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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report the glycoside hydrolase (GH) family 16 β-agarase from the strain of Agarivorans sp.
JA-1, which authors previously stated as recombinant expression and characterization of GH-50 and
GH-118 β-agarase. It comprised an open reading frame of 1,362 base pairs, which encodes a protein
of 49,830 daltons consisting of 453 amino acid residues. Valuation of the total sequence showed that
the enzyme has 98% nucleotide and 99% amino acid sequence similarities to those of GH-16 β-agarase
from Pseudoalteromonas sp. CY24. The gene corresponding to a mature protein of 429 amino acids was
recombinantly expressed in Escherichia coli, and the enzyme was purified to homogeneity by affinity
chromatography. It showed maximal activity at 40°C and pH 5.0, representing 67.6 units/mg. Thin
layer chromatography revealed that mainly neoagarohexaose and neoagarotetraose were produced
from agarose. The enzyme would be valuable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functional
neoagarooligosaccha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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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천은 galactose와 galactopyranose의 중합체로[5] 홍조류

의 세포벽에서 유래하며 우뭇가사리(천초, Gelidium), 석무, 꼬

시래기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다[8]. 한천 다당류는 친수성 고

분자로 콜로이드의 성질을 나타내며 낮은 농도로도 겔 형성능

이 있으며 85℃ 이하에서는 녹지 않아 식품산업, 향장품, 의약

산업의 안정제로 사용된다[8].

한천유래 올리고당의 다양한 생리적 활성이 보고되었으며

올리고당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산가수분해법과 효소분해

법이 보고되었다. 산가수분해법은 생산된 한천올리고당의 낮

은 기능성과 중화가 필요하여 처리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한천분해효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21]. 따라서 한천분해효소를 생산하는 균주의 탐색

과 재조합발현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왔다[15,16,19,

22]. 저자들도 한천분해세균으로 Agarivorans [19], Thalassomonas

[15], Glaciecola [16]속 세균 등을 보고하였으며, Agarivorans sp.

JA-1 유래의 β-agarase를 대장균과 고초균에서 재조합 발현시

켰고 한천을 분해하여 생성된 한천올리고당의 세포독성 없는

미백활성을 보고하였다[10,13].

한천 다당류에 대한 연구는 다당류의 기능과 다당류 생산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천의 α-agarase 분해산물인 한

천올리고당(agarooligosaccharides)이나 β-agarase 분해산물

인 네오한천올리고당(neoagarooligosaccharides)의 보고된 기

능성은 면역증진, 항암, 간보호, 항산화, 항균, probiotics, 미백,

보습 효과 등으로 고부가가치 기능성물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2]. 한편 한천은 40℃ 이상에

서 sol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효소활성은 sol 상태가 gel 상태에

비해 높으므로 40℃ 이상에서 활성이 높은 agarase를 탐색하

거나 돌연변이법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졌다[12].

Agarivorans속 세균은 Gammaproteobacteria에 속하는 호

기성의 그람음성균으로 한천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표준

균주(type species)로 Agarivorans albus가 보고되어 있다[6]. 현

재까지 특성이 보고된 Agarivorans 속 세균의 agarase는 분자

량이 100 kDa 이상이었는데[6,9,13], 저자들은 48 kDa의 새로

운 agarase를 확인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이전 연구에서 한천분해효소 유

전자를 클로닝하여 보고한 Agarivorans sp. JA-1 [19] 균주에

서 새로운 한천분해효소 유전자를 분리하고 대장균에서 재

조합 발현시키고 정제를 수행한 후 파악된 효소의 특성을 조

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주, 시약 및 배지

새로운 β-agarase의　확보에 이용한 균주인 Agarivorans sp.

