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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cterial strain producing a fibrinolytic enzyme, subtilisin CP-1, was isolated from Doen-Jang, a
Korean traditional fermentation food. Based on the analysis of gene sequence of 16S rRNA and bio-
chemical analysis, the strain was identified as Bacillus sp. and named as Bacillus sp. CP-1. To inves-
tigate the effect of the medium on the production of fibrinolytic enzyme from Bacillus sp. CP-1, two
commercial bacterial culture media, tryptic soy broth (TSB) and Luria-Bertani (LB), were applied to
the cultivation of Bacillus sp. CP-1. The strain secreted only one proteolytic enzyme (subtilisin CP-1)
in the culture broth. The molecular weight of subtilisin CP-1 was estimated to be 28 kDa. Subtilisin
CP-1 was optimally active at pH 9.0 and 45oC, and exhibited high specificity for Meo-Suc-Arg-Pro-
Tyr-pNA (S-2586), a synthetic chromogenic substrate for chymotrypsin. The first eight amino acid resi-
dues of the N-terminal sequence of the enzyme are AQSVPYGI; this sequence is identical to that of
subtilisin NAT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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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전용해효소(fibrinolytic enzyme)에 의해 분해되는 혈전

의 주성분인 피브린은 트롬빈의 작용을 받아 피브리노겐으로

부터 형성되며, 혈관에서 이러한 피브린 응고체들이 용해되지

않고 축적되었을 때 심근경색을 비롯한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

을 초래하는 혈전증의 원인이 된다[3,12]. 그러므로 혈전분해

를 위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생

물 유래 혈전분해효소를 이용한 혈전분해특성을 규명하는 연

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4,7-9,21]. 미생물 유래 효소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미생물에 의한 효율적인 효소 생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미생물 유래

혈전용해효소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효소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는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율적인 효소 생산을

위한 연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 보고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Bacillus sp.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효소를 생산하는 균

주로서 알려져 있으며, 특히, serine alkaline protease

(subtilisin), neutral metalloprotease와 같은 protease를 비롯

하여 다양한 esterase가 Bacillus sp. 유래의 유용한 효소로서

보고되어져 있다[14,18]. 최근에는 발효 식품으로부터 단리된

Bacillus sp.유래의 다양한 혈전용해효소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11, 12,17,20] 본 연구에서도 한국 전통 발효 식품인 된장을

시료로 이용하여 혈전용해 효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단리하고

동정(Bacillus sp. CP-1)하였다. 그리고, 2 종류의 시판용 박테

리아용 배지[tryptic soy broth (TSB) 와 Luria-Bertani (LB)]를

이용하여 혈전용해효소의 생산에 적합한 Bacillus sp. CP-1배

양 배지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으며, Bacillus sp. CP-1유래

혈전용해 효소의 N-말단 아미노산배열 분석을 통하여 혈전용

해효소의 동정과 함께 혈전 용해를 위한 효소의 특성에 대하

여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Fibrin plate의 제조에 이용한 fibrin과 bovine 유래의

thrombin은Sigma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을 하였

으며, fibrin plate 제조를 위한agarose와 전기영동을 위한 모

든 시약 및 기구는 Bio-Rad (Hercules, CA, U.S.A.)로부터 구입

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약은 모두 특급 등급

을 이용하였다.

미생물 균주의 분리 및 동정

혈전용해효소를 분비하는 균주를 분리하기 위하여 대구의

재래시장 (서문시장)에서 구입한 전통재래식 된장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단리된 미생물을 동정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16S

rRNA 유전자 분석은 솔젠트(Daejeon, Korea)에 의뢰하였으

며 생화학적 분석에 의한 균주의 형태학적 특성은 그람염색[6]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60,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다. 생리·생화학적 특성은 API 50 CHB kit (bioMrieux, Marcy

I'Etoile, France)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대로 결과를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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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Bacillus sp. CP-1 배양 및 효소 활성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cillus sp. CP-1는 한국전통발효식품

