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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의 epoxide hydrolase (EH) 효소 자체가 광학수렴 가수분해(enantioconvergent hydrolysis) 활성을 가지는 Caulobacter

crescentus의 epoxide hydrolase (CcEH) 유전자를 PCR로 클로닝하여 재조합시킨 Escherichia coli 생촉매를 개발하였다. 

재조합 E. coli 세포 10 mg을 10 mM styrene oxide와 반응시킨 다음 기질과 반응생성물을 chiral GC와 HPLC로 각각 분석

한 결과, (S)-styrene oxide 기질에 대해서는 위치 선택적으로 에폭사이드 링의 α-탄소를 공격하여 (R)-diol로 전환시켰다. 

반면에 (R)-styrene oxide에 대하여는 β-탄소를 공격하여 (R)-diol로 전환시키는 위치선택성을 가지고 있었다. 재조합 

CcEH를 단일 생촉매로 사용한 광학수렴 가수분해반응을 통해 20 mM racemic styrene oxide에 대하여 광학순도 85%의 

(R)-phenyl-1,2-ethanediol을 수율 69%로 생합성 할 수 있었다.

Epoxide hydrolase (EH) gene of Caulobacter crescentus was cloned by PCR and expressed in Escherichia coli. The C. cres-

centus EH (CcEH) primarily attacked at the benzylic carbon of (S)-styrene oxide, while the CcEH preferentially attacked at 

the terminal carbon of (R)-styrene oxide, thu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R)-phenyl-1,2-ethanediol as the main product. 

(R)-phenyl-1,2-ethanediol was obtained with 85% enantiomeric excess and yield of 69% from racemic styrene oxide via enan-

tioconvergent hydrolysis by using recombinant CcEH as the single bi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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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의약품을 포함한 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은 분자구조 내에 비대칭 탄

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탄소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광학이성질체들이 존재하며, 물리⋅화학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생물

학적 작용에 있어서는 특정 광학이성질체만이 생리활성을 보이고 나

머지 이성질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보일 수도 있다

[1]. 광학활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광학활성 물질 최종 제품 합

성에 사용되는 광학활성 에폭사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광학활성 중

간체 제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

  라세믹 에폭사이드 기질의 각 이성질체에 대한 에폭사이드 가수분

해 효소(epoxide hydrolase, EH, EC 3.3.2.3)의 선택적 분해능 차이를 

이용하여 단일 이성질체만을 분리하는 기술인 입체선택적 광학분할

방법은 광학활성 에폭사이드를 제조하는 생촉매법 중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3]. EH는 (R)-, (S)-이성질체로 혼합되

어 있는 저가의 라세믹 에폭사이드 기질로부터 특정 광학이성질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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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적으로 diol로 가수분해시켜 줌으로써 광학활성 에폭사이드를 

제조할 수 있으며, NADH 등의 보조인자의 재순환을 요구하지 않고, 

세포 자체를 생촉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업적 유용성이 높은 생촉매로 평가받고 있다[4].

  EH를 이용한 동력학적 분할(kinetic resolution)법은 특정 이성질체

를 제거하고 남은 광학적으로 순수한 이성질체로 얻기 때문에 이론적 

수율이 50%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Figure 1(a))[3].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광학선택성 및 위치선택성이 서로 상

호보완적인 두 개의 EH 효소들을 사용하여 광학활성 diol을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Figure 1(b))[5-7]. 이 경우 최종 산물이 광학활성 

diol이 된다. 광학활성 diol은 의약품, 농약, 기능성 식품 합성 등에 널

리 사용되는 광학활성 중간체이다. 두 개의 다른 EH들을 사용한 광학

활성 diol 제조 연구로, 곰팡이 Aspergillus niger EH와 식물 Solanum 

tuberosum EH를 같이 사용하여 라세믹 para-chlorostyrene oxide 기

질로부터 Eliprodil 합성에 사용되는 핵심중간체인 (R)-p-chlorostyrene 

diol을 제조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8,9]. A. niger EH는 (R)-p- 

chlorostyrene oxide 이성질체의 에폭사이드 탄소 중 β위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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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action schemes of the kinetic resolution and enantio-

convergent hydrolysis of racemic epoxides using EHs. (a) Kinetic res-

olution, (b) Enantioconvergent hydrolysis using two EHs, and (c) 

Enantio-convergent hydrolysis using single EH [3]. Given yields are 

theoretical values.

