activity.

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시약을 효소 추출액에 첨가 

하여 4*에 보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zZ.6). 먼저 

대조군으로서 시약을 첨가하지 않은 효소의 경우 그 

활동도는 약 5시 간 뒤 50%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3일

0 4.5^ t 3 8

Day

Fig. 6. (a) Effect of glycerol on the stability of yeast 
ALS. (b) Effect of ethylene glycol on the stability of 
yeast ALS.岛 none;囲，10% added; □, 20% added; 
■, 40% added.

뒤에는 20% 이하, 8일 뒤에는 8% 이하의 활동도만을 

유지항！였다. 그러나 glycerol 또는 ethylene glyco］을 

첨가한 효소의 경우 그 농도 증가에 따라 활동도는 

물론 안정성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40%의 이ycen)l 
또는 ethylene giycol을 첨가했을 때는 24시간 경과 

후까지 대조군보다 약 120-150% 가까이 활성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일 경과했을 때도 40% gly- 

ceml을 첨 가한 것은 75%의 활동도를 40% ethylene 

glycol 첨가한 것은 65% 정도의 활동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讶.6(a)와 (b)).
효모 ALS의 최종 생성물 저해. 일반적으로 

ALS는 그 생성물인 Vai, lie, Leu에 외해 end pro
duct inhibiti이1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모 AIS의 

경우는 FzZ 7(a)에서 나타났듯이 Vai에 대해서는 상 

당한 되먹임 저해(feedback inhibition)-!- 나타내었 

으나 lie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흥미

JoueH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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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Effects of end product amino acids on the 
activity of yeast ALS at the concentration of 40 mM 
pyruvate.匚I, Vai; ▲, He; +, Leu. (b) Effcets of combi
ned end product inhibition on the activity of yeast 
ALS at the concentration of 40 mM pyruvate;匸I, 
Vai+lie; ▲, Vai+Leu; +, Leu + He.

롭게도 Leu은 거의 ALS kinetiu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현상을 더 확실히 검토하기 위해 두 개의 

ALS 생성 물질을 함께 섞어 검토했으며 Vai이 섞인 

경우는 항상 상당한 되먹임 저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 7(b)). 물론 control로 ALS] 생성물 

질이 아닌 다른 아미노산을 넣어 검토하였었으며 

기대한대로 아무런 저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Fig.8과 9에는 되먹임 저해가 확인된 Vai과 lie의 

inhibition kinetics를 각각 자세히 검토하였다. Vai의 

경우 mixfed-type inhibition처럼 보였으며 이때 Ki는 

3.93 mM 이었다(F谊.8). lie의 경우 noncompetitive 
inhibition의 양상을 띄 었으며 Ki는 4.62 mM이 었다 

(Fig. 9). 이들 관찰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ALS의 

end product inhibition도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 이의 상세한 규명이 매우 

홍미롭게 대두되고 있다.

3
A
-
0

ffl\
 I

0

-1000-

1.4 -0.3 -0.2 - 0.1 0 0.1 0.2
1 /[Pyr(mM)]

0.3 0.4 0.5

Fig. 8. Kinetics of valine inhibition of the activity of 
yeast ALS at various pyruvate concentration. ■, 0 
mM; ■, 0.1 mM; X, 0.25 mM; ▲, 0.5 mM;匚1,1.0 mM;
一，5.0 mM.

-10- . .
-0.4 -0.3 7.2 -0.1 0.0 0.1 0.2 0.3 0.4 0.5

1 /(Pyr(mM)]

Fig. 9. Kinetics of isoleucine inhibition on the activity 
of yeast ALS at various pyruvate concentration. ■, 
0mM; +, 0.1 mM; *, 0.5mM;匚I, 1.0mM; X, 2.5 
mM; ▲, 5.0 mM.

