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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Ceriporia sp. ZLY-2010을 이용하여 폴리염화비페닐류의 생분해와 효소 시스템간의 상 계

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 첨가에 따라 단백질 정량  manganese peroxidase (MnP)

와 laccase의 활성을 비교하 으며,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의 해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균체 내 효

소가 폴리염화비페닐의 생분해에 끼치는 향을 구명하 다. 단백질 정량  균체 외 효소 활성을 측정해 본 

결과, 조구에 비해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를 첨가한 실험구에서 단백질 농도  효소활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

다. 단백질 농도의 경우, 2,2',4,4',5,5'-hexachlorobiphenyl을 첨가했을 때, 가장 높은 단백질 농도가 측정되었

다. 하지만 MnP와 laccase 활성에서는 상 으로 염소원자가 게 치환된 2,3',4',5-tetrachlorobiphenyl을 첨

가한 실험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의 해 정도를 평가한 결과, 

2,3',4',5-tetrachlorobiphenyl을 첨가한 실험구의 경우, 배양 1일째, 해제 1-aminobenzotriazole 0.1 mM에서 

2.73%의 분해율을 나타냈으며, 해제 첨가 시 생분해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4',5,5'-hexa-

chlorobiphenyl 역시, 해제의 존재 하에 20% 내외의 분해율을 보 으며, 이는 조구에 비해 약 40% 감소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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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o determine the ligninase activity related to the PCBs degradation of Ceriporia

sp. ZLY-2010, the protein contents and manganese peroxidase (MnP) and laccase activities during

cultivation on shallow stationary culture (SSC) medium were observed. 4 PCB congeners were 

select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lorine substituted on biphenyl. Furthermore, to examine

the effects of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the inhibition of cytochrome P450 mono-

oxygenase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biodegradation rate when inhibitor such as 1-amino-

benzotriazole was added. The extracellular protein contents were affected by PCB congeners in 

culture media. The total protein in the culture medium showed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the samples containing 2,2',4,4',5,5'-hexachlorobiphenyl and the control. On the other hand, MnP 

and laccase activity showed dominant increases within samples containing 4,4'-dichlorobiphenyl 

and 2,3',4',5-tetrachlorobiphenyl.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was inhibited by adding in-

hibitor, 1-aminobenzotriazole in low concentration. Only 2.73% of 2,3',4',5-tetrachlorobiphenyl was

degraed on day 1, and biodegradation of 2,2',4,4',5,5'-hexachlorobiphenyl was inhibited as well, 

showing about 20% of biodegradation rate. 

Keywords : biodegradation, manganese peroxidase, laccase,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pol-

ychlorinated biphenyls, Ceriporia sp. ZLY-2010

1. 서  론

백색부후균은 담자균류에 속하는 목재부후균  

하나로, 목재 내 리그닌을 선택 으로 분해시켜 부후

가 진행되면서 백색으로 변하는 형태학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목재의 구성성분  리그닌은 phenyl 

propanoid 단량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 으로는 

매우 다양한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해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Sjöström, 1992). 목재부후균 

 백색부후균은 리그닌을 효과 으로 분해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는 유일한 미생물로 리그닌의 생물학

 분해를 해 특징 인 리그닌 분해효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Schmidt, 2006). 아직까지 백색부후균

의 효소시스템은 완벽하게 밝 지지는 않았지만, 주

로 Phanerochaete chrysosporium을 심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질소제한 조건에서 효소분

비 증진을 통해 다양한 이차 사산물을 형성한다고 

보고된바 있다(Huynh & Crawford, 1985; Keyser et 

al., 1978).  

백색부후균의 표 인 효소로는 lignin perox-

idases (LiP, E.C. 1.11.1.14), manganese- depend-

ent peroxidases (MnP, E.C. 1.11.1.13), 그리고 lac-

cases (Lac, E.C. 1.10.3.2)가 있다. LiP는 heme을 

포함한 산화ㆍ환원효소로써, 과산화수소 존재 하에 

리그닌을 포함한 다양한 aromatic 화합물의 C-C 결

합을 분해하며 산화과정을 야기한다(Tien, 1987; 

Tien & Kirk, 1984). MnP는 과산화수소 존재 하에 

Mn2+를 Mn3+로 산화시키며, Mn3+가 지니고 있는 에

지가 비특이 으로 단일 자 달을 유도함으로

써 자유 라디칼 반응을 통해 페놀성 물질의 수산화기

에서 phenoxy radical을 형성하여 리그닌 분해를 유

도한다(Eriksson & Ander, 1990; Hofrichter, 2002). 

