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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갈색부후균인 Fomitopsis palustris에서 균체 외 cellulase 생산 특성과 이 효소를 이용하여 목재와 볏짚의 

당화특성, mediator 첨가 효과, 목질기질의 미세 표면구조나 결정화도가 효소 당화에 미치는 향 등에 해 

연구하 다. F. palustris의 균체 외 효소의 생산에 혼합목분을 탄소원으로 이용 시 endo-β-1,4-gulcanase 

(EG)는 12.0 U/㎖, β-glucosidase (BGL)는 116.68 U/㎖, cellobiohydrolase (CBH)는 18.82 U/㎖, 그리고 β- 

xylosidase (BXL)는 13.33 U/㎖ 의 활성을 보 다. 이러한 활성은 BGL, CBH, 그리고 BXL이 볏짚을 이용한 

경우보다 약 2~4배 정도 높았다. 볏짚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생산한 cellulase-RS의 효소 최 반응 온도  

pH는 45°C와 pH 5.0이었으며, 혼합 목분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생산한 cellulase-SW의 경우에는 50°C와 pH 

5.0이었다. Cellulase-SW는 볏짚을 기질로 사용할 때 40.6 ± 0.6%로 가장 높은 당화율을 보 다. 한 당화 매

제인 Tween 20의 첨가로 당화율이 44%로 상승하여 상용화 효소인 Celluclast 1.5L의 53.7%의 당화율 비 약 

82% 수 으로 상승되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효소가 조효소 형태임을 고려하면 상용화 효소에 매우 근

한 당화율을 얻은 것으로 단된다. 한 볏짚의 낮은 조직 결정화도와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한 볏짚 표면의 

섬유화를 통한 표면  증  효과는 목재에 비해 높은 볏짚의 당화율에 한 원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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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nzymatic hydrolysis of rice straw and wood meals using extra-cellular enzymes from 

Fomitopsis palustris, key factors which enhanced the sugar conversion yield were investigated 

in this work, such as enzyme production and enzyme reaction conditions, surfactant effects, and 

the surface structure of substrates. F. palustris cultured with softwood mixture produced 12.0 U/㎖ 

for endo-β-1,4-gulcanase (EG), 116.68 U/㎖ for β-glucosidase (BGL), 18.82 U/㎖ for cello- 

biohydrolase (CBH), and 13.33 U/㎖ for β-xylosidase (BXL). These levels of BGL, CBH, and BXL 

activities were two to four folds more than enzyme activities of F. palustris cultured with rice 

straw. The optimum reaction conditions of cellulase-RS which produced by F. palustris with rice 

straw and cellulase-SW which produced by F. palustris with softwood mixture were pH 5.0 at 

45°C and pH 5.0 at 50°C, respectively. The sugar conversion yield of cellulase-SW had the highest 

value of 40.6 ± 0.6% within 72 h when rice straw was used as substrate. By adding 0.1% Tween 

20 (w/w-substrate), the sugar conversion yield of rice straw was increased to 44%, which was 

about four fifths sugar conversion yield of commercial enzyme, Celluclast 1.5L (Novozyme A/S). 

A low crystallinity and an intensive fibril surface observed by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ay explain the high sugar conversion yield of rice straw. 

Keywords : enzymatic hydrolysis, Formitopsis palustris, cellulase, rice straw, carbon source

1. 서  론

목질바이오매스는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을 주성분으로 매우 복잡하게 결합되어있어 에탄올 

생산을 해서는 처리, 당화, 발효 등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여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

경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바이오매스의 에 지 

환을 극 화 할 수 있는 에 지 환기술로서 목재부

후균과 같은 진균류에서 생산되는 당화효소를 이용

하는 생물학  근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에서 

산업용 효소의 생산 균주로 잘 알려진 Trichoderma 

reesei 유래 cellulase인 Celluclast 1.5L (Novozymes 

A/S, Bagsvaerd, Denmark)와 Aspergillus niger 유래 

cellulase로서 β-glucosidase를 강화한 Novozyme 

[NS188] (Novozymes A/S)이 표 인 목재분해균의 

효소를 상용화한 이다. Cellulase는 반응기작에 따라 

endo-β-1,4-glucanase (EG), β-glucosidase (BGL), 

and cellobiohydrolase (CBH)의 3가지 종류로 나뉘

어지며 이들 3가지 종류의 효소가 복합 이며 상보

으로 작용하여야만 효율 으로 cellulose를 분해할 

수 있다. 미생물로부터 cellulases나 hemicellulases의 

생산에는 균주 배양조건에 따라 3종류의 cellulase 

생산이 독립 으로 향을 받을 수 있으며, 탄수화

물이나 그 유도체들이 부분의 cellulases 생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rgensen & Olsson, 

