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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stability of enzymes is a crucial practical factor in the food industry. Previously, leucine amino-
peptidase (LAP) was purified from Bacillus sp. N2. Here, we present the salt effect of LAP using syn-
thetic substrates. LAP had a hydrolytic activity for L-leucine-ρ-nitroanilide in high concentrations of
NaCl (up to 4 M), but not for other neutral salts (LiBr, LiCl, NaBr, KBr, and KCl). It hydrolyzed vari-
ous synthetic di-peptide substrates with hydrophobic and hydrophilic amino acids at the C-terminal
Xaa region, in the presence of 0-4 M NaCl.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hydrolytic action of LAP is
not dependent on the hydrophobicity of the amino acid side chain at the scissile bond of the substrate.
Remarkably, the hydrolytic activity of LAP was 1-3 folds higher than those of other LAPs and amino-
peptidases in 4.5 M NaCl, suggesting that NaCl-tolerant LAP might be used in the food industry as
cheese and anchovy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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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많은 protease들은 미생물에 존재하며, 여러 식품 가공생산

과 발효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염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pro-

tease와 peptidase들은 식품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minopeptidase는 단백질의 N과 C 말단으로부터 아미노산

을 가수분해한다. Leucine aminopeptidase (LAPs; EC

3.4.11.1)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세포 exoprotease의 일종으

로, leucine과 같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붙어있는 펩타이드 결

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다양한 LAP 효소들은 많은 조

직과 생물체들로부터 분리되고 그 특징들이 연구되었다

[1,7,9,13,14,16]. Aminopeptidase [12]와 carboxypeptidase [3]

를 포함한 exoprotease는 단백질 합성과 분해, 단백질 가수분

해에 의한 떫음 감소[17] 등과 같은 산업적인 응용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 exoprotease의 가장 중요한 응용은 치즈와

멸치 젓갈의 생산에서 단백질 가수분해물질(hydrolyzate)의

떫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발효식품의 숙성과정이나 bioactive protein hydrolyzate

의 효소 처리과정 동안에 쓴맛(bitterness)이 발생한다고 알

려진다. 이러한 쓴맛은 발효식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

에 쓴맛을 최소화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쓴맛의 내포와

쓴맛을 가지는 peptide들의 화학적인 구조 간의 관계 규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 쓴맛은 그 분자의 크기, 소수성(hy-

drophobicity), 1차적인 염기서열, 나선형 구조와 아주 밀접

한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쓴맛은 peptide 분자

의 전체적인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더 쓴맛이 강하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쓴맛은 Leu, Tyr, Phe을 가지는 peptide들

에서 확인되었고, C-말단 부분에 L-configuration을 가지는

소수성 단백질이 많을수록 쓴 맛이 강하다고 보고되었다[5].

그러므로, 쓴맛을 내는 peptide의 구조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전에 우리는 Bacillus sp. N2 유래의 Luecine amino-

peptidase의 정제와 그 효소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염들의 농도에 따른 그 정제된 효소(LAP)의

활성 조사와 L-leucine-p-nitroanilide (L-Leu-pNA) di-와 tri-

peptide 기질을 이용하여 효소의 peptide 가수분해활성의 특

이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이전에 보고된 aminopeptidase

(AP)들과의 가수분해 활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Aeromonas proteolytica aminopeptidase,

Streptomyces griseus aminopeptidase, porcine kidney cytosol

의 aminopeptidase와 porcine kidney cytosol의 microsomes

유래의 leucine aminopeptidases는 Sigma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합성 기질인 L-leu-

cine-p-nitroanilide (L-Leu-pNA) di-와 tripeptide은 Sigma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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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의 단백질 정제

본 실험에 사용된 단백질은 이전에 발표된 Lee 등[6]의 방법

에 따랐다. 간단히 요약하면, Bacillus sp. N2 유래의 LAP은

4가지의 크로마토그래피 방법(CM-Sepharose, CL-6B,

Mono-Q, and Superdex-200)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LAP은 실험을 위한 효소로 사용하였다.

아미노펩티데아제(Aminopeptidase) 활성조사

아미노펩티데아제 활성은 합성 기질인 L-Leu-pNA를 이용

하여 흡광도 40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효소액 0.1 ml를 5 M L-Leu-pNA 기질을 포함한

완충용액(50 mM Tris-HCl, pH 7.5)에 혼합하여 총량이 1 ml이

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상기 혼합물을 37
o
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흡광도 405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여러

염(NaCl, LiBr, NaBr, KBr, LiCl, KCl)들의 농도에 의한 LAP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 기질 액에 각 염의 농도를 0~4.5

M을 포함하여 상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i-와 tripeptide의 가수분해

LAP에 의한 di-와 tripeptide의 가수분해 활성조사는

Cd-ninhydrin 방법[2]을 이용하여 Leu-Xaa와 같은 여러 di-

peptide들로부터 leucine이 방출되는 양을 측정하였다.