Laccase는 copper분자를 함유한 phenol oxidase로, 

과산화수소 없이 산소 존재하에서 p-diphenols의 산

화 반응을 야기함으로써 리그닌 분해반응을 유도한

다(Schmidt, 2006). 이러한 리그닌 분해효소들은 백

색부후균이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과 유기

으로 반응하여 리그닌 고분자를 분자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리그닌의 생물학  분해를 유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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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효소시스템을 바탕으로 백색부후균

은 리그닌 유사구조물질인 다이옥신, 탈 이트  

폴리염화비페닐 등의 다양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분해한다고 보고된바 있다(Kamei et al., 2006; Lee 

et al., 2007; Ruiz-Aguilar et al., 2002; Valli et al., 

1992; Yadav et al., 1995). 표 인 내분비계 장애

물질  하나인 폴리염화비페닐류(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는 1970년 까지 연유, 가소제, 

난연재, 용제 희석제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PCBs는 

biphenyl에 10개 수소  2∼10개가 염소원자로 치

환된 형태로, 209개의 다른 이성질체를 가진다

(Quensen III et al., 1990). 치환된 염소의 수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데, 염소치환 비율이 높을수록 

도가 증가하여 수지상으로 변하고 독성이 강해진

다. 일반 으로 산과 알칼리에 매우 안정하고 열에 

안정하여 쉽게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이다(Borja et 

al., 2005). 

PCBs의 독성과 잔류성  생체 축 성이 알려진 

이후, 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업  사용을 면 지

하 으며 이를 처리하기 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

어 왔다. 폐PCBs를 처리하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로, 소각에 의한 분해처리 기술, 체처리 기술, 그리

고 재활용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분 소각처리

에 의한 방법이 선호되었다. 하지만 소각처리는 

1,200°C 이상의 온도를 요구하며, 연소조건이 불량

할 때 다이옥신 등의 유독성 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었다 (이와 서, 2005). 그 방법  하나가 미생

물을 이용한 방법이며, 미생물로는 주로 박테리아  

백색부후균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백색부후균을 이용한 PCBs의 생분해 

연구는 주로 균체 외 효소활성을 측정함으로써 그 연

성을 살펴보았지만, 균체 외 효소만으로는 PCBs 

생분해와의 연 성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와 같은 균체 

내 효소에 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Kr mář et 

al., 1999; Mori & Kondo, 2002; Novotný et al., 

2004).

목재부후균과 같은 진핵 생물의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는 효소 내 구조  특징인 N-termi-

nal transmembrane-spanning α-helix에 의해 미토

콘드리아나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다. 형태상으로는 

heme과 porphyrin구조를 가지며, 산소원자를 활성

화 시켜 기질과의 반응을 유도한다(Claes von 

Wachenfeldt, 1995).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는 미생물의 

사 반응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데, NADPH 

cytochrome P450 reductase를 통해 NADPH로부터 

자를 받아 heme catalytic center로 이동시키며, 

산소분자(O2)를 활성화시켜 산화효소로서 작용을 한

다(Kotze, 1997). 활성화된 산소분자는 효소의 fer-

rous heme와 반응하여 Fe(Ⅲ)-hydroperoxy complex

를 형성한 후, O-O 결합이 끊어지고, OH기가 기질로 

이동함으로써 수산화 과정을 야기하게 된다(Groves, 

200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생물 내에서 다이옥신

이나 폴리염화비페닐과 같은 다양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이 독성화 물질로 변하게 된다(Kamei & 

Kondo, 2005; Kamei et al., 2006; Mori & Kondo, 

2002). 한 Bezalel et al. (1996)은 백색부후균 

Pleurotus ostreatus에 의한 phenanthre의 생분해에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가 여한다고 보고

하 으며,  Masaphy et al. (1995, 1996) 역시, 난분

해성 물질  하나인 benzopyrene이 P. chrysospo- 

rium과 Pleurotus pulmonarius에서 분비되는 cyto-

chrome P450 monooxygenase의 수산화 과정에 의해 

생분해 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cytochrome P450 mono-

oxygenase는 다양한 기작에 의해 해될 수 있는데, 

특히 효소내의 heme과 lipophilic group에 결합하는 

해제에 의해 효과 으로 해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Claes von Wachenfeldt, 1995), cyto-

chrome P450 monooxygenase 해제로서는 1-ami-

nobenzotriazole이 잘 알려져 있다(Cabanne et al., 

1987; Ortiz de Montellano et al.,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성 테스트를 통해 우수

분해 균주로 선발된(홍 등, 2010) 백색부후균인 

Ceriporia sp. ZLY-2010을 이용하여 치환된 염소원

자의 수에 따라 선택된 PCB 동족체에 따른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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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SSC media (per 1 L distilled water)