위치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을 주로 진행하고, 반면에 S. tuber-

osum EH는 (S)-p-chlorostyrene oxide 이성질체의 에폭사이드 탄소 중 

α위치에서 위치선택적으로 가수분해 반응을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R)-p-chlorostyrene diol을 50% 이상의 수율로 얻을 수 있었다. 따

라서 이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입체선택성 및 위치선택성을 가진 EH

들을 이용하는 광학수렴 가수분해(enantioconvergent hydrolysis) 반응

은 기존의 동력학적 분할법의 최대단점인 이론수율 50% 제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식물 S. tuberosum EH는 흥미롭게도 단일 효소 

자체가 라세믹 기질 각각에 대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입체선택성 및 

위치선택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 단일 효소만을 사용하여도 라세

믹 에폭사이드 기질을 광학활성 diol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8]. 현재

까지 Agrobacterium radiobacter, Arthrobacter spp., A. niger, Bacillus 

megaterium, Beauveria sulfurescens, Chryseomonas luteola, Corynebac- 

terium spp., Mycobacterium paraffinicum, Methylobacterium spp., 

Norcadia spp., Pseudomonas spp., Rhodococcus erythropolis, Rhodos- 

poridium toluloides, Rhodotorula glutinis, Streptomyces antibioticus, 

Trichosporon loubierii, Xanthophyllomyces dendrorhous 등 매우 다양한 

미생물들로부터 EH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Caulo- 

bacter crescentus 유래의 EH가 단일 효소 자체가 라세믹 에폭사이드

에 대해 서로 상호보완적인 입체선택성 및 위치선택성을 가지고 있

어, EH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박테리아 중에서 

현재까지는 유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0,11]. 본 연구에서는 광학수

렴 가수분해 활성이 있는 C. crescentus 유래의 EH 유전자를 클로닝

하여 고효율 발현벡터인 pCold I 벡터에 삽입하여 유전자재조합 

Escherichia coli를 개발하였다. 유전자재조합 CcEH를 단일 생촉매로 

사용하여 라세믹 styrene oxide에 대한 입체선택적 가수분해 반응을 

통한 (R)-styrene oxide와 광학수렴 반응을 실시하여 (R)-phenyl-1,2- 

ethanediol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PCR을 이용한 C. crescentus epoxide hydrolase 유전자의 

증폭

  발현용 벡터인 pCold I에 CcEH 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위하여 사용

한 primer는 제한효소 Nde I과 EcoR I을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이 들어

있는 5CcEHF (Nde I): 5’-GATCCATATGACGGACACCCCTTCAA- 

AGG–3’와 3CcEHR (EcoR I): 5’-GACGAATTCCTAAAGCGGGA- 

AGCGGCGGTCC–3’을 사용하였다. C. crescentus EH 유전자의 PCR 

증폭을 위한 주형으로는 C. crescentus의 genomic DNA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PCR 조건은 변성 온도 94 ℃, annealing 온도 58 ℃, 합

성 온도 72 ℃이었고, 총 30 cycle을 수행하였다.