인 된장으로부터 단리되었으며, 본 균주는 100 ml의 tryptic

soy broth (TSB) (Difco, Sparks, MD, U.S.A.) 배지와

Luria-Bertani (LB) (Sigma, St. Louis, MO, U.S.A.) 배지에서

37
o
C에서 배양되었다. 배양 후 1 ml의 배양액을 채취하여

10,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채취한 배양 상층액을 효소

활성 측정 및 단백질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균체

중량은 균체건조중량을 측정하여 검토하였다. 혈전용해효소

의 활성을 검토하기 위한 fibrin plat 제조는 이전에 보고된

방법으로 조제하였으며[1], 혈전용해효소 활성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에 녹

아있는 0.6% (w/v) fibrinogen 용액 5 ml를 동량의 2% agar-

ose 용액 그리고 0.1 ml의 thrombin 용액(10 NIH unit/ml)과

함께 petri dish에서 섞어서 시료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

한 시료20 μl를 capillary grass tube (5 mm diameter)를 이용

하여 사전에 제조한 hole속으로 적정한 후, 37oC에서 12시간

반응하였다. 이때 동량의 plasmin (1.0 NIH unit/ml)을 표준

혈전용해효소로서 이용하였으며, 효소활성은 clear zone의 직

경을 측정함으로서 비교 검토하였다.

SDS-PAGE 및 fibrin zymography

본 연구에서 SDS-PAGE는 Laemmli 방법[13]에 의해 수행

하였다. 단백질 분석을 위한 시료 제조는 배양 상층액에 함유

되어 있는 단백질(40 g)을 10% TCA를 이용하여 변성 침전시

킨 후 침전 된 단백질을 sample buffer (0.5 M Tris, pH 6.8,

10% SDS, 20% glycerol 그리고 0.03% bromphenol blue)로

5배 희석한 후SDS-PAGE에 의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

백질 농도는 bovine serum albumin (BSA)를 표준시료로 이용

하여 Bradford 방법[2]으로 측정하였다.

Fibrin zymography 활성 확인법은 다른 연구자의[10] 방법

에 따라 fibrinogen의 농도가 0.12% (w/v)가 되게 poly-

acrylamide 용액에 혼합한 후 곧바로 thrombin (1.0 NIH

unit/ml)을 첨가하여 제조한 fibrin-polyacrylamide 을 제조하

였다. 각 lane에 배양 상층액 100 ng의 단백질을 loading 한

후 10 mA의 일정한 전류를 걸어 전기영동을 실시한 다음,

SDS에 의해 불활성화 된 효소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 gel을

2.5% Triton X-100를 포함한 Tris 완충용액(50 mM, pH 7.4)에

30분간 침적하여 SDS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증류수로 여러번

세척하여 gel로부터 Triton X-100을 제거하였다. Fibrin 분해

능을 지닌 단백질은 활성염색법에 의해 gel 상의 fibrin을 분해

하여 Coomassie blue 염색 결과 투명대를 형성하기에 분획된

단백질의 혈전용해 활성은 활성반응 완충용액(200 mM NaCl,

10 mM CaCl2, 0.02% NaN3가 포함된 30 mM Tris 완충용액,

pH 7.4)에 gel을 침적하여 37oC 배양기에서 12시간 반응을 시

킨 후 투명대 형성 유무를 확인함으로서 확인하였다.

합성 기질을 이용한 기질 특이성 연구

혈전용해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알기 위하여 Table 2에 나

열되어있는 다양한 기질을 이용하여 기질에 대한 효소의 특

이성을 알아보았다. 0.5 mM 기질용액 0.2 ml (20 mM

Tris-HCl 완충용액, pH 9.0)과 조효소(3.0 ug/0.2 ml)을 37
o
C

water bath에 넣고 1분간 반응시킨 후 50% 초산용액 0.1 ml을

첨가하여 반응을 멈추게 하였다. 시료를 405 nm에서 반응 상

층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소 활성의 1 unit

은 1 분간에 1 μmol의 p-nitroanline의 생산하는 효소량으로

정의하였다.