JA-1은 제주도 해역에서 분리된 한천분해 세균이다[19]. 대장

균 세포(E. coli DH5α)를 유전자 클로닝을 위한 숙주로 사용하

였고 LB 배지(1% bacto tryptone, 0.5% yeast extract, 0.5%

NaCl)와 37℃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대장균 형질전환체의 선

별을 위해서는 ampicillin을 최종농도 100 μg/ml가 되게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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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B 한천배지를 사용하였다. 단백질의 발현을 위한 숙주로

E. coli BL21 (DE3)를 사용하였다. 제한효소, T4 polynucleotide

kinase, DNA ligation kit ver. 2, Pyrobest DNA polymerase는

Takara Korea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유전자 확보 및 클로닝

전반적인 클로닝실험은 Sambrook 등의 방법을 따라서 수

행하였다[20]. Agarivorans sp. JA-1의 총세포 DNA는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플라스미드 DNA는 Sambrook

등의 알칼리분해법을 이용하였다[20]. 새로운 β-agarase

AgaJA3 유전자는 Agarivorans sp. JA-1의 총세포 DNA를 주형

으로 Pyrobest DNA polymerase (Takara Bio Inc., Otsu,

Japan)를 이용하여 증폭하였고, Vibrio sp. PO-303 [2]의 β

-agarase D 유전자의 서열을 참고로 하여 제조한 프라이머인

A_sp-b-agaJA3-F (5’-ATGAAAGGATTCACTAAGCACCCA

CTAC-3')와 A_sp-b-agaJA3-R (5'-CTACTGGAATTTAAAAC

GTTGGTTGGTAC-3')가 사용되었다. 증폭된 1.4-kb DNA를

pGEM-T easy vector (Promega)에 연결시켜 pGEMTe-A_sp-

b-agaJA3을 제조하였고, E. coli DH5α 세포를 형질전환시켰다.

DNA의 염기서열 파악은 BioNex사(Seoul, Korea)에 의뢰하였

고, 서열분석은 DS_Gene ver. 1.5 program (Accelrys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재조합 β-agarase AgaJA3의 발현과 정제

β-Agarase AgaJA3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발현시키기 위하

여 신호서열(signal sequence)이 제거된 성숙체(mature form)

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증폭하였다. pGEMTe-A_sp-b-agaJA3

를 주형으로 Pyrobest DNA polymerase (Takara Bio Inc.,

Otsu, Japan)를 이용하여 증폭하였고, A_sp-b-agaJA3E-F (5’-

CATATGGACTGGGATAATATCCCAATTCC-3' (inserted a

NdeI site is underlined))와 A_sp-b-agaJA3E-R (5'-CTCGAG

CTGGAATTTAAAACGTTGGTTGG-3' (inserted a XhoI site

is underlined))가 프라이머로 사용되었다. 증폭된 1.3-kb

DNA를 pGEM-T easy vector (Promega)에 연결시켜 pGEMTe-

A_sp-b-agaJA3E를 제조하였고, E. coli DH5α 세포를 형질전환

시켰다. DNA의 염기서열 파악은 BioNex사(Seoul, Korea)에

의뢰하였고, 서열분석은 DS_Gene ver. 1.5 program (Accelrys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pGEMTe-

A_sp-b-agaJA3E를 제한효소 NdeI과 XhoI으로 처리한 후 확보

한 1.3-kb의 DNA 단편을 대장균 발현벡터인 pTXB1 (New

England BioLabs Inc., Beverly, MA, USA)에 연결시켜 발현

플라스미드인 pTXB1-A_sp-b-agaJA3E를 재조하였고, E. coli

DH5α 세포를 형질전환시켰다. pTXB1-A_sp-b-agaJA3E를 제

한효소 NdeI과 XhoI으로 절단하여 1.3-kb의 β-Agarase

AgaJA3 성숙체 유전자 단편을 확인하였다.

pTXB1-A_sp-b-agaJA3E로 발현숙주인 E. coli BL21 (DE3)

세포를 형질전환시켰고, 획득한 재조합체를 ampicillin이 첨가

된 10 ml의 LB 배지로 37℃에서 12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ampicillin이 첨가된 1 l의 LB 배지로 37℃에서 3시간 배양한

