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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mutant enzymes of γ-glutamylcysteine synthetase (γ-GCS) which catalyzed the synthesis of 

γ-glutamylcysteine from L-glutamic acid and L-cysteine in the presence of ATP, were prepared by 

point mutation of γ-GCS gene with site-directed mutagensis in E. coli. Conformational structures 

and catalytic reaction kinetics of mutant enzymes were compared with wild type γ-GCS after 

purification. The S495F mutant enzyme (serine at 495 residue was substituted with phenylalanine), 

which had no catalytic activity for γ-glutamylcysteine synthesis, rarely folded even in neutral pH. 

However, the mutant A494V (alanine of 494 residue was replaced by valnine) which showed 50 % 

increase of activity, had a high folding structure. The folding structure of A494V also more stable at 

high temperature and extreme pH compared to wild type and S495F. Reaction kinetics of wild type 

and A494V were also investigated, Km value of A494V was smaller than that of wild type, while it 

showed a little difference at Vmax values. This result evolved that alanine at 494 may be involved in 

binding site of substrate rather than catalytic site. In addition, change of catalytic activity by one 

point mutation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folding structure of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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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루타치온 생산효소 의 하나인 γ-glutamylcysteine 

Synthetase(γ-GCS) 효소는 재 발효공학기술에 

의하여 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단백질공학

과 유 공학의 발달로 효소의 activity를 증가시키

는 연구를 site directed mutagenesis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원래 효소에서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연

구가 꾸 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wild 

type과 mutant type에 한 효소활성도만 비교하

지 효소의 구조 는 효소의 구조 변화와 연

연 구 속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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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서 연구되어지지는 않았다. 모든 효소를 단백

질공학에 의하여 mutant 효소를 만들었을 때 생

산된 효소의 구조와 구조안정성에 하여 반드시 

연구하고 wide type과 mutant type의 구조변화와 

함께 효소의 반응활성도 변화, 즉 kcat/KM의 변화

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요하고 필수 인 것이

다. 이와 같이 구조변화 연구를 병행할 때 효소 

반응기작(mechanism)을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치를 point mutation 시킬 것인가의 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한 mutation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성에 비하여 γ

-GCS 효소는 mutant type의 효소까지 개발되었

으나 아직도 이들 효소의 2차 구조에 한 정보가 

없다. 이러한 연구는 개발된 효소의 구조변화와 

효소의 kinetics의 뒷받침없이는 mutagenesis의 방

향이라든지 어느 치를 바꿀지에 한 정확한 정

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γ-GCS 

효소를 E. coli에서  순수분리한 다음 γ-GCS 

효소와 site directed mutagenesis에 의하여 γ

-GCS의 아미노산  point mutation 시킨 mutant 

효소들, 즉 A494V(494 residue의 alanine을 valine

으로 교체)와 S495F(495 residue의 serine을 

phenylalanine으로 교체)의 folding conformation의 

확인  열과 pH에 한 안 성을 조사하 고, 

한 이들의 반응 kinetics를 분석하 다.  

2. Materials & Method

2.1. 글루타지온 생산 균주 배양

  γ-GCS 생산 균주인 E. coli와 E.coli 변이

(mutant type; A494V, S495F)를 LB 배지에 종

한 후 37℃ reciprocal shaker를 이용하여 20시간 

정도 log phase 후반 부분까지 배양시킨 다음 원

심분리하여 cell을 분리한 후 0.5 mL L-glutamate, 

L-cystein  1.0 mM  MgSO4․7H2O를 용해시킨 

Tris-HCl (buffer I, pH 7.4)에 다시 녹 다.  세포

벽을 분쇄하기 하여 음 분쇄기를 사용하여 

sonication 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γ-GCS 

효소의 원액으로 사용하 다. 

2.2. γ-GCS의 효소활성 분석

  γ-GCS의 효소활성도는 DTNB법을 용하 다. 

2 mL L-glutamate 30 μmol, L-cystein 30 μmol, 

ATP 30 μmol, MgSO4․7H2O, KCl 200 μmol, 

diethanolamine-HCl 200 μmol의 기질용액에 효소

용액 0.5 mL을 넣어 이를 37℃에서 15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에 반응용액에 3.3 mL의 3.2% 

sulphosalicylic acid (0～-4℃)를 넣어 효소반응을 

지시키고  원심분리한 다음 상징액 1 mL을 5 

mL의 EDTA, 1.0 g/L ascorbic acid, 3.0 g/L의 

glyoxylic acid monohydrate를 포함한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4 mL에 넣어 cystein

을 제거한 후 60℃에서 5분간 incubation한 후 바

로 냉각시켜 25℃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각각의 

튜 에 있는 용액에 3.8 mL DTNB를 포함하고 

있는 0.5 mL 1.0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를 처리하여 7분 후 412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므로써 γ-GCS 효소의 activity를 측정하

다.

