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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ubtilis에서 Bacillus stearothermophilus CGTase의 구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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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ve Expression of Bacillus stearothermophilus CGTase in Bacillus subtilis. Sun-Yeon Heo1, Joong 
Kyun Kim1, Hyun-Ju Kwon2, Woo-Byung Kim2, Dong-Eun Kim and Soo-Wan Nam*. Department of 
Biotechnology & Bio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1Department of Biotechnology & 
Bio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2Department of Microbiology, Dong-Eui Uni-
versity, Busan 614-714, Korea－ To overproduce the cyclodextrin glucanotransferase (CGTase) of Bacillus 
stearothermophilus NO2 in B. subtilis, the pJH-CGT1 plasmid (8.14 kb) was constructed, in which the ORF 
of CGTase gene could be transcribed by strong constitutive promoter, PJH. To overproduce CGTase 
from a recombinant B. subtilis, the effect of media on the cell growth and expression level of CGTase 
were investigated with various media (LB, 2×LB, 5% molasses+2% CSL, CS, LBG) in the flask culture. 
Among them, [5% molasses+2% CSL] medium revealed the maximum expression level of CGTase with 
1.8 unit/ml at 9 hr culture. In the batch culture on [10% molasses+5% corn steep liquor] medium the 
expression level of CGTase, the secretion efficiency, and plasmid stability were about 4.2 unit/ml, 90% 
and 90%, respectively, at 30 hr culture. The cell growth and expression level in the fermenter culture 
with the industrial molasses medium were increased by 2-folds over the flask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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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dextrin glucanotransferase (EC 2.4.1.19, CGTase)는 

다기능성 효소로써 4가지 반응을 매(cyclization, coupling, 

disprotionation, hydrolysis) 한다. 이  cyclization 반응은 

intramolecular transglycosylation 반응을 통해 분을 cycl-

odextrin (CD)로 환시키며, coupling 반응은 CD를 환하

고 생성된 linear maltooligosacchrides를 수용체로 이시키

며, disprotionation 반응은 intramolecular transglycosylation 

반응을 통해 linear maltooligosacchrides를 수용체로 이시

킨다. Intramolecular transglycosylation 반응의 acceptor로 

glucose, xylose, sorbose, inositol, sucrose, maltose, lactose, 

stenioside, heperidin, rutin, ascorb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

며, 생성된 유도체들은 소수성 앙부에 비극성, 소수성, 화

합물을 포집하는 능력 때문에 그 기능성(감미도 증가, 수용

성 증 , Bifidobacteria의 증식 진, 타 화합물에 한 안정

성 증 )이 크게 개선된다[13]. 따라서 α-,β-,γ-CDs와 그 유

도체들은 식품, 화장품, 제약산업, 농업 등에 활발히 응용되

고 있다[2,8,12,14,15,17]. 따라서 CD의 량생산을 해서 반

응 특이성과 활성이 증강된 CGTase의 확보와 이의 량생산

이 우선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정 유 자의 과발 을 해 Bacillus에서 가장 많이 이용

되는 promoter로는 P43, PamyE, PsacB 등이 있다[16]. 이  

β-galactosidase 발 에는 P43＞PamyE＞PsacB 순으로 pro-

moter의 사 강도가 감소하 고, staphylokinase 발 생산

에는 PsacB와 P43 promoter가 훨씬 우수함이 보고되었다. 

Staphylokinase의 경우 P43 promoter에서 약 225 mg/L, 

PsacB promoter의 경우 유가배양에서 337 mg/L 수 으로 

발  생산됨이 보고 되었다. 그러나 구성  PJH promoter를 

CGTase 유 자의 발 에 활용할 경우 포도당과 같은 값싼 

배지를 사용할 수 있고 유가배양과 같은 오랜 시간의 배양에

서도 CGTase 효소를 경제 으로 량생산할 수 있다. En-

doxylanase의 경우 구성  PJH promoter를 발 에 이용한 경

우 endoxylanase 활성이 매우 높게 발  생산되었다[6]. 최근 

재조합 CGTase 생산 보고에 따르면, B. macerans CGTase 유

자를 α-amylase promoter 하류에 연결한 pUBACGT pla-

smid (amyR2 promoter+ribosome binding 서열+분비신호

+cgt)로 형질 환된 B. subtilis LKS88 로부터 포도당 함유 LB

배지에서 세포외 CGTase 활성은 매우 낮게 발  생산되어 

CGTase의 산업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열성 CGTase를 생산하는 B. 