2006; Juhasz et al., 2005). 일반 으로 균종에 따

라 cellobiose (Fritscher et al., 1990), cellobiono-

δ-1,5-lactone (Kubicek et al., 1988), lactose 

(Morikawa et al., 1995), sophorose (Mach et al., 

1995), avicel (Yoon & Kim, 2005),  처리된 corn 

stover (Juhasz et al., 2005) 등의 탄소원이 EG, 

CBH, 는 BGL 생산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 cellulase탐색을 한 균주 연구에서는 탄소

원에 한 검토가 매우 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앞선 연구에서 자들은 목재분해력이 높은 F. 

palustris가 분비하는 효소에서 나타나는 효소패턴과 

효소활성, 혼합목분을 배양액에 첨가했을 때 균주로

부터 생산되는 효소의 활성과 배양조건의 계 등을 

구명한 바 있다(이 등, 2008; 최 등, 2007). 한 볏

짚을 기질로 했을 때 F. palustris로부터 xalana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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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정제하고 효소특성에 해 보고하는 등, 본 연

구에 사용된 균주로부터 효소개발을 한 기 연구

를 진행해 왔다(윤 등, 2007). 한 동일한 속에 속하

는 F. pinicola 조효소의 목질바이오매스에 한 당

화특성에 해서 보고한 바 있다(Kim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갈색부후균인 F. palustris에 볏짚

과 목분을 탄소원으로 사용했을 때 생산되는 균체 외 

효소의 효소활성 변화와 이들 두 가지 기질을 이용해 

생산된 효소를 이용한 목질바이오매스에 한 당화

특성에 하여 연구하 다. 한 F. palustris 균체외 

효소의 목질바이오매스에 한 당화능력 향상을 한 

당화 매제 첨가 효과, 목질바이오매스 기질의 미세 

표면구조  결정화도가 효소 당화에 미치는 향 등

에 해 조사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목질바이오매스로서 볏짚과 혼합목분을 이용하

다. 공시볏짚은 남 장성군의 농가에서 구입한 볏

짚을 건조, 분쇄하여 시험에 이용하 고, 공시목재

는 강원도 홍천군 일 에서 벌채된 국산 낙엽송

(Larix kaempferi),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잣

나무(Pinus koraiensis)  소나무(Pinus densi-

flora)를 이용하 다. 혼합목분의 제조는 공시목재를 

상으로 각 수종별로 심재와 변재로 구분하여 willy 

mill로 분쇄한 목분을 동일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

다. 공시균주의 배양 시 탄소원으로 이용하는 경

우의 혼합목분의 입자는 목재와 볏짚 공히 80∼100 

mesh의 시료를, 공시효소에 의한 당화의 기질로는 

50 mesh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하 다. 한 당화용 

목질바이오매스는 추출물의 효소 해를 방지하기 

하여 에탄올로 탈지한 후 당화시험에 이용하 다.

균체 외 효소를 얻기 한 공시균은 목재부후균으

로서 갈색부후균인 Fomitopsis. palustris (FFPRI 

0507)를 사용하 고, 효소당화시험의 비교효소로는 

Celluclast 1.5L (Novozymes)을 이용하 다. 그리고 

당화향상을 한 당화 매제로 Tween 20 (Sigma)을 

사용하 다.

2.2. 화학적 성분 분석

공시재료인 목질바이오매스의 조성분  당화 산

물에 한 정량 분석은 미국 NREL Technical Report 

(NRELL, 2008) 분석 방법에 하여 실시하 다.