  2.2. C. crescentus epoxide hydrolase의 발현 시스템 구축

  먼저 PCR product를 Qiagen PCR 정제 키트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pGEM-T easy vector에 삽입시킨 다음 대장균 균주인 DH5α에 형질

전환하여 ampicillin이 함유된 LB 한천배지에서 16 h 배양한 후 콜로

니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콜로니로부터 플라스미드 DNA를 정제하고 

Nde I과 EcoR I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전기영동으로 확인된 pGEM/ 

CcEH가 들어간 형질전환체를 얻었으며, EH 유전자가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플라스미드들은 Qiagen miniprep 키트를 

이용하여 DNA를 정제하였으며 T7 및 SP6 등과 같은 universal pri-

mer를 이용하여 DNA 염기서열을 확인하였다. 염기서열이 확인된 

pGEM/CcEH와 pCold I 벡터를 각각 Nde I과 EcoR I으로 가수분해하

여 전기영동한 다음 1000 bp 정도의 CcEH 밴드 및 pCold I 벡터를 

gel extraction 키트(Qiagen, Hilden, 독일)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T4 

DNA ligase (NEB, 미국)를 사용하여 pCold I 벡터에 ligation하였다. 

구축된 pCold I/CcEH는 glycerol을 첨가한 electrophoresis용 com-

petent E. coli DH5α에 형질전환하였으며 항생제 ampicillin (50 

µg/mL)을 첨가한 LB 한천배지에 배양하였다. CcEH 유전자가 형질

전환된 DH5α 균으로부터 pCold I/CcEH DNA를 정제한 다음, 발현

균주인 E. coli BL21 (DE3)에 형질전환시켰다.

  2.3. 재조합 E. coli 배양조건

  재조합된 형질전환체인 E. coil DH5α와 BL21 (DE3) 균들은 최종

농도 20% (v/v) glycerol 용액을 첨가한 배지에 현탁하여 -70 ℃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 재조합 CcEH의 발현 실험을 위하여 ampicillin 

(50 µg/mL)이 첨가된 10 mL의 LB 배지에서 12 h 정도 배양하였으며 

150 mL의 새로운 LB 배지가 들어있는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2.25 

mL을 접종하여 37 ℃에서 진탕 배양하였다. pCold I 벡터는 lac oper-

ater가 저온에서도 발현이 될 수 있도록 cold shock promoter가 up-

stream 쪽에 삽입되어 있는 벡터이므로 배양액의 흡광도가 OD600에서 

0.4∼0.5가 된 시점에서 배양액을 15 ℃로 냉각하여 30 min간 방치하

였다. 최종농도가 1 mM이 되도록 IPTG를 첨가하고 15 ℃에서 24 h 

진탕배양하였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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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재조합 E. coli의 styrene oxide에 대한 가수분해능 평가

  배양된 미생물은 6000 rpm, 10 min간 원심분리하였다.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tter (pH 8.0)로 세척한 후 다시 원심분리하여 

세포 pellet을 얻어 생촉매로 사용하였다. 광학 분할 속도의 동력학적 

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styrene oxide 초기 농도의 영향과 생산물 저

해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할때는 (R)-styrene oxide와 (S)-styrene ox-

ide (Aldrich Chemical Co., 미국)를 이용하였다. Styrene oxide의 수

용액에 대한 용해도가 약 7 mM이므로 실험에 사용한 styrene oxide

의 농도는 0.5∼6 mM을 사용하였다. 반응은 5 mL screw-cap vial에 

990 µL의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tter (pH 8.0)을 넣고 기질

인 라세믹 styrene oxide를 여러 농도로 용해시킨 후 반응액 내의 세

포 최종 농도가 2 mg 또는 10 mg (dry cell weight, dcw)/mL가 되도

록 세포를 주입하였다. 30 ℃, 250 rpm의 진탕배양기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수행하였다.