후, IPTG를 최종농도 0.3 mM로 첨가하여 T7 promoter를 활성

화시켰다. IPTG를 첨가한 후 추가로 30℃에서 3시간 배양하였

고 원심분리(5,000× g, 5분)로 세포를 수확하여 여기에 냉장한

30 ml의 칼럼(column) 완충용액(20 mM Tris-HCl (pH 7.4),

0.5 M NaCl, 0.2 % Triton X-100, 2 mM EDTA)을 첨가하였다.

초음파로 세포를 파괴한 후 원심분리(20,000× g, 20분)를 행하

여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이후 상층액을 미리 칼럼완충용액으

로 처리한 Chitin beads (New England BioLabs Inc.) 20 ml가

충진된 칼럼에 통과시키고 칼럼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칼럼

완충용액에 최종농도 30 mM DTT가 첨가된 분리(cleavage)

완충용액으로 4℃에서 밤새 처리하였다. 칼럼완충용액 50 ml

로 단백질을 용출시켰다. 단백질의 함량은 BSA (bovine se-

rum albumin)을 표준으로 BCA protein assay 용액(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DS-PAGE

정제된 단백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Laemmli의 방법에 따라

11%의 polyacrylamide 겔을 이용하여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AGE)를 수행하였다. 정제된 효소액에

Laemmli's sample buffer를 첨가하여 5분간 중탕가열한 후,

전기영동을 수행하였고 GelCode Blue Stain Reagent (Pierce

Biotechnology)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가시화하였다.

효소의 활성측정

Agarase 활성은 아가로스에서 생성된 환원당을 Somogy-

Nelson법으로 정량하여 확인하였다[19]. 기질용액으로 0.2%

(w/v)의 아가로스를 포함하는 활성완충용액(50 mM Tris-HCl

(pH 7.0), 300 mM NaCl, 1 mM CaCl2)을 중탕가열한 후, 45℃

까지 냉각시켜 사용하였다. 기질용액 1 ml에 재조합 AgaJA3

효소액 0.5 ml를 첨가하여 45℃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반응

용액 0.5 ml에 Somogy 시약(10% CuSO4 80 ml, 1N NaOH

100 ml, Na2SO4 180 g, Na2HPO4・12H2O 71 g, C4H4O6KNa・
4H2O 40 g / D.W. 1 l) 0.5 ml를 첨가하여 효소반응을 중지시

키고 10분간 중탕가열하였다. 실온으로 냉각된 용액에 ar-

seno-molybdate 시약 2 ml를 첨가하고 원심분리(14,000× g,

5분)를 행한 후 상층액의 흡광도를 550 nm에서 측정하였다.

1분당 1 μmole의 galactose를 생산하는 한천분해 효소의 양을

1 unit로 정의하였고 galactose를 이용하여 표준적정곡선을 작

성하였다.

pH에 따른 한천분해효소의 활성측정

pH에 따른 한천분해효소의 활성은 pH를 3.0에서 10.0까지



Journal of Life Science 2012, Vol. 22. No. 11 1547

Fig. 1. Nucleotide sequence of the β-agarase agaJA3 gene of Agarivorans sp. JA-1 and deduced amino acid sequence of the enzyme.

The nucleotide sequence of the β-agarase gene is shown.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 of the gene product is indicated

by the single letter codes under the nucleotide sequence. The putative signal peptide sequence is underlined.

변화시키며 측정하였다. 넓은 pH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완충

용액인 50 mM GTA (3,3-dimethyl-glutaric acid, Tris

(hydroxymethyl)-aminomethane, 2-amino-2-methyl-1,3-pro-

panediol) 완충용액(300 mM NaCl, 1 mM CaCl2)을 이용하여

pH 3~10에서의 활성측정도 수행하였다.

반응온도에 따른 한천분해 효소의 활성측정

기질용액으로 0.2% (w/v)의 아가로스를 포함하는 활성완

충용액(50 mM GTA-HCl (pH 5.0), 300 mM NaCl, 1 mM

CaCl2)을 중탕가열한 후, 25~60℃의 온도별로 냉각시켜 이용

하였다. 기질용액 1.0 ml에 효소액 0.5 ml를 첨가하여 각 온도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22].