2.3. 공시균 배양 및 균체 외 효소 조제

공시균은 PDA (Potato Dextrose Agar)배지에서 

배양된 균사체를 PDB (Potato Dextrose Broth)배지 

100 ㎖에 종한 후, 28°C에서 5일간 진탕배양(150 

rpm)하는 방법으로 배양을 실시하고, 이들을 본 

배양에 이용하 다. 본 배양에는 glucose 0.5% (w/v), 

yeast extract 0.2% (w/v), peptone 0.8% (w/v), 

KH2PO4 0.5% (w/v), K2HPO4 0.5% (w/v), MgSO4

ㆍ7H2O 0.3% (w/v), Thiamin HCl 5 ppm을 포함한 

액체배지(pH 5.0)를 사용하 다. 조제된 액체배지에 

배양액 5 ㎖를 첨가하고, 목분 혼입율을 5% (w/v)

가 되도록 조정하여 3주간 본 배양을 실시하 다. 공

시균 배양이 완료된 후 배양액을 filter paper 

(Adventec No.2)로 여과한 후, Amicon membrane 

농축기를 사용하여 탈염, 농축하여 최종 조효소 농

축액을 얻었다.

2.4. 효소활성 및 단백질 정량

β-glucosidase (BGL)는 1.5 ㎖ 튜 에 100 ㎕ 1 M 

sodium acetate buffer (pH 5.0), 100 ㎕ 10 mM 

p-nitrophenyl-β-D-glucopyranoside (pNPG, Sigma), 

증류수 700 ㎕와 100 ㎕ 효소를 넣고 50°C에서 15분간 

반응을 시켰다. 그 후에 100 ㎕ 2 M Na2CO2를 첨가

시킨 후에 405 nm에서 BGL 의 활성을 측정하 다. 

효소활성단 는 일정 조건하에서 1분간 반응용액 

1 ㎖당 p-nitrophenol 1 µmol을 방출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양을 1 unit로 표시하 다. Endo-β-1,4- 

glucanase (EG)는 Somogyi-Nelson법 (Somogy, 1959)

에 따라서 5 ㎕ 1 M sodium-acetate용액에 녹아있는 

2%의 carboxymethyl cellulose (CMC)나 2% xylan, 

35 ㎕ 증류수에 5 ㎕ 효소를 첨가시킨 후, 50°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효소반응이 끝난 샘 에 구리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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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를 넣고 잘 혼합한 후 100°C에서 15분간 효소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이 정지된 샘 을 실온까지 

냉각하 다. 50 ㎕ Nelson 발색 시약을 첨가하여 

청색으로 변색하는 것을 확인하고 1 ㎖ 증류수를 넣고 

충분히 혼합하 다. 샘 을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에 660 nm 흡 도를 측정한 다음, 검량선에 의거 

효소활성을 구하 다. Cellobiohydrolase (CBH)는 

1 M CH3COONa (pH=5) 100 ㎕, 10 mM p-NPL 

(p-nitrophenyl-β-lactopyranoside) 100 ㎕, 효소 

100 ㎕, 증류수 700 ㎕를 혼합한 후 40°C에서 30분간 

반응 후 효소활성 해제인 2 M Na2CO3 100 ㎕ 투입

한 후 UV-Vis spectroscopy를 이용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다음 효소활성을 구하 다. 한편, 균주 

배양액을 Amicon membrane 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

하고 여기서 얻은 농축액을 분석용 추출물로 사용하

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방법 (Bradford, 1967)

에 따라 정량하 고, 다음 식에 의거하여 단백질 농도

를 구하 다.

Protein Concentration (mg/㎖) 

= A595 × 0.811 + 0.009

2.5. SDS-PAGE에 의한 효소 패턴 분석

공시균 배양에서 얻어진 균체 외 효소 패턴 분석을 

해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

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12.5% 겔을 사용

하여 Laemmli (1970)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 다. 

분자량 표  단백질로 Mycoin (220 kDa), β-galac- 

tosidase (115 kDa), bovine serum albumin (96 kDa), 

ovalbumin (51kDa), carbonic anhydrase (37kDa), 

soybean trypsin inhibitor (30 kDa)과 lysozyme (20 

kDa)을 포함하고 있는 SDS Molecular Weight 

Standard Markers (Bio-Rad)를 사용하 다. 동

이 끝난 겔은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Sigma)으로 염색하 다. 염색된 겔을 탈색용액을 

이용하여 탈색하 다.