stearothermophilus NO2 균주로부터 cloning된 CGTase 유

자를 PJH promoter 하류에 연결하여 유 자 재조합 CGTase 

효소를 량생산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사용균주와 plasmids

재조합 단백질의 발 을 한 숙주세포로 B. subtilis DB431 

(trpC npr apr epr bpr isp1 isp11)을 사용하 다. 한 plasmid 

구축  증폭을 한 E. coli 숙주세포는 DH5α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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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ase 유 자 공여 plasmid는 pVT103-U에 B. stearother-

mophilus NO2의 CGTase 유 자를 cloning한 pVT-CGTS[17]

를 사용하 다. B. subtilis에서 CGTase 발 계 구축을 해 

PJH promoter를 함유하는 E. coli-B. subtilis shuttle vector인 

pBE1을 사용하 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B. stearothermophilus NO2의 CGTase 유 자의 증폭은 

Perkin Elmer PCR System 2400을 사용하여 행하 다. 반응

조건은 denaturing 95℃, annealing 55℃, polymerization 72℃

의 조건에서 35 cycles을 행하 다. CGTase 유 자 (cgtS) 증

폭을 한 primers는 PS-1, PS-2를 사용하 으며, 각각의 서

열은 [PS-1] 5' -TGA GAA TTC AAG CTT ATG AGA TGG 

CTT-3', [PS-2] 5'-TCT AAG CTT GGA TCC ATT AGT TCT 

GCC AAT-3'로서 5'쪽에 EcoRI, HindIII를, 3'쪽에 HindIII, 

BamHI 부 를 가진다. 주형 DNA로 B. stearothermophilus 

NO2의 cgtS 유 자를 함유한 pVT-CGTS을 사용하여 2.1 kb

의 성숙 단백질 유 자 단편(cgtS)만을 량 증폭하 다. 

Bacillus 형질 환체 선별

B. subtilis DB431에 형질 환시켜 kanamycin (10 μg/ml) 

LB agar 배지에서 1차 선별하여 얻어진 형질 환 균주들을 

CS배지[1]에서 배양후 iodine법으로 colony 활성염색을 통해 

고활성 균주를 2차 선별하 다. 즉, 분이 함유된 CS 배지 

(1% soluble starch, 0.5% yeast extract, 0.1% KH2PO4. 0.02% 

MgSO4)에 숙주세포인 DB431과 형질 환체를 도말하여 37℃

에서 20시간 배양하여 iodine 증기로 colony 활성 염색을 하

다.

배지  배양조건

2차 선별된 형질 환 균주를 LB, 2×LB, LBG (0.5%～5% 

glucose), CS (1% soluble starch, 0.5% yeast extract, 0.5% 

peptone, 0.1% K2HPO4, 0.2% MgSO4․7H2O), [5% molas-

ses+2% CSL (corn steep liquor)] 배지를 50 ml 함유하는 

baffled-flask에서 37℃, 170 rpm 조건으로 배양하 다. 발효

조(KoBiotech. Co., Korea) 회분배양은 LB와 [10% molasses

＋5% CSL] 배지로서 배양부피는 1.0 l, 배양온도는 37℃, 배

양 의 pH 조 은 50% NH4OH와 3 N HCl를 사용하여 pH 

7.0으로 조 하 다. 교반속도(300～600 rpm)의 조 로 용존

산소(DO)를 공기포화의 30% 이상으로 유지하 고, 통기속

도는 1.5 vvm을 유지하 다. 2차 선별된 형질 환체는 LB 

배지(0.5% yeast extract, 0.5% NaCl, 1% tryptone)를 50 ml 

함유하는 baffled-flask에서 37℃, 180 rpm 조건으로 배양 

하 다.  배양액 50 ml을 발효조(KoBiotech., Co., Korea)에 

종하여 회분배양 하 다. 회분배양 배지는 LBG (1% 

glucose)이며, 배양부피는 1.0 l, 배양온도는 37℃, 배양액

의 pH 조 은 50% NH4OH와 3 N HCl를 사용하여 pH 7.0

으로 조 하 다. 교반속도(300～600 rpm)의 조 로 용존산

소(DO)를 공기포화의 30% 이상으로 유지하 고, 통기속도

는 1.5 vvm을 유지하 다. 

균체농도, 잔존환원당,  plasmid 안정성

균체농도는 일정시간마다 채취한 배양액을 당한 비율로 

희석하여 분 도계(Shimadzu UV-160A, Japan)를 사용하

여 600 nm에서 탁도(OD600)로 측정하 다. 배양액을 3,000 

×g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배양 상등액을 얻고, dini-

trosalicylic acid 방법[7]을 사용하여 잔존환원당 농도를 측정

하 다. Plasmid 안정성은 배양액을 LB 평 배지에 도말한 

후 자란 colony를 kanamycin (10 μg/ml)이 함유된 LB 배지

에서 toothpicking한 다음 형성된 colony 수의 비로 측정하

다. 