고 찰

ALS의 분자수준에서의 연구는 구조적으로 연관 

성이 없는 sulfonylureas, imidazolinones, triazolop- 
yrimidines 등의 몇 제초제들의 표적 효소로써 알 

려지면서 많은 생리 활성 분자 연구자들과 무공해 

신농약 개발 연구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2 이들 

연구의 가장 핵심은 농작 대상 식물로부터 순수한 

ALS를 분리하고 이들의 반응 메카니즘과 제초제와 

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신농약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식물 

ALS는 불안정하여 현재 체계적인 메커니즘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2 이의 한 방편으로 효 

모의 ALS올 이용하기 위해 효모유전자를 E. c이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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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분리했으며,'& 이를 

기초로 효모 ALS를 E. co〃에서 클로닝하여 발현시 

키는데 Poulsen과 Stouggard 가 1989년 성공했으나 

대량 생산의 길은 열리지 못했다.'3 현재 본 실험에 

서는 자연계의 효모로부터 ALS의 정제를 직접 시 

도해 3단계 정제과정에서 120배까지 달성하였으나 

순수한 ALS 분리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자연계 효모 AIS의 정제 정도로는 위의 

클로닝된 ALS의 분자량인 75kDa과 직접 비교 확 

인할 수는 없으나 효소의 일반 특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즉 자연계의 ALS는 최적 pH가 8.0~8.50沮 

4)인 반면 클로닝된 것은 6.5로 상당한 차이를 보 

였으며 기 질 pyruvate에 대 한 K, 값은 8.4 mM대 3.9 
mM로 자연계가 약 2배 가량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본 실험의 8.4mM 값은 효모 세포를 단순히 파괴한 

값 8mM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클로닝 효모 

ALS의 특성이 자연계의 것과 상이한 특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식물 ALS의 최적 pH는 bar- 
ley의 경우 6.5와 8.5 사이의 폭넓은 활성을 갖고 

있으며,8 pea shoots인 경우 pH 8.0으로 밝혀졌다

ALS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생성물에 

의한 되먹임 저해에 대한 실험으로 ALS 제초제의 

효능점검과 함께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있다• 효모 

ALS의 경우 생성물인 Vai, lie, Leu에 대한 저해효 

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尸沮 7(a)). 즉 아미노산의 

농도가 ImM 일 때 Vai은 50% 이상의 저해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lie은 30% 정도, Leu은 2-3% 정도의 

아주 적은 저해 효과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효모 

ALS는 생성물질의 종류에 따른 다른 되먹임 저해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pea shoots의 경우 Leu이 

가장 많이 저해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河 두 아미 

노산을 연합해서 되먹임 저해 현상을 검토하면 효모 

ALS의 경우는 F讶.7(b)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Vai이 

포함된 것은 확실히 Vai 단독의 경우와 엇비슷한 

저해 효과가 있었으나, lie과 Leu의 경우는 lie의 

저해 효과마저 상쇄되고 오히려 활성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barley나 pea shoots의 경우 두 아 

미노산이 함께 시너직한 효과를 나타내 더 큰 저해 

효과를 보인 것과 상이하다.林° 따라서 ALS는 그 

효소원에 따라 생성 물질에 대한 되먹임 저해 현상의 

특수성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co
operativity 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식물은 아니지만 serratia marcescens의 ALS는 Vai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효모 ALS와 유사한 

점이 있다.'8 그러나 Leu의 경우 효모와 달리 40% 
정도 저해시켜 효모와는 다른 측면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아미노산의 저해 현상은 기질인 pyruvate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G讶・8), Vai과 lie의 농도에 따라 모두 기질에 

대한 瓦과 K心값이 영향을 받아 혼합형 저해로 이들 

생성 물질들이 함께 free enzyme과 enzyme-subst
rate complex에 결합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 현상은 

barley8나 pea shoots^1 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효모 ALS에는 이들 아미노산의 결합 장소가 한 곳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식물 효소와는 다른 co- 
operativity가 작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ALS 
제초제 연구와 관련하여 제초제의 결합 장소와 생 

성물의 되먹임 저해와의 상관관계 여부가 큰 관심 

사가 되고 있다.11*卽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얻 

어진 제초제 저항 돌연변이체 연구결과 제초제 결합 

장소가 생성물 되먹임 저해와 다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 즉 Vai 되먹임 저해에 

저항하는 담배 잎의 csr-1 mutant의 경우 chlorsul- 
furon에 대한 저항력도 상당히 증가되었으나,20 sul- 

fometuron에 저항력이 있는 chlorella AHS의 경우는 

되먹임 저해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접근법은 여러 종류의 제초제가 

어떤 형태로 ALS의 조절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는데 좋은 방법을 제공해 주며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제초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효모 ALS의 특징적 되먹임 저해 현상이 

앞으로 ALS 계통 농약개발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협 력 연구비(92- 
46-00-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논문 작성과 

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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