N-말단 염기서열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N-말단 염기서열 분석을 위하여

SDS-PAGE 후에 겔상의 단백질을 electroblotting [15]에 의해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로 이동시킨 후

Coomassie blue에 의해 membrane을 염색하였다. 염색된 단

백질 시료 중 특정 부분의 단백질들을 단리하여 gas-phase

protein sequencer (model Procise 491, ABI, U.S.A.)를 이용하

여 Edman-degradation방법에 의해 단백질의 N-말단 염기서

열 분석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생물 동정

본 연구에서 단리된 미생물은 동정 결과 Bacillus subtilis의

16S rRNA유전자와 100%의 일치성을 나타내었으나, 생화학

적 동정에 있어 Bacillus subtilis와 탄수화물의 이용성, urease

생산 유무, lysozyme에 대한 감수성 등 일부 특성에 차이를

보여(data not shown) 본 균주를 종(species)까지의 동정에 어

려움이 있어서 본 균주를 Bacillus sp. CP-1으로 명명하였다.

배지 종류에 따른 Bacillus sp. CP-1 배양 특성 및 생산

효소의 비교

2종류의 시판용 배지(TSB와 LB배지)를 이용하여 Bacillus

sp. CP-1를 배양 한 후 균체건조중량을 측정한 결과 LB배지에

서의 균체건조중량은 최대 약 55 mg/ml이고 TSB배지에서는

최대 약 18 mg/ml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균주 생육에 있어서는 LB배지에서의 배양이 TSB배지에서의

배양보다 약 3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data not

shown). 그리고, 두 종류의 배지를 이용하여 Bacillus sp. CP-1

배양 한 결과 배양 시간에 따른 균주로부터 분비된 전체 단백

질량과 혈전용해효소의 활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균주 유

래의 전체 단백질량은 두 배지 모두 배양 24시간 후에 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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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tein quantity and fibrinolytic activity in the TSB and

LB of Bacillus sp. CP-1. The symbols of circle and square

exhibit the total activity and protein quantity in the cul-

ture medium of Bacillus sp. CP-1, respectively. The close

and open symbols mean the values in the TSB and LB

of Bacillus sp. CP-1, respectively. Data represent the

means of three experiments and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나타내었으며 전체 단백질량은 LB배지에서의 배양이 TSB배

지에서의 배양보다 약 1.51배 많은 양의 단백질을 분비하였다.

하지만, 혈전용해효소의 활성은 TSB배지에서 배양한 배양 상

층액이 LB배지 유래의 배양 상층액보다 약 1.37배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fibrin plate상에서 clear zone의 분석에

있어서도 LB배지 유래의 효소액보다 TSB배지 유래 효소액의

clear zone이 더욱더 크고 명확한 형태를 나타내었다(Fig. 2).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록 Bacillus sp. CP-1의 생육과 전체 생산

단백질량에 있어서는 LB 배지에서의 균주 배양이 효과적이지

만 혈전용해효소의 활성을 위해서는 TSB배지에서의 균주 배

양이 보다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지 종류에 따른 Bacillus sp. CP-1 유래 단백질의 분석

및 특성 규명

두 배지에서 배양된 Bacillus sp. CP-1 유래의 단백질 분석을

위하여 배양시료 40 g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최종 10%

농도의 TCA를 이용하여 침전시킨 후 SDS-PAGE상에서 분석

하였다(Fig. 3). 또한, fibrin zym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Bacillus sp. CP-1 유래의 세포외 혈전용해효소 양상을 알아보

았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cillus sp. CP-1는 gel상의

상단 부분에서 하나의 효소 활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에

보고된 subtilisin의 binding mode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확인

하였다[5]. SDS-PAGE 에 의한 분석에 있어서는 특징적으로

두 배지 배양액 모두에서 54 kDa과 28 kDa 부근에 명확한

단백질 밴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종류의 단백질 단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두 단백질에 대한 N-말단 염기서열 분

Fig. 2. Fibrinolytic activity assay on the fibrin plate (0.3%) with

culture supernatant of Bacillus sp. CP-1 cultured in the

TSB and LB media. The number 1-11 represents the cul-

ture time as described in Table 1. P means plasmin (1.0

NIH unit/ml) as a control of fibrinolytic activity.