2.3. γ-GCS 효소의 초 순수분리

투석

  γ-GCS 효소원액을 buffer I 용액에서 투석막

(dialysis membrane: Spectrapor 20,000, CA)을 사

용하여 작은 물질을 제거하 다. 

Ammonium sulfate 분획

  투석 후 추출물 340 mL에 하여 고체 ammonium 

sulfate 30% 포화되도록 첨가한 다음 24시간 방치

하여 원심분리 후 상징액을 모아 같은 방법으로 

60% ammonium sulfate 용액으로 처리한 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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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침 물을 모아서 240 mL의 buffer 용액

에 다시 녹 다. 이 용액을 buffer I에서 48시간 

동안 투석시킨 후 다시 ammonium sulfate 포화용

액 35～60%로 조 하면서 펠렛을 얻었다. 이를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다음 45 mL의 buffer I에 녹

인 후 두 번 투석시켜 정제하 다.

열처리

  투석시킨 효소용액을 45℃에서 자석교반기로 회

시키면서 dialyzate의 온도가 45℃ 도달한 후 5

분동안 처리한다. 이 때 열에 침 된 펠렛은 원심

분리기로 침 시켜서 버린다. 이 용액을 다음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리 원액으로 사용

하 다.

DEAE-Trisacryl column chromatography

  효소용액 100 mL을 buffer I에 녹인 후 DEAE- 

Trisacryl column (35×38 cm) chromatography에 의하

여 순수분리를 시도하 다. 먼  컬럼을 buffer 용

액으로 씻은 다음 효소용액을 컬럼에 loading한 

후 buffer I용액으로 KCl 농도 0에서 0.5 M까지 

linear gradient를 걸어주면서 각각 분획을 모았다. 

이 때 flow rate는 시간당 80 mL로 흘려주었고, 

단백질의 양은 28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함으로

써 추 하 다. 동시에 효소활성도도 앞서 기술한 

방법 로 각각의 분액별로 측정하 다. 여기서 활

성도가 높은 분액은 다시 투석시켜 염을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하여 농축하 다.

1차 Sephadex G-100 column chromatography

  앞서 분리한 효소 우더를 buffer I에 녹인 다

음 Sephadex G-100 column에 loading하여 더욱 

순수분리하 다. 이 때 eluent로는 buffer I을 사용

하 고 flow rate는 10 mL/hr 다. 효소활성도가 

있는 분획을 모아 ultrafiltration을 Amicon Centriprep-30

을 사용하여 5 mL까지 농축하 다. 

2차 Sephadex G-100 column chromatography 

  농축한 5 mL 정도의 용액을 같은 Sephadex 

column에 다시 loading 하여  순수분리하 다. 

역시 buffer I 용액을 6 mL/hr으로 흘려보내서 효

소활성도를 나타내는 분액을 모아 투석하여 염을 

제거하 다.

Ion-exchange HPLC column

  동결건조한 효소를 buffer I에 녹여 Ion-exchange 

HPLC column (Protein wax)을 이용하여 순수분

리하 다. A용액으로는 buffer I을, B용액으로는 

0.5 M NaCl을 사용하 고 분리된 fraction을 모아 

투석하여 염을 제거하고, 각각의 fraction의 효소

활성을 측정하여 활성을 보이는 fraction을 분획하

다. 

Reverse phase HPLC column

  에서 활성을 보이는 fraction을 모아 동결건조

한 후 buffer에 녹여 reverse phase column 

(Vydac C4)을 이용하여 순수분리를 시도하 다. 

A용액으로는 0.11% TFA in water를, B용액으로

는 0.09% TFA in ACN을 이용하여 분리하 으며 

얻어진 fraction의 효소활성을 측정하고 동결건조

하여 단백질의 구조  등의 연구에 순수효소로 사

용하 다.

2.4. SDS-PAGE eletrophoresis

  먼  효소 단백질 시료 용액에 SDS 2.5%와 환

원제인 2-mercaptoethanol 5%를 처리한 후 100℃

에서 5분간 열처리한 후 필요에 따라 bromophenol 

blue 0.01% 처리한 후 원심분리하여 비수용성 물질을 

제거하 다. 처리한 시료를 Phast Electrophoresis 

System을 이용하여 분리순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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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otal Proteina 

(mg) Yeild (%)
Total 
activityb

Specific
activityc

Purification 
fold

Crude extract 12350 100.0 445835 26.1 1

1st ammonium sulfate 8560 69.3 418584 48.9 1.87

2nd ammonium sulfate 4200 34.0 278880 66.4 2.54

Heat treatment 3500 28.3 359800 102.8 3.94

DEAE-Trisacryl 1100 8.9 204820 186.2 7.13

Ion-exchange HPLC 120 1.0 54384 453.2 17.36

Reversed phase HPLC 60 0.5 36120 602 23.06

a Total protein was determined by BCA (bicinchoninic acid) method
b Total activity was determined modified DTNB method by determining the free sulfurhydroxyl group (-SH). 
c One unit for specific activity of enzyme activity γ-GCS was defined of 1 micromole of γ-glutamylcysteine 

produced per 7 min under the assay condition.