  2.5. C. crescentus EH를 이용한 enantioconvergent 가수분해 

반응

  재조합 CcEH 생촉매를 10 mg (dcw)을 100 mM potassium phos-

phate buffer (pH 8.0)에 현탁시켜 반응액의 전체부피를 2 mL로 하고 

기질로서 20 mM 라세믹 styrene oxide를 첨가하였다. 반응기로는 

screw-cap vial을 사용하였으며 30 ℃, 250 rpm의 진탕배양기에서 반

응을 수행하였다. 반응 후 남은 기질인 styrene oxide의 광학순도와 수

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응액의 일부를 동량의 cyclohexane으로 추출

하여 chiral 칼럼이 장착된 GC로 분석하였고 생성물인 phenyl-1,2- 

ethanediol의 광학순도와 수율은 동량의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chi-

ral HPLC로 분석하였다. 기질인 라세믹 styrene oxide와 표준물질로 

사용한 광학활성 phenyl-1,2-ethanediol은 Aldrich Chemical Co. (미

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6. 키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광학활성 styrene oxide

의 분석

  유기용매 상의 styrene oxide 및 광학순도(enantiomeric excess, ee 

= ([S-R]/[S+R]) × 100(%)) 분석은 불꽃이온 검출기(FID, flame ion-

ization detecter)가 장착된 gas chromatography (GC, M600D, Young- 

Lin, 한국)를 사용하였다. 분석용 column으로는 (R)-과 (S)-styrene ox-

ide에 대한 분리능이 있는 Supelco β-Dex 120 (0.25 mm ID, 30 m 

length, 25 µm film thickness)칼럼을 사용하였다. 이동가스로는 질소

를 사용하였으며, GC 분석조건으로는  split ratio는 1:20, flow rate는 

0.5 mL/mim으로 2 µL의 시료를 주입하여 분석하였고, column, in-

jector, detector의 온도는 각각 100, 220, 220 ℃이었다.

  2.7.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을 통한 반응생성물인 phenyl-1,2- 

ethanediol의 분석

  라세믹 styrene oxide가 가수분해되어 생성된 phenyl-1,2-ethanediol

의 수율과 광학 순도 분석은 키랄(chiral)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사용하였다. 반응액을 동량의 ethyl acetate로 추출한 후 유

기용매 층을 chiralcel OD column (25 cm length, 0.46 cm ID, and 

Daicel Inc., 일본)을 사용하여 254 nm UV detector로 분석하였다.  

HPLC의 이동상으로는 hexane: 2-propanol (92: 8, v/v)을 사용하였으

며 표준물질로 사용한 (R)-과 (S)-phenyl-1,2-ethanediol의 머무름 시간

은 각각 23 min과 25 min이었다. 광학순도 ee (%) = ([(R)-diol] - 

[(S)-diol])/([(R)-diol] + [(S)-diol]) × 100%, 전환율(conversion, C) 

Figure 2. SDS-PAGE (a) and immunoblot (b) analysis of the ex-

pressed C. crescentus EH in recombinant E. coli. Proteins of cell ex-

tracts were separation on 12% gel and electrotransferred on to nitro-

cellulose paper for immunoblotting. lane 1, 2 : pCold Ⅰvector-trans-

formed E. coli without or with induction, lane 3, 4 : the recombinant 

plasmid-transformed E. coli without or with induction.

(%) = (1 - [residual styrene oxide]/[initial styrene oxide]) × 100, 수율 

(Y)(%) = ([(R)-diol]/[initial styrene oxide]) × 100으로 각각 계산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3.1. PCR을 이용한 Caulobacter crescentus epoxide hydrolase 

유전자의 증폭 및 발현 시스템 구축

  기존에 보고된 C. crescentus의 염기서열을 참고하여 제작한 primer

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고 EH 유전자를 증폭하였다. 먼저 PCR 산

물을 pGEM-T easy vector에 subcloning한 다음, Nde I과 EcoR I으로 

처리하여 얻은 CcEH 유전자를 pCold I 벡터에 삽입시켰다. pCold 

I/CcEH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발현균주인 E. coli BL21 (DE3)에 형질

전환시켜 재조합 E. coli 생촉매를 개발하였다.