2.6. 균체 외 효소 당화의 최적 조건 측정

2.3.에서 얻어진 균체 외 효소의 최  조건을 도출

하기 하여 효소에 한 온도안정성과 pH안정성을 

조사하 다. 먼 , 효소의 최  온도와 pH를 조사하

기 하여 반응온도를 45, 50, 55°C, pH는 2.5∼4.0 

(citric acid), 4.0~7.0 (sodium acetate), 7.0∼8.0 

(Tris-HCl) 범 에서 효소활성을 측정하 다.

2.7. 효소 당화 및 생성 당 측정 

배양된 공시균주로부터 얻어진 균체 외 효소의 목

질바이오매스에 한 당화율을 측정하기 하여 

2.6.에서 도출된 최  온도  pH 조건에서 당화시

험을 실시하 다. 공시된 목질바이오매스에 하여

기질 농도는 2%, 당화시간은 72시간으로 하 다. 당화 

향상을 한 시험에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ween 

20를 0.1% (w/w-glucan) 농도로 조정하여 첨가하

고, 술한 것과 동일한 당화 조건으로 시험하 다. 

당화 조작이 완료된 당화액은 샘  채취 후 100°C의 

water bath에 넣어 10분간 물 탕하여 반응을 정지

시킨 후 당 분석에 이용하 다. 당화시험 후 생성당 

측정은 당화가 완료된 액을 멸균필터(0.20 ㎛)로 여

과한 후 효소 가수 분해된 당을 DNS법(Ghose, 

1987)에 의해 측정하 다. 그리고 당화율(%, w/w)은 

효소 가수 분해된 당(g)을 기질로 사용된 목질바이오

매스의 glucan량(g)에 한 백분율로 계산하 다.

2.8. 목질바이오매스의 조직 결정화도 측정

목질바이오매스 종류에 따라 다른 당화에 한 

cellulose 결정성의 향을 보기 하여 혼합목분  

볏짚을 상으로 상 결정화도를 Segal법(Segal et 

al., 1959)에 의해 측정하 다. 공시시료는 두께 약 

1 mm, 폭 10 mm의 시편을 제작하여 Power X-ray 

Diffractometry (XRD, RIGAKU, DMAX 2100V)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40 kV, 40 mA 조건하에서 Ni 

filter로 단색화한 Cu Kα선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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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of extra-cellulase proteins from 

F. palustris and F. pinicola using SDS- 

PAGE. M: Marker 1: F. palustris cul-

tured with rice straw 2: F. palustris cul-

tured with softwood mixture 3: F. pini-

cola cultured with rice straw 4: F. pini-

cola cultured with softwood mixture.

2.9.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목질

바이오매스의 표면구조 관찰

목질바이오매스의 미세 표면구조가 당화성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기 하여 주사형 자 미경 찰을 

실시하 다. 공시시료를 이온증착기(Cressington, Spu- 

tter Coater 108)를 이용하여 100 Å의 두께로 Au 증

착 후, 주사 자 미경(SEM, JEOL, JSM-5510)으로 

20 kV 가속 압 하에서 찰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탄소원에 따른 F. palustris의 균체 

외 단백질 발현 변화

갈색부후균인 F. palustris의 배양액에 볏짚과 목

분을 탄소원으로 첨가함으로써 배양액에 축 되는 

단백질을 찰하 다(Fig. 1). 공시균주와 동일 속에 

속하는 갈색부후균인 F. pinicola를 비교 균주로 제시

하 다. Lane 1과 lane 2, lane 3과 lane 4의 차이는 

배양액에 첨가한 식물유래 탄소원이 유일하므로 배

양액 내에 축 되는 단백질의 변화는 이러한 탄소원

의 차이가 주요한 원인으로 단된다. 따라서 볏짚

의 분해와 련된 다양한 효소들이 lane 1과 3에서, 

목분의 분해와 련된 다양한 효소들은 lane 2와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비 된 것으로 단된다. Juhasz 

et al. (2004)은 Trichoderma reesei RUT C30의 

BGL 분비가 배양조건의 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pH 증가가 BGL의 분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한 