한천분해 효소의 열안정성 측정

기질용액으로 0.2% (w/v)의 아가로스를 포함하는 활성완

충용액(50 mM GTA-HCl (pH 5.0), 300 mM NaCl, 1 mM

CaCl2)을 중탕가열한 후, 25~60℃의 온도별로 냉각시켜 이용

하였다. 효소액 0.5 ml를 각 온도별로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열처리한 후, 기질용액 1.0 ml를 첨가하여 각 온도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효소활성

은 열처리전의 효소활성과 비교하였다.

한천 가수분해산물의 thin-layer chromatography (TLC)

분석

효소액을 이용한 아가로스 분해산물은 TLC로 분석하였다.

기질용액으로 0.2% (w/v)의 아가로스를 포함하는 활성완충

용액(50 mM GTA-HCl (pH 5.0), 300 mM NaCl, 1 mM CaCl2)

을 중탕가열한 후 40℃까지 냉각시켜 사용하였다. 기질용액

1ml에 효소액 0.5 ml를 첨가하여 40°C에서 24 그리고 48시간

반응시킨 후, Silica gel 60 TLC plate (Merck, Darmstadt,

Germany)을 이용하여 분해산물의 분석을 수행하였다[4,7]. 아

가로스 분해산물을 n-butanol/acetic acid/H2O (2/1/1

(v/v/v))를 이용하여 전개한 후 건조시켰고 표면에 10% (v/v)

H2SO4를 뿌린 후 다시 건조시켰으며 이후 80℃에서 가시화시

켰다. 표준물질로 neoagarohexaose (Sigma, USA)와 neo-

agarotetraose (V-Labs Inc. St. Covington, LA, USA), gal-

actose (ACROS, USA)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Agarivorans sp. JA-1의 β-agarase agaJA3 유전자

클로닝

신규 agarase 유전자를 Agarivorans sp. JA-1 균주에서 확보

하고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

과, 신규 agarase 유전자는 GC 함량이 44.13%이며 1362 bp의

길이였고 ATG로 시작되어 TAG로 끝나는 구조를 나타냈다

(Fig. 1). 이는 453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분자량 49,830 dalton

(Da)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Fig. 1). 염기서열은 Vibrio

sp. PO-303의 β-agarase agaD 유전자(GenBank: AB221476)와

97%[3] 그리고 Pseudoalteromonas sp. CY24의 β-agarase ag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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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urification of β-agarase AgaJA3 from E. coli cells harboring pTXB1-Asp-β-agaJA3E

Purification step Total protein (mg/l) Total activity (U) Specific activity (U/mg) Yield (%)

Cell-free extract 677.8 542.2 0.8 100

Affinity chromatography 1.2 81.1 67.6 15

유전자(AY150179)와 98%의 유사도를 보였다[17].

신규 agarase의 아미노산 서열은 Vibrio sp. PO-303의 β

-agarase AgaD (BAF34350)와 98%[3], Pseudoalteromonas sp.

CY24의 β-agarase AgaΑ와 99%[17]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garivorans albus YKW-34의 GH-16 β-agarase와 88%의

유사성을 보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β-agarase는 서열의 유사

성을 기준으로 glycosyl hydlorase (GH) family 즉, GH-16,

-50, -86, -118의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http://www.caz-

y.org/). 아미노산 및 염기서열 유사도가 97% 이상인 2개의

β-agarase는 GH-16에 속하여 본 연구에서 확보한 신규 agar-

ase 유전자를 GH-1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β-agarase

agaJA3 유전자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들이 제

주도 연안에서 분리한 Agarivorans sp. JA-1 [19] 균주에서

GH-50 [13], GH-118 [14] 외에 GH-16에 속하는 새로운 β

-agarase 유전자를 확보하였다.

재조합 β-agarase agaJA3의 발현과 정제

SignalP 4.0 Server (http://www.cbs.dtu.dk/services/

SignalP/)를 이용하여 β-agarase agaJA3 유전자의 신호서열

을 조사한 결과, N말단에서부터 24개의 아미노산이 신호서열

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429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재조합 발현

시켰다. E. coli BL21 (DE3) 숙주에서 pTXB1-A_sp-β-agaJA3E

플라스미드는 높은 수준의 재조합 β-agarase agaJA3을 생산

하였다(Fig. 2).

