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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에서 단백질 분비에 대한 Agarivorans albus YKW-34의 

Agarase 시그널펩티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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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 coli expression system such as inclusion body formation and dis-
ulfide bond failure, we tried to express the heterologous protein as a secreted form. We adopted
agarase signal peptide (ASP; 23 amino acid residues) from Agarivorans albus YKW-34 which is one
of marine bacteia. When we used ASP to express β-agarase, about 42% activity was detected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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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장균에서의 재

조합 단백질 생산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여러 종류의 세균, 효

모, 곰팡이, 곤충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 등에서도 재조합 단

백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의 산업용 효소 전체

시장은 약 15억 달러, 국내 효소 시장은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천연효소를 사용하였으나, 이

후부터 재조합 효소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천연효소

시장에 침투하였다[Oh, 2004].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조합 단

백질의 생산은 사용 목적과 생산 규모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발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대장

균이다. 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초기부터 사용되어 분자 생

물학적 연구와 발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

으며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Baneyx, 1999]. 그러

나, S-S 결합이나 번역 후 수식을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경우

에는 발현에 실패할 수 있으며, 대량 발현의 경우에는 단백질

의 비특이적인 응집이 일어나는 등 대장균에서 재조합 단백질

생산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Waldo,

200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현 수준을 조

절하는 프로모터의 사용[Makrides, 1996], 대장균의 유전적 개

량[Lara 등, 2006], chaperon co-expression[Kapust와 Waugh,

1999], 재조합 단백질의 분비[Mergulhão 등, 2005]와 같은 방법

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미생물인 Agarivorans albus YKW-34로

부터 agarase 유전자 AgaB34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agarase가

대장균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현상을 관찰하여, AgaB34의 추

정 시그널펩티드가 대장균에서 재조합 단백질 분비를 위한 신

호로 사용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Fu 등, 2009]. 그

래서, AgaB34로부터 N-말단 23개 아미노산 잔기에 해당하는

추정의 시그널펩티드를 ASP로 명명하였고, ASP 유무에 따른

대장균에서 단백질 분비 발현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발현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다. AgaB34를 주형으로 agarase의 N-말

단부터 open reading frame(ORF) 전체를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으로 증폭하여 발현 벡터인 pET23b(Merck,

Darmstadt, Germany)에 클로닝하여 발현 플라스미드 pET23b-

agarase(WT)를 얻었으며, ASP를 제외한 부분만을 PCR로 증폭

하여 역시 발현 벡터인 pET23b에 클로닝하여 발현 플라스미드

pET23b-agarase(∆ASP)를 얻었다(Fig. 1). 각 발현 플라스미드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의 변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

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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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발현 플라스미드를 E. coli BL21(DE3)(Merck,

Darmstadt, Germany)에 형질전환하고, 형질전환 균주를 200

mL Luria-Bertani(LB) 액체 배지에 접종하여 37oC에서 200

rpm으로 진탕 배양하였고, 600 nm 흡광도가 0.5에 이르렀을

때,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기 위하여 isopropyl β-D-1-

thiogalactopyranoside(IPTG)를 0.5 mM 되도록 첨가하였다.

IPTG를 넣고 배양 온도를 30oC로 낮추어 200 rpm으로 진탕 배

양하면서 세포 안팎의 agarase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

Agarase의 활성 측정은 균주를 키우면서 매 시간마다 채취한

균체의 용균액과 배양액을 사용하여 환원당을 측정하는 비색법

을 사용하였다[Miller, 1959]. 즉, 기질로 0.1% agarose 용액을

사용하였고 시료와 기질을 섞어 37oC에서 반응시키고 환원당

과 반응하는 dinitrosalicylic acid 용액을 넣어 반응시켜 575 nm

흡광도를 측정하여 효소 활성을 계산하였다. 효소 활성 1 U은

분당 1 µmol의 D-galactose를 생산하는 효소량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각 시료의 단백질량은 Bicinchoninic acid 방법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Smith 등, 1985].