  C. crescentus EH의 발현 여부는 SDS-PAGE로 확인하였다. 재조합 

균주를 ampicillin (50 µg/mL)이 첨가된  LB 배지에서 12 h 정도 배

양하여 새로운 LB 배지에 접종하여 37 ℃에서 진탕 배양하였다. Cold 

shock 유전자 cspA 프로모터와 발현을 조절하는 lac operator가 저온

에서 발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흡광도 OD600에서 0.4∼0.5가 된 시점

에서 배양액을 15 ℃로 냉각하여 30 min간 방치하였다. 최종농도가 

1 mM이 되도록 IPTG를 첨가하고 15 ℃에서 24 h 진탕배양한 후 전

기영동하였다. pCold I 벡터만을 재조합한 균주에서는 CcEH가 발현

되지 않았으며, 재조합 CcEH 균주에서는 C. crescentus EH의 계산 

분자량인 38 kDa 부근에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Cold shock 이외에 IPTG로 유도한 경우 더 많은 CcEH 단백질이 

발현되는 것을 밴드의 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단백질 발현 정

도를 농도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Cold I 벡터를 사용한 재조합 

균주는 IPTG로 발현유도 했을 경우 CcEH 단백질이 전체 단백질의 

약 40∼50%까지 발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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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Hydrolysis of styrene oxides by the recombinant E. coli 

containing the EH gene of C. crescetus. EH activity was determined 

using enantiopure (R)-styrene oxide (a) and (S)-styrene oxide (b) at 

different concentrations in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8.0.

  3.2. 재조합 E. coli의 특성 및 재조합 C. crescentus EH의 활성 

평가

  CcEH가 발현된 재조합 E. coli를 생촉매로 사용하여 10 mM 라세

믹 styrene oxide에 대한 5 min간 입체선택적 가수분해 반응을 수행한 

결과, (S)-styrene oxide가 우선적으로 분해되어 (R)-styrene oxide가 

남았음을 chiral GC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재조합 CcEH의 활성 평가를 위하여 순수한 (R)-styrene oxide와 

(S)-styrene oxide를 이용하여 재조합 EH의 동력학적 가수분해반응을 

행하였다. 다양한 초기농도에 대해 초기 가수분해 속도를 측정한 결

과, (R)-, (S)-styrene oxide 모두 낮은 농도에서는 가수분해속도가 선

형적으로 증가하였고, 높은 농도에서는 점차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3). Michaelis-Menten 동력학 모델을 이용하여 동력학적 반응

을 해석한 결과,

   



 





 (1)

Figure 4. Batch kinetic resolution of 10 mM racemic styrene oxide 

by the recombinant E. coli expressing the C. crescentus.

lineweaver-Burke plot으로부터 얻은 기울기 및 y절편으로부터 (R)- 

및 (S)-styrene oxide에 대한 최대 가수분해속도(Vmax)와 포화상수 

(Km) 값을 구할 수 있었다. (S)-styrene oxide에 대한 Vmax

S
와 Km

S
은 각

각 13.07 µmol min
-1

 (mg dcw)
-1

 및 6.75 mM이었고 (R)-styrene oxide

에 대한 Vmax

R
와 Km

R
은 각각 2.44 µmol min

-1
 (mg dcw)

-1
 및 6.21 mM

이었다. Vmax

R
 값은 Vmax

S
 보다 6배 높으며 초기반응속도비율인 

(Vmax

S
/Km

S
)/(Vmax

R
/Km

R
)은 5.36임을 알 수 있었다. CcEH 유전자를 재

조합시킨 E. coli 생촉매는 기존에 알려진 다른 미생물 유래 EH와 달리 

(S)-styrene oxide 우선적으로 분해하는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 pH 8.0 조건에서 2 mg dcw ml
-1

 재조합 EH을 생촉매로 사

용하여 라세믹 styrene oxide 초기농도 10 mM에 대한 동력학적 가수

분해를 행하였다. 반응과정에서 얻은 샘플로부터 (R)- 및 (S)-styrene 

oxide을 cyclohexane으로 추출한 다음 chiral GC를 통하여 분석하였

다. 약 30 min간 반응에서 ee (enantiomeric excess)값이 99%가 될 때

까지 입체선택적 가수분해 반응을 진행시킨 결과, (R)-styrene oxide을 

최종 수율 29%(이론수율 50%)로 얻을 수 있었다(Figure 4).