Fig. 3. Comparison of extracellular protein pattern of Bacillus
sp. CP-1 cultured in the TSB and LB media. After TCA

precipitation, the samples (40 μg) were loaded on the

SDS gel (12%), and the gels were stained with Coomassie

blue. Molecular weight of protein was calculated by

comparison with seven standard proteins (M). The sam-

ples were 12, 24, 36, 48, 72, 96, 120, 144, and 168 hr culti-

vation (lanes 1-9), respectively.

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28 kDa 단백질의 N-말단 염기서열

분석을 분석한 결과 처음 8개가 AQSVPYGI (subtilisin CP-1으

로 명명)로 분석되었으며 이 배열은 B. subtilis 유래 subtilisin

NAT (P35835)와 동일한 배열임을 나타내었다[10,13].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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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ative amidolytic activity of the subtilisin CP-1 for the hydrolysis of several synthetic substrates

Synthetic substrate (0.5 mM) Substrate hydrolysis (nmol/ml/min)

H-D-Pro-Phe-Arg-pNAa (Plasma kallikrein) 0

N-α-Benzyloxycarbonyl-D-Arg-Gly-Arg-pNA (Factor Xa, trypsin) 1.3

H-D-Phe-Pip-Arg-pNA (Thrombin) 0.2

H-D-Ile-Pro-Arg-pNA (broad spectrum of serine protease) 0.8

Meo-Suc-Arg-Pro-Tyr-pNA (Chymotrypsin) 21.1

Glu-Gly-Arg-pNA (Urokinase) 0

H-D-Val-Leu-Lys-pNA (Plasmin, Plasminogen) 1.4
a pNA, p-Nitroaniline

Fig. 4. SDS-fibrin zymography (12% polyacrylamide gel) of cul-

ture supernatants from Bacillus sp. CP-1. TSB and LB

mean culture supernatant from tryptic soy broth and

Luria-Bertani mediums, respectively, and M means

markers of protein molecular mass.

청국장에서 분리한 Bacillus sp. strain CK 11-4 유래의 CK

(AQTVPYGI)와 비교했을 때 3번째 서열에서 차이를 보였다

[12]. Subtilisin CP-1의 효소 특이성을 알아 본 결과, pH 9.0

및 45oC에서 최적의 효소활성을 나타내었으며(data not

shown), chymotrypsin 에 대한 특이적 기질인 Meo-Suc-

Arg-Pro-Tyr-pNA (S-2586)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기질 특이성을

보여 subtilisin CP-1의 경우 chymotrypsin 유사 알칼리성 혈

전용해효소로 분류되었다(Table 1).

그리고, 50 kDa 단백질의 처음 6개의 N-말단 염기서열 분석

의 결과는 MSSNKL로 분석되었으며 이 배열은 B. subtilis 유래

vegetative catalase (CAB04807)와 동일한 배열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Catalase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효

소로서 B. subtilis에서는 적어도 3 종류의 catalase, catalase 1

(KatA, 55 kDa), catalase 2 (KatE, 80 kDa), 그리고 catalase

3가 유래한다고 보고되어져 있다[3]. 특히 KatA 는 glucose의

결핍에 의해 합성되어지는 효소로서 이는 LB 배지에 glucose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LB 배지에서 특히50 kDa 단백

질이 많이 생산되어 있었으며, 50 kDa 단백질에는 catalase

중에서도 KatA가 많이 존재 할 것이라는 것이 추정되어졌다.

Subtilisin은 아시아 지역의 발효 식품인 낫토우[19, 20], 청국

장[12], 된장[11] 그리고 Douchi [17] 등에서 단리된 Bacillus

sp. 유래의 주요 혈전용해효소로서 보고되어져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subtilisin CP-1의 효율적인 생산의 관점에서 Bacillus

sp. CP-1의 배양을 위해 TSB 배지 및 LB배지를 이용하여 검토

한 결과 효소 생산의 관점에 있어서는 TSB 배지가 더욱 더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규명한

subtilisin CP-1의 활성 특성과 함께 발효식품유래의 대표적인

혈전용해효소인 subtilisin의 생산 및 적용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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