재조합 β-agarase agaJA3는 affinity chromatography를 거

쳐 85배 농축되었으며 비활성(specific activity)은 67.6 U/mg

Fig. 2. SDS-PAGE of recombinant β-agarase AgaJA3 from E.
coli cells harboring pTXB1-A_sp-b-agaJA3E. Lane M,

size marker; lane C, cell-free extract; lane P, purified en-

zyme by affinity chromatography. Arrow indicates the

position of recombinant β-agarase AgaJA3.

이었고 최종 15%의 수율을 보였다(Table 1). 정제된 효소의

SDS-PAGE에서 분자량 47 kDa의 단일밴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Fig. 2), 이는 염기서열을 토대로 추산한 것과 일치하

였다.

pH와 온도에 따른 효소활성과 안정성

각 pH에서의 β-agarase agaJA3의 활성을 Fig. 3에 나타냈

다. 사용한 pH 중에서 pH 5.0에서 최고활성이 나타났다. 또한,

50 mM GTA-HCl 완충용액으로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pH

5.0과 6.0의 범위에서 한천분해 상대활성이 99% 이상 유지되

어 좁은 범위의 pH에서 활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pH 7.0에서는 78% 정도의 상대활성을 나타냈으므로 중성과

약산성 범위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pH 5.0이 최적

pH로 판단되었다. 동일한 균주인 Agarivorans sp. JA-1에서 파

악한 다른 한천분해효소의 최적 pH는 GH-50 β-agarase 효소

가 pH 8.0이었고[19], GH-118 β-agarase 효소는 pH 7.0이었

다[14]. 그리고 β-agarase agaJA3와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도가

높은 Vibrio sp. PO-303의 β-agarase AgaD의 최적 pH는 7.5였

으며[3], Pseudoalteromonas sp. CY24의 β-agarase AgaΑ는 pH

6.5에서 최대활성을 보였다[17].

최적 pH인 pH 5.0의 50 mM GTA-HCl 완충용액을 사용하

여 파악한 각 온도에서의 β-agarase agaJA3의 활성을 Fig. 4A

에 나타냈다. 최고의 활성을 나타낸 40℃의 반응온도에서 나

타난 효소활성인 67.6 U/mg을 100%로 하였을 때, 30℃에서

92%, 50℃에서 62%, 60℃에서 38%의 상대활성을 나타내는

Fig. 3. Effects of pH on the activity of recombinant β-agarase

AgaJA3. The buffers used were 50 mM GTA-HCl buffer

(pH 3.0~10.0). The values are shown as percentages of

enzyme activity (100%) observed at p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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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emperature on activity (A) and stability (B)

of recombinant β-agarase AgaJA3 in 50 mM GTA-HCl

buffer (pH 5.0). (A) The reaction was performed at 20,

30, 40, 50, 60, or 70℃ with 1 ml of 0.2% agar in 50 mM

GTA-HCl (pH 5.0) buffer and 0.5 ml of enzyme solution

for 20 min. Values are shown as percentages of enzyme

activity (100%) observed at 40°C. (B) The enzyme (0.2

unit/ml) was preincubated at the indicated temper-

atures for 30, 60, 90 and 120 minute with 0.2% agar in

50 mM GTA-HCl (pH 5.0) buffer. Samples were applied

to measure residual under the standard conditions of

enzyme assay. The values are percentages of enzyme

activity (100%) observed at pH 5.0 without heating.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4A). 이러한 결과로 β-agarase agaJA3

는 한천분해효소는 40℃에서 활성이 높은 효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균주인 Agarivorans sp. JA-1에서 파악한

다른 한천분해효소의 최적 온도는 GH-50 β-agarase 효소가

40℃ 였고[19], GH-118 β-agarase 효소는 35℃ 였다[14]. 그리

고 β-agarase agaJA3와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도가 높은 Vibrio

sp. PO-303의 β-agarase AgaD와[3] Pseudoalteromonas sp.

CY24의 β-agarase AgaΑ[17] 모두 40℃에서 최대활성을 보여

β-agarase agaJA3와 동일하였다.