  3.3. C. crescentus epoxide hydrolase를 이용한 광학수렴반응을 

통한 (R)-phenyl-1,2-ethanediol의 생합성

  라세믹 styrene oxide를 EH로 가수분해 할 때, (R) 및 (S)-styrene 

oxide에 대한 입체선택성과 에폭사이드 링의 2개의 탄소에 대한 α 

및 β-탄소에 대한 위치선택성을 조합하면 4가지의 다른 입체⋅화학

적 가수분해경로가 가능하다(Figure 5). 기존에 보고된 A. niger EH, 

A. radiobacter EH, R. glutinis EH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생물 EH

와 동물, 어류 유래의 EH들은 (R) 및 (S)-styrene oxide 이성질체에 대

해 모두 말단 탄소 위치에서만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킨다[13-15]. 결

과적으로 (R)-styrene oxide로부터는 (R)-diol이 형성되고, (S)-styrene 

oxide로부터는 (S)-diol이 형성되며, 생전환 과정에서 입체성이 유지

된다. 반면에, CcEH 유전자를 재조합한 E. coli를 생촉매로 사용하여 

(S)-styrene oxide에 대해 가수분해 반응을 진행한 다음 반응 산물을 

chiral HPLC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R)-diol 대 (S)-diol 생성 비율이 

10:1로 (R)-diol이 주된 생성물로 분석되었다. (S)-styrene oxide으로부

터 (R)-diol이 생성된 이유는 (S)-styrene oxide의 α-탄소 위치에서 가

수분해가 일어나 chiral center의 inversion이 일어난 결과이다(Figure 

5). (R)-styrene oxide에 대해 가수분해 시킨 경우에서도 (R)-diol이 주

된 생성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R)-styrene oxide의 β-탄소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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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ossible stereochemical pathways of epoxide hydrolase-cat- 

alyzed hydrolysis of racemic styrene oxide.

Figure 6. Enantioconvergent hydrolysis reaction of 20 mM racemic 

styrene oxide by recombinant E. coli expressing the C. crescentus.

분해 시켰기 때문에 생물전환 전후에서 입체성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조합 CcEH는 (R)/(S) 이성질체에 대해 각각 

다른 탄소위치에서 선택적으로 가수분해를 진행시킴으로써 한 가지

의 (R)-diol 만이 생성되는 위치특이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cEH 유전자를 재조합한 E. coli를 단일 생촉매로 사용하여도 광

학수렴반응을 통해 (R)-phenyl-1,2-ethanediol을 생합성하였다. 재조합 

CcEH 생촉매 10 mg dcw ml
-1
를 사용하여 30 ℃에서 20 mM 라세믹 

styrene oxide에 대하여 가수분해 반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재조합 E. coli 생촉매는 CcEH 유전자 발현 효율이 높아 1 µmol 

min
-1

 (mg dcw)
-1

 이상의 가수분해 반응 속도를 보여 약 10 min 만에 

라세믹 기질로부터 (S)-styrene oxide가 다 분해되어 (R)-styrene oxide

가 광학순도 99% ee에 도달하였다(Figure 6). 이 과정에서 (R)- phe-

nyl-1,2-ethanediol이 약 90% ee 이상의 광학순도로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환율이 증가됨에 따라 (R)-styrene oxide도 가수분해되

어 전체 20 min의 반응시간을 통해 광학순도는 85% ee 수준의 

(R)-phenyl-1,2-ethanediol을 수율 69%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CcEH의 상호보완적인 입체선택성과 위치선택성을 이용

하여 기존의 동력학적 분할반응의 이론수율 50%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기존의 식물 유래 EH와 비교해 볼 때 박테리아 CcEH는 E. 