Table 1. Purification of γ-GCS from E.coli 

2.5. γ-GCS 효소의 conformation 확

인 및 열안정성 조사

CD에 의한 conformation 확인

  분리한 단백질의 conformation을 확인하기 하

여 CD (circular dichroism) 분석을 하 다. 1 mm 

path lengthn cell을 사용하 으며, 표  CD buffer

인 20 mM Na2SO4  10 mM Na2HPO4 (pH 6.0)

을 사용하 다. CD 스펙트럼 등 모든 단백질 용

액을 포함한  CD 스펙트럼에서 buffer만의 CD 스

펙트럼을 뺀 것으로 항상 blank를 계상하여 나타

냈다. 시료는 Speed Vac을 이용하여 degassing 

하 으며, 스펙트럼 측정에 사용한 장은 250 nm

에서 190 nm로 far UV range이다. 동시에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pH별 UV 

spectrum의 변화도 조사하 다. 

γ-GCS 효소의 열  pH 안정성 연구

  각각의 pH에 따라 CD spectrum을 조사하고자 

HCl과 KOH로 pH를 조정하 으며, 한 단백질의 

folding에 한 열안정성을 조사하기 하여 10 

nm path length cell을 이용하여 222 nm에서 온도

별 elliticity를 구하 으며, 아울러 각각의 온도별 

CD spectra도 조사하 다.

효소 kinetics analysis

  효소의 기능과 련된 구조를 조사하기 해 효

소 kinetics 분석을 하 다. 반응동력학상수(reaction 

kinetic constants, Km  Kcat) 먼  L-cystein과 

L-glutamate의 최  농도를 구하고, 기질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처음 3분간의 기 속도를 구해 

Michaelis-Menten curve를 그리고 이를 근거로 

double-reciprocal plot인 Lineweaver-Burk plot은 각각

의 기질인 cystein과 glutamine에 해 그려보았다.  

3. Result & Discussion

3.1. Wild type과 mutant type γ

-GCS의 순수분리

  E. coli로부터  wild type의  γ-GCS를 순수분리

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SDS 확인결과 

wild type의 γ-GCS의 분자량은 58kDa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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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mutant type  494 residue의 alanine을 

valine으로 point mutation 시킨 A494V의 specific 

activity는 wild  type γ-GCS 보다 거의 50%이상 

증가함을 보 다. 그러나 495 residue의 serine을 

phenylalanine으로 mutation 시킨 S495F는 거의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3.2. Wild type과 mutant type γ-GCS

의 구조분석

  먼  순수분리한 wild type의 γ-GCS에 하여 

UV 스펙트럼을 조사함으르 pH에 따라 단백질의 

3차 구조 변형가능성을 조사하 다. 다만 기 했

던 280 nm에서의 UV 흡 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210 nm에서의 흡 도가 pH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ryptophane이나 

phenylalanine이 unfolding되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양

이 거나 체 으로 tryptophane, phenylalanine, 

tyrosine의 양이 을 경우 나타나는 상이나 아

무튼 단백질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

나 이 UV 스펙트럼만으로는 정확한 구조 인 특

성을 알 수 없으므로 spectropolarimeter를 이용하

여 CD (circular dichroism)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CD에 의하여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4 nm  

220 nm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

정된 α-helix를 갖고 있으며 BSA와 같은 α

-helix의 형 인 단백질의 2차 구조 특성을 나

타내고 있었다(fig. 1). 한 fig. 1는 wild type과 

mutant type (A494V, S495F)의 γ-GCS에 한 

folding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494 아미노산의 

alanine을 valine으로 교체할 때(A494V) 구조 으

로 굉장히 안정성을 보 으며 아울러 효소활성도 

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E. coli에서도 

가장 낮은 효소활성을 보인 S495F는 구조 으로

도 매우 낮은 안정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 결

과는 단백질의 구조안정도가 효소활성과 직 인 

련이 있다는 직 인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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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ular dichroism spectra for wild γ-GCS 

enzyme and mutant (A494V and S495F) 

enzymes at pH 7 and 4℃. Molar ellipticity 

[θ] (degree cm2/dmol) was calculated by θ

/cl, where θ is observed ellipticity, c is 

concentration of protein, and l is light 

pathlength. Symbols: ○, wild type; ●, A494V; 

▲, S495F.  