Agarivorans sp. JA-1 유래의 β-agarase agaJA3의 열안정성

Fig. 5. TLC analysis of the hydrolyzed products of agarose by

β-agarase AgaJA3.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40℃

in 50 mM GTA-HCl (pH 5.0) buffer with enzyme sol-

ution for 24 and 48 h. The reaction mixture was devel-

oped by TLC. Gal, D-galactose; NA4, neoagarotetraose;

NA6, neoagarohexaose.

을 Fig. 4B에 나타내었다. 40℃에서는 1, 1.5, 2시간 정도의 열처

리를 하여도 열처리하지 않은 효소가 나타내는 활성의 99%

이상을 유지하여 열안정성을 보였지만, 60℃에서는 30분간 열

처리를 행했을 때 열처리하지 않은 효소 활성의 81%를 보였고

2시간이 지나면서 60% 수준으로 저하되어 열안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β-agarase agaJA3는 내열성은 높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고체상태인 한천이나 아가로스를 가열하여 녹인 용액은 40℃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체가 되는데, Agarivorans sp. JA-1 유래

의 β-agarase agaJA3는 40℃ 이상의 온도에서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므로 기질이 액체상태의 반응조건에서 한천올리고당

을 생산하는 반응을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한천올리고당

생산공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소분해산물의 TLC 분석

재조합 발현 후 정제된 Agarivorans sp. JA-1 유래의 β

-agarase agaJA3 효소액에 아가로스를 기질로 첨가하여 시간

별로 반응시킨 후 TLC로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표시하였다.

α-agarase는 기질인 한천이나 아가로스에서 agaropentose 혹

은 agarotriose를 생성할 수 있지만 β-agarase는 neo-

agarohexaose (NA6), neoagarotetraose (NA4) 그리고 neo-

agarobiose (NA2)를 생성할 수 있다[1,18,23]. β-agarase

agaJA3의 반응초기에 다양한 크기의 한천올리고당이 형성되

어 무작위적으로 기질을 endo-type 형식으로 분해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17]. 0시간에는 아가로스가 분해되지 않아 TLC

에서 이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응 24시간에는 아가



1550 생명과학회지 2012, Vol. 22. No. 11

로스가 거의 분해되어 NA6 (24.8%)와 NA4 (15.7%)가 주로

생산되었다. 48시간도 24시간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Agarivorans sp. JA-1 유래의 β-agarase agaJA3가 β-agarase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β-agarase agaJA3와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도가 높은 Pseudoalteromonas sp. CY24의 β

-agarase AgaΑ[17]은 아가로스 기질에서 최종적으로 NA4와

NA6를 주산물로 형성하였으며 Vibrio sp. PO-303의 β

-agarase AgaD[3]는 NA4를 주산물로 NA6와 NA2가 일부 형

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리하고 재조합 발현시킨 Agarivorans sp.

JA-1 유래의 β-agarase agaJA3는 보습과 미백기능을 나타내는

NA4 등의 한천올리고당의 소재물질의 생산에 유용하게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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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garivorans sp. JA-1 유래 신규 GH-16 β-agarase의 클로닝, 발현 및 특성

전명제․김아람․이동근․이상현*

(신라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제약공학과)

이전 연구에서 저자들이 Glycoside hydrolase family 50 (GH-50)과 GH-118 β-agarase들의 발현과 특성을 보고

한 Agarivorans sp. JA-1 균주로부터 신규의 GH-16 β-agarase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유전자는 1,362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3 아미노산 잔기로 구성된 49,830 Da의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본 효소는 Pseudoalteromonas

sp. CY24 유래의 GH-16 β-agarase와 98%의 염기서열 상동성과 99%의 아미노산서열 상동성을 나타냈다. 신호서

열을 제외한 429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성숙단백질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E. coli BL21 (DE3) 세포에서 재조합 발현

시킨 후,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로 효소를 정제하였다. 정제된 효소는 40℃와 pH 5.0에서 67.6 U/mg의 최적 활

성을 보였다. 아가로스를 기질로 한 효소분해산물의 박막크로마토그래피 분석결과, neoagarohexaose와 neo-

agarotetraose가 주산물로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효소는 기능성 한천올리고당의 산업적 생산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