Fig. 2에서 보듯이 IPTG 첨가 이후 pET23b-agarase(∆ASP)

형질 전환체는 세포내에서만 agarase 활성을 측정할 수 있었으

나, pET23b-agarase(WT) 형질 전환체의 경우에는 배양액에서

도 agarase 활성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배양액의

agarase 활성이 autolysis가 아닌 분비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10시간 배양 후 균체와 배양액을 분리하여,

각각의 agarase 활성과 단백질량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pET23b-agarase(WT) 형질 전환체의 경우에는 배양액의 비활성

이 세포 내에서 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해양 미생물인 Agarivorans albus YKW-34에서 분리한 추정

시그널펩티드인 ASP는 23개의 아미노산 잔기(MKGFTKHSILM

ACSIGLAINATA)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2의 결과로부터 대

장균에서 단백질의 분비를 매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장

균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펩티드를 살펴보면 각각

의 단백질 분비 경로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typeⅠ 경로의 경우 일련의 아미노산 잔기가 재조

합 단백질의 C-말단에 붙어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ernández와 de Lorenzo, 2001; Gentschev 등, 2002;

Koronakis, 2003]. 따라서 ASP는 type I과는 다른 경로로 단백

질을 분비시킴을 알 수 있다. 한편, type II 경로에는 signal

recognition particle(SRP), twin-arginine translocation(TAT),

SecB-dependent pathway의 3가지 경로가 보고되었다[Mergulhão

등, 2005]. 각 경로에 해당하는 시그널펩티드의 아미노산 조성

을 보면, SRP pathway는 높은 비극성을 가지는 아미노산 잔기

들로 구성되어 있고, TAT pathway는 두 개의 arginine이 연속

으로 배열되는 특징을 가지며, SecB-dependent pathway의 경우

Fig. 1. Constructs of (A) pET23b-agarase (WT) and (B) pET23b-

agarase (∆ASP) expression plasmid.

Fig. 2. Cell growth (-●-) and intracellular (-▲-) and extracellular

(-■-) agarase activity of E. coli BL21 (DE3) transformed with (A)
pET23b-agarase(WT) and (B) pET23b-agarase (∆ASP). Results are

th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able 1. Agarase production from E. coli BL21 (DE3) transformed with pET23b-agarase (WT) and pET23b-agarase (∆ASP), respectively.

Results are th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garase (WT) Agarase (∆ASP)

Supernatant Cell lysatye Supernatant Cell lysate

Total Protein (mg) 18.9 78.2 18.1 94.1

Total Activity (U) 7.18 10.01 - 8.61

Specific Activity (U/mg) 0.38 0.13 -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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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8~30개의 아미노산 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N과 C-말

단에는 극성, 가운데 부분에는 비극성인 아미노산 잔기로 구성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ASP는 전체 23개의 아미

노산 잔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N과 C-말단에는 극성, 가운데

부분에는 비극성인 아미노산 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arginine

잔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type II의 SecB-dependent pathway

를 통하여 재조합 단백질을 분비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Fig. 3).

pET23b-agarase(WT) 형질 전환체의 경우, 세포내에 50% 이

상의 agarase 활성이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agarase의 생산 속도가 분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생각되

며, 재조합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비생산하기 위해서는 시그

널펩티드의 사용과 동시에 분비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ASP의 분비 경로를 보

다 잘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며, 진핵세포 유래

의 재조합 단백질의 분비생산 연구가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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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pathy plots of each signal peptide of type II secretion

pathway and ASP by Kyte-Doolittle scale [Kyte and Doolittle,

1982]. (A) SRP pathway (LamB) [Pratap and Dikshit, 1998], (B) TAT
pathway (TorA) [Barrett et al., 2003], (C) SecB-dependent pathway
(OmpF) [Choi and Lee, 2004], (D) ASP in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