3.3. pH 및 온도가 γ-GCS의 효소활성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

  γ-GCS 단백질은 pH나 열에는 비교  약하여 

분명한 구조 안정성의 차이와 구조가 pH와 온도

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었다(fig. 2, 3). pH 

6정도에서 가장 많은 folding 구조를 나타내고 있

으며 산이나 알칼리쪽으로 갈수록 folding 구조가 

훨씬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pH에 따른 효소활성

도 변화는 pH 7에서 최 를 나타내고 산이나 알

칼리쪽으로 갈수록 효소활성도가 어들었다.  

  한 wild type과 mutant type의 pH와 온도에 

한 안정성과 효소활성도를 비교한 결과도 역시 

활성도가 높은 A494V는 높은 온도에서도 (80℃) 

많은 folding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안정

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S495F는 거의 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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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enzyme activity (A) and structure of wild type and mutants γ

-GCS at pH 7 (B). Symbols: ○, wild type; ●, A494V; ▲, S49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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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H on the enzyme activity (A) and structure of wild and mutant type γ-GCS at 4℃ (B). 

Molar ellipticity at 220nm, [θ]220, was shown in Y-axis as a folding criteria of enzyme because 

ellipticity of 220nm is represented by typical α-helix minimum and thus [θ] at 220 nm was 

sensitive to unfolding. Symbols: ○, wild type; ●, A494V; ▲, S495F.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온도에 따른 향이 

크지 않고 거의 불안정한 상태 다. 아울러 이 곡

선의 1차미분을 통하여 Tm을 구하여도 75℃정도

에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γ-GCS 단백질은 구조 으로 상당히 안정하나 

구조변화에 효소활성도는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효소의 어느 부분을 

mutation 시켰을 때 나타나는 효소반응 kinetics의 

변화와 folding 구조변화를 추 하면 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단백질의 folding structure와 γ

-GCS 효소의 활성도와의 계도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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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s

Conformational structure Biological function

appTm

(℃)

-[θ]220, pH7

(mdeg cm2 min-1)

at 40mM glutamate at 40mM cysteine

KM,C

(mM)

Vmax,C

(μM min-1)

(Vmax/Km)C

(10
-4
min

-1
)

KM,E

(mM)

Vmax,E

(μM min-1)

(Vmax/Km)

E

(10
-4
min

-1
)

A494V 80 7.13x106 4.03 3.1 7.69 5.59 5.7 10.20

Wild 70 4.17x106 7.52 3.5 4.65 12.99 6.2 4.77

S495F - 2.80x106 - - - - - -

1. S495F mutant has very low activity, so Km and Vmax values cannot be available.

2. Tm represents the mid of transition which were observed approximately from the first derivative of the 

melting curve. Tm of S495F can not observed because temperature profile is almost unchanged

3. Kinetics parameters represented the average values for 6 times determinations at 50 mM of ATP and 37℃.

4. Each subscribed symbol C and E after kinetics parameter represents the parameters for cysteine (C) 

substrate and glutamic acid (E) substrate; for example Km,C represents the Km at various concentration of 

L-cysteine at sufficient concentration of L-glutamic acid (40 mM).

Table 2. Comparison of conformational structure and biological function of wild type and 

mutant γ-GCS (A494V and S495F).

3.4. Wild type과 mutant type의 

γ-GCS reaction kinetics

  반응동력학상수를 구하기 해 각각의 기질인 

cystein과 glutamine에 한 Michaelis-Menten 

curve는 형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이들 곡선을 통하여 작성한 반응동력학 상수는 표 

2에 나타냈다. wild type과 mutant type의 반응상

수(Km과 Vmax)를 구하여 구조와의 계를 검토한 

결과, 체 으로 Vmax보다 Km값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보아 494 alanine과 495 serine은 catalytic 

site와 직 인 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binding site에 향을 주어 binding activity

에 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initial 

velocity에 한 향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H 는 온도에 따른 효소활성도 차이가 큰 것은 

catalytic site와 binding site에 구조가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체 인 구조의 안정성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

제로 A494는 상당한 시간(5-7분)까지 initial 

velocity의 linearity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S495F는 같은 농도의 기질에서도 곧바로(1-2분이

내) linearity가 상실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 

A494V는 wild type에 비하여 Vmax값(Kcat)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Km 즉 기질과의 반응 affinity

는 크게 증가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point mutation에 의한 아미노산 교체가 단

백질의 안정화를 불러왔고 안정된 folding 구조는 

γ-GCS의 효소가 기질을 끌어들이는 affinity를 증가

시켜주는 결과를 래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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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ouble reciprocal plot of enzyme reaction 

velocity for A494V and wild type γ-GCS in 

terms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L-cysteine at 40 mM L-glutamate (A), and 

for L-glutamic acid at 40 mM L-cysteine 

(B). The Michaelis-Menten curve for each 

plot was shown in inside the plot. Symbols: 

○, wild type; ●, A49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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