T. reesei에는 한 종류 이상 여러 종류의 BGL이 

존재하여 이들이 endo나 exoglucanse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소개된 바 있다(Kubicek et al., 

1998; Juhasz et al., 2005). 이와 유사하게 Aspergillus 

nidulans에서도 한 개의 균체 외 BGL과 다른 한 개의 

균체 내 BGL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어(Lee et al., 

1996), 본 연구에서 F. palustris 균체 외 효소 패턴이 

탄소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생육조건에 의해 

서로 다른 단백질의 효소 분비가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이 같은 가능성을 확실히 

하기 하여 균체 외 효소에 발 된 효소 단백질에 

한 분리 정제 는 효소 유 자 연구를 통해 탄소

원의 차이에 따라 생성되는 단백질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고찰하 다.

3.2. F. palustris 균체 외 효소의 활성

F. palustris 배양액에서 얻어진 효소 활성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F. palustris 균체 외 효소에서 나타난 주요 cellu-

lase활성은 배양 시 첨가된 탄소원에 따라 다른 경향

을 나타냈다. 볏짚을 탄소원으로 사용했을 때 BGL

과 EG의 활성이 CBH나 BXL에 비해 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혼합목분을 탄소원으로 사용한 효소

에서는 볏짚에 비해 부분의 cellulase에서 하

게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 다. 특히 혼합

목분을 탄소원으로 이용했을 때 CBH, B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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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 activities of cellulase from F. 

palustris

Cellulase
(carbon 
source)

Specific activity (U/mg) Protein
concent
ration

(mg/㎖)

FPU
EG CBH BGL BXL

Cellulase-RS
(rice straw)

16.27 6.51 28.25 7.08 0.49 0.062

Cellulase-SW
(softwood 
mixure)

12.0 18.82 116.68 13.33 0.72 0.195

* Cultivation date was 3 weeks for cellulase-RS and 4 weeks
for cellulase-SW

Fig. 2. Extra-cellular enzyme activity (cellulase-RS)

of F. palustris cultured with rice straw 

as a carbon source. BGL: β-glucosidase;

CBH: cellobiohydrolase; BXL: β-xylosidase;

EG: endo-β-1,4-gulcanase.

Fig. 3. Extra-cellulular enzyme activity (cellulase-

SW) of F. palustris cultured with soft-

wood mixture as a carbon source. BGL:

β-glucosidase; CBH: cellobiohydrolase; 

BXL: β-xylosidase; EG: endo-β-1,4-gul-

canase.

BXL의 경우 볏짚을 이용한 경우보다 약 2~4배 정도

의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G

의 경우에는 혼합목분을 이용한 경우 다소 효소활성

이 하되는 결과를 보 다. Kim 등(2010)에 의해서 

보고된 갈색부후균 의 하나인 F. pinicola에서도 

혼합목분을 탄소원으로 사용했을 때 볏짚을 사용한 

효소에 비해 CBH가 약 6.8배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

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게 김 등(2007)은 갈색부후균 F. pal-

ustris이 목질바이오매스를 분해하는 과정 에 생

산하는 효소군을 밝 내었고, Yoon and Kim (2005)

은 F. palustris에서 결정형 cellulose 분해효소인 

CBH 생산을 보고한 바 있어 탄소원이 cellulase 발

에 매우 향이 크다는 것이 밝 진 바 있다. 한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F. palustris 균체 

외 효소에서 주요 cellulase의 활성이 증 되면서 

FPU도 볏짚을 사용한 것에 비해 혼합목분을 사용했

을 때 약 3배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어 cellulose 분해

능이 히 증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 palustris 배양시간과 생산되는 균체 외 

효소의 활성변화를 검토한 결과 Fig. 2  3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볏짚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배양한 

cellulase-RS의 경우에는 효소활성이 약 20일 정도

에 최  활성을 보인 반면에 혼합 목분을 이용하여 

배양한 cellulase-SW의 경우에는 약 28일 이상 경과

한 시 에서 최  활성을 발 하는 결과를 보 다. 

(배양 시 탄소기질의 종류에 따라 Fig. 1과 같이 발

되는 단백질이 다르므로 3종류의 cellulase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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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mal pH and temperature for cellulase activity of cellulase-RS from F. palustris cultured

with rice straw as a carbon source.