균체 분획  CGTase 활성 측정

균체 침 물을 lysozyme (Sigma, USA)을 사용하여 cell 

lysate 분획을 얻고[4] 이들 분획과 배양 상등액을 사용하여 

각 분획에서의 CGTase활성을 측정하 다. CGTase 활성측정

은 methyl orange method로 측정하 다[1]. 효소 반응 조건

은 0.03 mM methyl orange, 1% soluble starch, 효소 용액 50 

μl을 50 mM 인산 완충액(pH 6.0)에 체 양이 1.5 ml이 되게 

잘 섞은 다음 50℃에서 반응시켜 505 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 다. 효소의 1.0 unit는 1분당 1 μmol의 α-cyclodextrin

을 생산해 내는 효소의 양으로 정하 다. 

결과  고찰

CGTase 발  vector 구축

CGTase 유 자를 Bacillus에서 구성 으로 발 시키기 

해 B. stearothermophilus NO2의 CGTase 유 자는 pVT- 

CGTS를 주형으로 사용하고 PS-1과 PS-2 primers를 사용하

여 PCR를 이용해 증폭시켰다. 증폭된 양말단에 EcoRI․

HindIII-HindIII․BamHI 부 가 생기도록 primers를 설계하

고. 증폭된 단편을 Bacillus에서 유 자 발 이 균체증식과 

비례하여 일어나는 구성 인 PJH promoter를 함유하는 pBE1

에 subcloning하여 pJH-CGT1 (8.14 kb)를 구축하 다(Fig. 

1). 장균에서 증폭된 재조합 plasmid pJH-CGT1로 다시 B. 

subtilis DB431에 형질 환하여 그  CGTase를 발 하는 

Bacillus 형질 환주를 kanamycin 함유 LB agar 배지에서 1

차 으로 선별하 다. 1차 선별된 균주는 다시 CS 배지에서 

분 분해환을 나타내는 고활성 균주 선별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발  효율이 높은 균주를 최종 선별하 다(Fig. 2). 

배지 최 화

B. subtilis DB431/pJH-CGT1를 LB, 2×LB, CS, [5% 

molasses+2% CSL], LBG (LB+glucose 0.5%～5%) 5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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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ression and localization of CGTase in the flask culture of B. subtilis DB431/pJH-CGT1 on various media

Medium
Cell growth

(OD600)

Plasmid stability

(%)

CGTase activity (unit/ml) Secretion

efficiency (%)Extracellular Intracellular

LB

LBG(1% glucose)

CS

5%molasses+2%CSL

2×LB

5.5

6.0

4.8

6.2

5.8

88

87

89

90

90

1.0

1.5

1.2

1.8

1.4

0.07

0.08

0.07

0.09

0.07

93

94

94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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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ion strategy of pJH-CGT1 plasmid.

flask 배양하여 균체증식과 CGTase 발 량을 토 로 최  

배지를 선정하 다. 균체증식은 [5% molasses+2% CSL] 배

지가 다른 배지에서보다 높게 나왔고 다른 4가지 배지에서의 

균체증식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세포는 9시간까지 활발히 

자라다가 12시간 이후에는 바로 정지기에 들어섰고, 균체증

식과 비례하여 CGTase가 발 되었다(data not shown). 그 

 LB와 LBG (1% glucose), [5% molasses+2% CSL] 배지에

서 9시간에 최  CGTase 발 량이 각각 1.0 unit/ml, 1.5 

unit/ml, 1.8 unit/ml로 나왔다. 재조합 CGTase의 세포밖 배

지로의 분비효율은 93% 이상이 다(Table 1). 

LB배지에서 최  포도당 농도를 결정하기 해 0.5%～5%

로 포도당 농도를 바꾸어 배양하 다. 배양결과, 넣어  포도

당을 거의 반정도(2 g/l～23 g/l) 소모하 고, 포도당 농도

가 2% 이상이 되면 균체 증식과 CGTase 발 량이 오히려 감

소하 다(Table 2). 이는 B. subtilis 숙주세포 자체내 탄소원 

사 작용의 결핍 는 배지내 증식제한 인자(들)의 존재로 

사료된다. Endoxylanase 발 에서도 B. subtilis 숙주세포의 

당 이용능이 효율 이지 못함이 찰되었다[6]. 

결과 으로 균체증식과 CGTase 발 이 높은 1% 포도당

을 최  농도로 결정하 다. 