coli 숙주에서 50% 수준의 높은 효율 발현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재조합 효소 분리 단계 없이 재조합 세포 자체를 생촉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업화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연구 보완되

어야 할 부분은 최종 산물인 (R)-phenyl-1,2-ethanediol의 광학순도를 

높이는 것이다. 해결 방법으로는 (R)-styrene oxide에 대한 기질특이성

과 β-탄소에 대한 위치특이성이 우수한 다른 EH를 반응 후반부에 

넣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CcEH 단백질 결정 구조 분석

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입체 및 위치특이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종 산물의 광학순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자공학을 통해 각각의 이

성질체에 대한 입체 및 위치특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Caulobacter crescentus의 EH 유전자를 pCold I 벡터에 클로닝하여 

1 µmol min
-1

 (mg dcw)
-1

 이상의 가수분해 반응 속도를 가진 재조합 

E. coli 생촉매를 개발하였다. 재조합 E. coli 생촉매는 (S)-styrene ox-

ide 기질에 대해서는 위치 특이적으로 α-탄소를 공격하여 (R)-phenyl 

-1,2-ethanediol로 생전환시켰고, (R)-styrene oxide에 대하여는 β-탄

소를 공격하여 (R)-phenyl-1,2-ethanediol로 생전환시켰다. 재조합 E. 

coli 세포를 단일 생촉매를 사용한 광학수렴 반응을 통해 광학순도 

85%의 (R)-phenyl-1,2-ethanediol을 수율 69%로 생합성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A. N. Collins, G. N. Sheldrake, and J. Crosby, Chirality in in-

dustry,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2).

 2. P. Besse and H. Veschambre, Tetrahedron, 50, 8885 (1994).

 3. E. Y. Lee and M. L. Shuler, Biotechnol. Bioeng., 95, in press 

(2007).

 4. A. Archelas and R. Furstoss, Curr. Opin. Chem. Biol., 5, 112 

(2001).

 5. P. Moussou, A. Archelas, J. Baratti, and R. Furstoss, Tetrahedron: 

Asymmetry, 9, 1539 (1998).

 6. K. Faber and W. Kroutil, Tetrahedron: Asymmetry, 13, 377 (2002).

 7. Y. Genzel, A. Archelas, Q. B. Broxterman, B. Schulze, and R. 

Furstoss, J. Mol. Catal. B: Enzym., 16, 217 (2002).

 8. M. L. Monterde, M. Lombard, A. Archelas, A. Cronin, M. Arand, 

and R. Furstoss, Tetrahedron: Asymmetry, 15, 2801 (2004).

 9. L. Cao, J. Lee, J. W. Chen, and T. K. Wood, Biotechnol. Bioeng., 

94, 522 (2006).

10. S. Hwang, H. Hyun, B. Lee, Y. Park, E. Y. Lee, and C. Choi, 

Biotechnol. Biopro. Eng., 11, 282 (2006).

11. S. Hwang, Production of enantiopure 1,2-diols through enantio-

convergent process using epoxide hydrolase,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12. G. Qing, L. C. Ma, A. Khorchid, G. V. T. Swapna, T. K. Mal, 

M. M. Takayama, B. Xia, S. Phadtare, H. Ke, T. Acton, G. T. 

Montelione, M. Ikura, and M. Inouye, Nature Biotechnol., 22, 

877 (2004).

13. H. S. Kim, S. J. Lee, and E. Y. Lee, J. Mol. Catal. B: Enzym., 

43, 2 (2006).

14. H. S. Kim, S. J. Lee, E. J. Lee, J. W. Hwang, S. Park, S. J. Kim, 

and E .Y. Lee, J. Mol. Catal. B. Enzym., 37, 30 (2005).

15. S. J. Lee, H. S. Kim, S. J. Kim, S. Park, B. J. Kim, M. L. Shuler, 

and E. Y. Lee, Mugil cephalus, Biotechnol. Lett., 29, 237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