Fig. 5. Optimal pH and temperature for cellulase activity of cellulase-SW from F. palustris cultured

with softwood mixture as a carbon source.

다를 것으로 단되므로 볏짚을 탄소원으로 이용하

여 배양하여 생산된 cellulase를 포함한 효소에는 

-RS를 붙이고 혼합 목분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배양하여 생산된 cellulase를 포함한 효소에는 SW를 

붙여 발효기질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하 다.) 이러

한 결과는 F. pinicola (Kim et al., 2010)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보여, 동일한 균주라 하더라도 탄소원

을 달리하는 경우 균체 외 효소 생산에 정 배양기

간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 졌고, 이후 균체 

외 효소를 유도 생산하는 경우 볏짚에서는 20일, 혼

합 목분에서는 30일 배양하는 것으로 하 다.

3.3. F. palustris 균체 외 효소의 최적 온도 

및 pH

온도  pH변화에 따른 EG, CBH, BGL,  BXL

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하고 효소활성에 최 조건을 

도출한 결과를 Fig. 4  5에 나타내었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볏짚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생산

한 cellulase-RS는 EG, CBH, BGL,  BXL 모두 

45°C, pH 5.0에서, 혼합 목분을 탄소원으로 이용하

여 생산한 cellulase-SW는 50°C, pH 5.0에서 최  

활성을 보여 탄소원에 따른 효소의 최 조건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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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zymatic hydrolysis of lignocellulosic biomass

Enzyme Substrate Hydrolysis Time (h) No.
Rate of Hydrolysis

(%, based on glucan)
Average

Cellulase-RS from 
F. palustris1)

Rice straw

72

1 25.7

27.1 ± 1.32 27.5

3 28.2

Wood4)

1 8.8

9.0 ± 1.32 10.4

3 7.9

Cellulase-SW from 
F. palustris2)

Rice straw

1 40.2

40.6 ± 0.62 41.3

3 40.4

Wood4)

1 18.1

16.8 ± 1.32 15.6

3 16.7

Commercial3)

Rice straw

1 48.3

53.7 ± 4.72 56.1

3 56.7

Wood4)

1 26.4

29.8 ± 4.12 28.7

3 34.4
1) Rice straw as a carbon source
2) Softwood mixture as a carbon source
3) Celluclast 1.5L (10 FPU)
4) Mixed wood meals with pine, larch, rigida pine, and white pine

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이 같은 결과는 동일한 F. 

palustris에 avicel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생산한 

cellulase-Avicel의 당화 최  조건을 50°C  5.0으로 

찰한 Yoon & Kim (2005)의 보고와 cellulase-SW

는 유사하나 cellulase-RS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일반 으로 동일한 균주에서 생성된 하나의 

단백질에 한 온도  pH 안정성은 탄소원과 같은 

배양조건에 향을 받을 수 없는 특성이나 본 연구에

서 탄소원에 따라 상이한 온도  pH 안정성을 나타

낸 결과는 Fig. 1의 F. palustris의 균체 외 효소 패

턴 결과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생육조건의 차이에 의

해 체 단백질의 조성변화에 따라서 온도에 한 안

정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되며, 더 나아가 동

일한 cellulase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효소가 발

되면 이때 탄소기질의 종류에 따라 발 비율의 변화

가 생겨서 최 의 반응온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상을 보다 확실하게 밝히기 

하여 균체 외 효소에 발 된 효소 단백질에 한 

분리 정제 는 효소 유 자 연구를 통해 탄소원의 

차이에 따라 생성되는 단백질의 실체를 밝  이들 효

소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3.4. 목질바이오매스에 대한 당화율

F. palustris의 균체 외 효소를 목질바이오매스 기

질에 용하여 당화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cellu-

lase-SW는 당화기질인 볏짚에 해서는 40.6 ± 

0.6%, 혼합목분 기질에 해서는 16.8 ± 1.3%의 당

화율로 cellulase-RS에 비해 하게 높은 당화율

을 나타냈다. cellulase-SW의 높은 당화율은 상용화 

효소에 의한 당화율 비 약 56~76% 수 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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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ay deffractograms of wood and rice 

straw. The wood sample was a mixed 

wood meals of Larix kaempferi (Heartw.),

Pinus rigida (sapw.), Pinus koraiensis 

(Heartw.+Sapw.), and Pinus densiflora

(Heartw.+Sapw.) in the same proportion.