발효조 회분배양에서의 균체 증식과 CGTase 발

재조합 균주 B. subtilis DB431/pJH-CGT1를 flask 배양 결

과를 토 로 LBG  [10% molasses+5% CSL] 배지를 사용

하여 pH 7.0, 37℃에서 발효조 회분배양 하면서 균체증식과 

CGTase 발 량을 조사하 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배지에서 배양 9시간까지는 균체증식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는 일정 수 에 도달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10% 

molasses＋5% CSL]배지에서의 균체증식은 LBG 배지에서보

다 2배 정도 높은 균체농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세포밖의 

CGTase 발 량은 1.5배 정도 증가한 값인 4.2 unit/ml과 

90%의 분비 효율을 나타내었다. 

LBG 배지의 경우 세포밖의 CGTase 발 량은 2.8 unit/ml

와 90%의 분비 효율을 나타내었다. [10% molasses+5% CSL]

배지에서는 균체증식에 비해 CGTase 발 량은 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잔존환원당의 경우 포도당보다 낮은 

Table 2. Effect of initial glucose concentration on the cell 

growth, plasmid stability, and CGTase expression in 

B. subtilis DB431/pJH-CGT1 

Initial 

glucose

conc.

Cell 

growth

(OD600)

Plasmid 

stability

(%)

CGTase 

activity

(unit/ml)

0.5%

1.0%

2.0%

3.5%

5.0%

4.4

6.0

5.6

4.2

4.0

85

87

84

86

82

1.4

1.5

1.1

0.9

0.8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394 Journal of Life Science 2004, Vol. 14. No. 3

Fig. 2. Active staining of CGTase expressed in Bacillus trans-

formants which were grown on CS medium.

      A: B. subtilis DB431, B: B. subtilis DB431/pJH-CG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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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courses of cell growth and CGTase expression in 

the batch fermentation of B. subtilis DB431/pJH-CGT1 

on LBG medium (A) and 10% molasses+5% CSL me-

dium (B).

Fig. 3. Symbols : (●), cell growth: (■), residual reducing sugar: 

(▲), extracellular CGTase activity: (△), intracellular 

CGTase activity.

당 소모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molasses의 주 당인 sucrose

를 효율 으로 이용 못하고 비 발효성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효모의 invertase의 경우 폐당 에

는 sucrose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기 해서

는 효모 세포내 invertase의 활성이 높아야함이 보고된 바 있

다[4]. 회분배양시 flask 배양보다 균체증식과 CGTase 발

량이 2배 증가된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  promoter의 특성인 growth-associated expression (균

체 증식과 유 자 발 이 연 됨) 때문으로 사료된다[9]. Plas-

mid 안정성은 LBG와 [10% molasses+5% CSL]배지에서 배

양 기와 말기까지 90% 이상의 수 으로 유지하여 비교  

안정하게 유지되었다(Fig. 3). 숙주세포로 B. subtilis NA-1이 

사용된 CGTase의 발 과 비교 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숙주

세포인 B. subtilis DB431에서 발 된 CGTase가 8배 정도 발

율이 높게 나왔으며 분비효율도 2배이상 높게 나옴을 찰 

할 수 있었다[3]. 본 실험에서의 재조합 CGTase의 경우 분비

효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B. macerans 균주로

부터 cloning된 CGTase의 발 에서도 찰할 수 있었다[5].

결론 으로 산업용 배지인 molasses와 CSL을 이용한 발

효조 배양을 통해 최  발 량 4.2 unit/ml, 분비효율 90%, 

plasmid 안정성 90%를 얻었으며, 렴한 산업용 배지를 이

용한 고농도 세포 유가 배양을 할 경우 CGTase를 세포밖으

로 량 분비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B. stearothermophilus NO2의 CGTase 유 자 (cgtS)를 구성

 PJH promoter 하류에 subcloning 하여 재조합 plasmid 

pJH-CGT1 (8.14 kb)을 구축하고 B. subtilis DB431에 형질

환하 다. B. subtilis DB431/pJH-CGT1를 5가지 배지(LB, 2

×LB, 5% molasses+2% CSL, CS, LBG)로 flask 배양하여 균

체증식과 CGTase 발 량  분비국재성을 조사하여 최  배

지를 결정하 다. 그  [5% molasses+2% CSL] 배지에서 9

시간에 1.8 unit/ml의 CGTase가 발 ․생산되었다. 이 결과

를 토 로 B. subtilis DB431/pJH-CGT1를 [10% molasses + 

5% corn steep liquor] 배지에서 발효조 회분 배양한 결과, 

30시간 배양시 CGTase의 최  발 량은 4.2 unit/ml, 90%의 

분비 효율, 90% 이상의 plasmid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렴

한 산업용 molasses 배지로 발효조 회분배양시 라스크 배

양보다 균체증식과 CGTase 발 량이 2배 이상의 증가된 값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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