Cd-ninhydrin 시약은 ninhydrin 0.8 g을 99.5% 에탄올 80 ml

과 아세트산 10 ml의 혼합액에 녹인 다음, CdCl2 1 g를 증류수

1 ml에 녹인 용액을 첨가하여 준비하였다. 완충용액(50 mM

Tris-HCl, pH 7.5) 800 μl에 2 mM di-와 tripeptide 기질

(leu-Xaa)을 포함한 완충용액(20 mM HEPES, pH 7.0) 100 μl와

효소액 100 μl을 혼합하여 총량이 1 ml이 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상기 혼합물을 37o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Cd-nin-

hydrin 시약 1 ml을 첨가하여 84
o
C에서 5분 동안 가열한 후

냉각시키고, 흡광도 507 nm 파장에서 유리된 Leucine을 측정

하였다.

Vmax과 Km 값

Vmax과 Km 값은 이전에 보고된 실험방법[8]에 따랐다. 각

실험은 9가지의 다른 기질 농도에서 수행되었다. 그 기질액(S)

농도(mM)는 1/S가 1/Km (mM)의 20~200%의 범위까지로 정

했다. 기질인 L-Leu-pNA의 양은 Km 값이 높았기 때문에

0.5~5 mM까지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염 농도에 의한 LAP의 활성

여러 염(NaCl, LiBr, NaBr, KBr, LiCl, KCl)들에 의한 LAP의

가수분해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0, 1, 2, 3, 4 M 염의 농도가

포함된 L-Leu-pNA 기질을 사용하여 효소활성을 조사하였다

(Fig. 1). LAP은 다른 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NaCl에서

가장 높은 효소활성을 나타내었다. LAP의 효소활성은 NaCl

농도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 M NaCl 농도에서 최대활

성을 보였다.

이전에, 우리는 Bacillus sp. N2 유래의 LAP 정제 및 효소활

성에 대해 보고하였다[6]. 본 연구에는 다른 염들에 의한 LAP

의 효소활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특히, LAP는 NaCl에

의해서 효소활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정제된 효소의 온도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고농도의 NaCl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37
o
C와 28

o
C에서 효소의 활성이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data not shown). 고농도의 NaCl이 존재할 경우에 LAP가

높은 효소활성이 보인다는 점과 온도에 대한 효소의 안정성은

산업적인 응용 측면에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NaCl 농도에 따른 LAP 활성에 관한 속도론

5가지의 서로 다른 NaCl 농도(0, 1, 2, 3, 4 M)에서 LAP의

L-Leu-pNA에 대한 반응속도(v)는 lineweaver-Burk ([1/v vs

1/S])식에 의해 그래프화하였다(Fig. 2). Km과 Vmax 값은 lin-

ear-squares regression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Km 값은

NaCl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Vmax 값은 NaCl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i-와 tripeptide 기질에 대한 LAP의 가수분해활성

12종류의 C-말단 끝부분의 scissile bond에 di-와 tripeptide

가 붙은 기질을 이용하여 NaCl이 LAP의 활성에 끼치는 영향

에 대해 조사하였다(Fig. 3, 4). 그 반응은 각 Km 값 보다 낮은

기질 농도에서 수행하였다. NaCl이 존재할 경우, C-말단 끝부

분에 소수성 아미노산을 기질로써 사용하였을 때, LAP은

Leu-Met, Leu-Leu-Leu, Leu-Val, Leu-Leu, Leu-Phe, Leu-Trp

에는 활성이 있었지만, Leu-Pro에는 활성이 없었다. 그리고,

동일한 NaCl의 조건에서 친수성 아미노산을 기질로써 사용하

Fig. 1. Effects of various salts on LAP activity. ○, NaCl; △,

KBr; □, NaBr; ●, LiBr; ▲, LiCl; ■,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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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zyme kinetics of LAP in the presence of NaCl.