실험에서 사용한 효소가 발효액의 단순한 농축형태

인 조효소임을 감안하면 매우 우수한 당화능을 나타

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볏짚에 가벼운 

처리 는 당화 향상을 유도하는 물질 등의 한 

처리를 통해 당화율 증 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Kim 등(2010)의  다른 보고에서 갈색부

후균 의 하나인 F. pinicola에서 생산된 cellu-

lase-RS는 F. palustris의 cellulase-RS와 유사한 당

화율을 나타냈으나 F. palustris에서 생산된 cellu-

lase-SW의 볏짚에 한 당화율(40.6%)은 F. pinico-

la에서 생산된 cellulase-SW (32.0%)에 비해 cellu-

lose 분해력이 높은 것으로 비교되는 결과를 보 다. 

F. palustris나 Gleophyllum trabeum과 같은 갈색부

후균의 경우, avicel이 기질로 존재할 때 processive 

endo-glucanase를 분비하며 목질바이오매스 기질에

서 endo형과 exo형의 cellulose 분해 패턴을 동시에 

나타내는 등 cellulose 분해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Cohen et al., 2005; Yoon et al., 2007). 

목질계 는 섬유소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탄

올 생산에서 효소당화를 이용하는 경우 cellulose의 

당화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각종의 첨가물질들을 

이용하는데 이들 첨가물질들은 주로 계면활성제가 

많이 시도된다(Mizutani et al., 2002; Kumar and 

Wyman, 2009). Mizutani et al. (2002)은 Trichoderma

로부터 생산된 cellulase의 당화성능을 향상시키는데 

0.1% Tween 20이 매우 효과 임을 보고하고, 그 이

유가 효소의 강한 cellulose 흡착으로 당화반응 에 

탈착되지 않아 당화 효소의 근을 방해하는 상을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억제함으로써 당화가 진된

다는 메커니즘을 소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F. 

palustris에서 얻어진 효소에 하여 비이온성 계면활

성제인 Tween 20을 처리하여 당화율 향상을 시험하

는데 연구 결과에서 Tween 20의 첨가에 의해 볏짚

기질에서 당화율이 약 44%로 증가하여 당화율이 

53.7%인 상용화 효소 비 약 82% 수 으로 향상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F. palustris의 효소에 한 이 

같은 결과는 Mizutani et al. (2001)의 Trichoderma

효소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밝 졌다. 

Kumar and Wyman (2009)도 산을 이용한 처리 

corn stover의 효소당화성능개선에 Tween 20이 가장 

효과 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F. 

palustris 효소로부터 얻은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떠한 

 처리도 없이 계면활성제 첨가 만으로 상용화 효소

(Celluclast 1.5L)의 82% 수 을 보여 향후 처리 

는 한 조건의 당화 향상 처리를 도입할 경우 

볏짚용 당화효소로의 상업  이용 가능성이 높은 균

주로 평가되었다.

3.5. Cellulose 결정화도의 영향 

F. palustris에서 생산된 cellulase-SW의 당화활성

이 목분보다는 볏짚에 보다 효과 이었으므로 이들 

기질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결정화도에 해 조사

하 다(Fig. 6). 일반 으로 cellulose의 효소 당화성은 

cellulose의 결정성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Zhang & Lynd, 2004; Al-Zuhair, 2007). 

Fig.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볏짚 조직의 결정화도가 

목재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 다. 상 결정화도로 

계산했을 때 목재와 볏짚이 각각 55%와 40%로 결정

화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볏짚

의 낮은 결정화도가 cellulase-SW에 의한 당화능이 

목분에 비해 하게 크게 나타난 이유 의 하나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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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Rice straw (A) × 500, (B) × 1,000, and (C) × 3,000.

    

(A)                                   (B)                                   (C)

Fig. 8. Wood meal (A) × 500, (B) × 1,000, and (C) × 3,000.