Fig. 3. Enzymatic hydrolysis of various hydrophobic amino acid

in Xaa region by Bacillus sp. N2. ○, Leu-Met; △,

Leu-Leu-Leu; □, Leu-Val; ●, Leu-Leu; ▲, Leu-Phe; ■,

Leu-Trp; ◇, Leu-Pro

였을 때, LAP은 Leu-Tyr와 Leu-Asp에서는 활성이 있었으나,

Leu-Arg, Leu-Gly, Leu-Asn에서는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cillus sp. N2 유래 LAP의 가수분해활

성은 C-말단에 위치하는 소수성과 친수성 아미노산과는 아무

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LAP은 Leu-Pro을

제외한 C-말단에 위치하는 소수성 아미노산 기질에 대해서는

효소활성을 나타내었다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단백질의 효소 처리공정은 다양한 식품산업 분야에서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과정 동안 쓴맛을 내는 peptide가 생성되는

데, 그 peptide로 인해 쓴맛이 발생된다. 이러한 쓴맛은 pep-

tide의 소수성 아미노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

며, 소수성 아미노산을 제거함으로써 그 쓴맛을 제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zawa 등[4]에 의하면, Aeromonas cav-

iae T-64 유래의 AP는 N-말단에 붙어있는 소수성 아미노산

잔기들을 가진 peptide을 가수분해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쓴

Fig. 4. Enzymatic hydrolysis of various hydrophilic amino acid

in Xaa region by Bacillus sp. N2. ○, Leu-Tyr; △,

Leu-Asp; □, Leu-Arg; ●, Leu-Gly; ▲, Leu-Asn

맛을 내는 소수성 peptide를 포함한 milk casein과 soy protein

의 hydrolyzate을 기질로 사용했을 때 쓴맛이 제거된다는 사

실을 보고했다.

이전에 우리는 정제된 LAP은 mono peptide 잔기 하나가

붙여 있는 합성기질인 L-Leu-pNA에서 가수분해 활성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밝혔다[6]. 본 연구에서는 정제된 LAP가 고

농도의 NaCl에서 여러 소수성 아미노산이 붙여 있는 di-와

tripeptide 기질에 대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사실은 단백질 hydrolyzate으로부터 쓴맛을 제거하는 것

과 반응시간을 줄이는데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된 AP와 LAP와의 효소활성 비교

NaCl이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L-Leu-pNA을 기질로 하여 예전에 보고된 다른 AP들과 정제

된 LAP의 효소활성을 비교하였다(Fig. 5). 여러 가지 농도의

염(1~4.5 M NaCl)이 존재할 경우, Bacillus sp. N2 유래의 LAP

은 매우 안정한 효소활성을 보였지만, Streptomyes griseus 유래

의 AP [10]와 Porcine kidney cytosol 유래의 AP에서는 NaCl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소활성이 감소하였다. Porcine

kidney microsome 유래의 AP는 0.5~1 M NaCl 농도에서는

효소활성이 증가하였으나, 2~4.5 M의 농도에서는 활성이 감

소하였다. Aeromonas proteolytica 유래의 AP [9] 효소활성은

NaCl의 농도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기존의 알려진 AP들과의 비교 실험 결과, Bacillus sp. N2

유래의 LAP가 고농도의 NaCl에서 가장 높은 효소활성을 나

타내었다는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 비록 그 기질이

LAP 활성 조사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정제된

LAP은 다른 AP들보다도 1~3배의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미생물 유래의 AP는 중요한 식품 처리공정에 사용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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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Aminopeptidases and LAPs activity in the

presence of NaCl. ○, Aminopeptidase from porcine kid-

ney microsomes; △, LAP from Bacillus sp. N2; □, LAP

from Aeromonas proteolytica; ●, LAP from Streptomyces gri-
seus; ▲, Aminopeptidase from porcine kidney cytosol

소이며, 식품의 단백질을 변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염과

관련된 식품산업에서 이러한 효소를 사용하려면 염에 대한

안정성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NaCl에 내성을 지닌

LAP는 치즈와 멸치 젓갈과 같은 식품 산업 공정에서 단백질

hydrolyzate의 쓴맛을 가진 펩타이드를 제거하는데 용이한 효

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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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Bacillus sp. N2 유래 leucine aminopeptidase의 가수분해활성에 대한 NaCl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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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의 염에 대한 안정성은 식품산업 응용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다. 이전에, leucine aminopeptidase (LAP)

은 Bacillus sp. N2에서 정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AP효소의 염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LAP은 고농도의

NaCl (4 M)에서 L-leucine-ρ-nitroanilide의 가수분해활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중성 염들(LiBr, LiCl, NaBr,

KBr, KCl)에서는 활성이 없었다. 그 효소는 0-4 M NaCl 농도에서 C-말단 Xaa쪽에 소수성 아미노산과 친수성

아미노산을 가진 여러 di-peptide 합성 기질들을 가수분해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LAP의 가수분해성은 기질의

Scissile bond에 있는 아미노산 사이드 체인의 소수성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AP의 가수분

해활성은 4.5 M NaCl 농도에서 다른 LAP와 Aminopeptidase의 활성 보다 1-3배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NaCl에 내성을 지닌 LAP을 치즈와 멸치 젓갈과 같은 식품 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