3.6. SEM에 의한 기질의 미세 표면구조 

보리짚의 효소당화성에 미치는 기질의 입자크기와 

물리  표면구조의 향에 한 연구에서 주사 자

미경 찰에 의한 표면의 섬유화를 통한 표면  

증가가 효소당화성에 직 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Pedersen & Meyer, 2009). 한 

Chandra 등(2008)은 효소당화에서 처리로 변화하는 

기질의 표면  측정방법에 한 논문에서 Modified 

Simons’ Staining Technique에 의해 정확한 표면

의 측정을 통해 효소당화성 평가가 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목질바이오매스

의 효소 당화에서 비교  큰 효소단백질의 기질 근

성이 당화결과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과 기질의 

표면 을 증 시키는 처리 등이 결과 으로 당 생

산을 높일 수 있는데 효과 이라는 내용을 암시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볏짚과 목재의 기질 표면 특

성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Fig. 7 

(볏짚)와 Fig. 8 (목재)). 제시된 사진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볏짚(Fig. 7)의 표면이 섬유화에 따른 

돌출된 부분이 많아 목재(Fig. 8)에 비해 효소 반응

을 한 표면 이 컸으며 이를 통해 당화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4. 결  론

갈색부후균인 F. palustris의 균체 외 효소를 이용

하여 효소의 생산 특성, 목질바이오매스의 당화특성, 

매제 첨가 효과, 목질기질의 미세 표면구조나 결정

화도의 차이에 따른 효소 당화에 미치는 향 등에 

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F. palustris의 배양액에 볏짚과 목분을 탄소원

으로 첨가함으로써 배양액에 축 되는 단백질을 

찰한 결과, 배양액 내에 축 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첨가한 탄소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F. palustris의 균체 외 효소에서 나타난 각종의 cel-

lulase활성은 혼합목분을 탄소원으로 첨가했을 때 

생산된 cellulase-SW가 볏짚을 이용하여 생산한 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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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Tween 20 on enzymatic hy-

drolysis of lignocellulosic biomass by 

the cellulase from F. palustris

Enzyme Substrate
Tween 20 

(%)

Rate of 
Hydrolysis 

(%)

Cellulase-RS 
from 

F. palustris1)

Rice Straw
control 27.1 ± 1.34)

0.1 26.7 ± 1.14)

Wood3)
control 9.0 ± 1.35)

0.1 6.6 ± 1.35)

Cellulase-SW 
from 

F. palustris2)

Rice Straw
control 40.6 ± 0.66)

0.1 44.0 ± 1.76)

Wood3)
control 16.8 ± 1.37)

0.1 16.8 ± 1.37)

1) Rice straw as a carbon source
2) softwood mixture as a carbon source
3) Mixed wood meals with pine, larch, rigida pine, and white

pine
4) Shows no effect of mediator at p < 0.1, in rice straw as a 

biomass
5) Show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f mediator at p ≥ 0.1, in

wood meal as a biomass
6) Shows significant effect of mediator at p ≥ 0.1, in rice 

straw as a biomass
7) Shows no effect of mediator at p < 0.1, in wood meal as

a biomass

lulase-RS보다 EG를 제외하고 약 2~4배 정도의 높

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 palustris의 

균체 외 효소의 최  온도  pH는 cellulase-SW가 

50°C, pH 5.0이며, cellulase-RS는 45°C, pH 5.0이

었다. Cellulase-SW는 당화기질인 볏짚에 해서 

40.6 ± 0.6%로 가장 높은 당화율을 보 다. 한 당화

매제인 Tween 20의 첨가로 볏짚에 한 Cellulase- 

SW의 당화효율이 44%로 상승하여 상용화 효소의 

당화율인 53.7%에 비하여 약 82% 수 에 도달하

여 목질바이오매스 당화효소로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았다. 기질특성이 F. palustris 균체 외 효소의 

당화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하여 효소기질의 조직 

결정화도와 표면구조를 찰한 결과, 볏짚조직의 결

정화도가 목분조직에 비해 낮았고 볏짚에 섬유화된 

구조를 통한 표면 의 증가로 효소의 근성이 뛰어

나므로 이를 통해 높은 당화율이 찰되는 것으로 고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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