Component Concentration Molecular weight (g/M)

Glucose (C6H12O6) 10% 180.16

Ammonium tartrate (C4H12N2O6) 1.08 mM 184.15

KH2PO4 14.7 mM 136.09

MgSO4⋅7H2O 2.03 mM 246.47

CaCl2⋅2H2O 0.68 mM 147.02

Thiamine⋅HCl 2.97 mM 337.27

Trace element solution (홍 등, 2010) 10 ㎖                                                            /L  

균체 외 효소인 MnP  laccase의 활성을 비교하

으며, PCB 동족체의 종류에 따른 효소 활성 결과를 

바탕으로 균체 내 효소로 알려진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의 해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균체 

내 효소의 향 정도를 평가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백색부후균 Ceriporia sp. 

ZLY-2010은 potato dextrose agar (PDA) 배지에서 

26°C, 7일 동안 배양 후, 균사 부분만 어 내어 멸균

수와 함께 혼합한 뒤, 균질기(RH91, SMT, Japan)를 

이용하여 5,000 rpm에서 2분 동안 분쇄하여 탁액

으로 제조하여 4°C에서 보 하 다.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로는 4,4'                                                  -dichlorobiphenyl, 

2,3'                                                  ,4'                                                  ,5-tetrachlorobiphenyl, 2,2'                                                  ,4,5,5'                                                  -pentach- 

lorobiphenyl, 그리고 2,2'                                                  ,4,4'                                                  ,5,5'                                                  -hexachlorobiphenyl 

(C-015 N, 031 N, 070 N, 101 N, 153 N, Accustandard, 

USA)을 사용하 으며, 백색부후균의 생장에 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dimethyl sulfoxide (DMSO)

에 용해시켜 배지에 첨가하 다. 

2.2.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에 따른 단백

질 정량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방법을 통해 bovine se-

rum albumin (BSA; Sigma-Aldrich Chemical Co., 

USA)를 표 시약으로 사용하 다(Bradford, 1976). 

반응 혼합물은 Bradford 용액 1 ㎖                                                            에 샘  용액 0.1 

㎖                                                            를 첨가하여 반응시켰으며, 1시간 내에 UV visible 

spectrophotometer (UV- 1501 PC, Shimadzu)를 이

용하여 59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2.3.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에 따른 균체 

외 효소 활성

Ceriporia sp. ZLY-2010에 의한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의 생분해와 균체 외 효소활성간의 연 성을 

알아보기 해 Ceriporia sp. ZLY-2010는 shallow 

stationary culture (SSC) 배지에 종시켰으며, 그 

조성은 Table 1과 같다. 50 ㎖                                                             삼각 라스크에 배지

를 10 ㎖                                                            씩 넣고 silistopper로 막은 뒤 121°C에서 15

분간 멸균하 다. SSC 배지의 경우, thiamine HCl과 

trace element solution을 0.2 µm filter로 여과 후 첨

가하 다. 

각각 라스크에 균사 건무게가 0.005 g이 되도

록 균사 탁액을 종한 후, 26℃ 배양기에서 5일간 

정치 배양시킨 후, PCB 동족체를 10 ppm씩 첨가하

다.

실험구는 PCB 동족체의 첨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 었다.

1) 조구 : SSC 배지에 균사 종 후, 배양

2) 실험구 : SSC 배지에 균사 종 → 선배양 5일 

후, PCB 동족체 첨가

PCB 동족체의 첨가 후, 17일 동안 2일 간격으로 

효소 활성을 측정하 으며, 각각의 배양 일에 원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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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12,000 rpm, 15분, 4°C)를 이용하여 얻어진 상

층액을 통해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Manganese peroxidase (MnP) 활성은 2,2'                                                  -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ε420 = 36,000 M-1 cm)를 기질로 사용하여 측정하

다. 

0.2 M lactate buffer (pH 4.5) 0.8 ㎖                                                            에 50 ㎕ 

ABTS (0.8 g/L), 33 ㎕ 6 mM MnSO4 그리고 100 ㎕ 

상층액을 첨가 한 후, 17 ㎕ 0.1 mM H2O2를 첨가하

여 반응을 시작하 다.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UV 

visible spectrophotometer (UV-1501 PC, Shimadzu)

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효

소활성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하 다(Kr mář et 

al., 1999; Lee, 2005). 

      

     
×


× 

××   

Laccase 역시 ABTS를 기질로 사용하 으며, 0.2 

M lactate buffer (pH 4.5) 0.85 ㎖                                                            에 50 ㎕ ABTS 그

리고 100 ㎕의 상층액을 3분간 반응시킨 후, UV 

visible spectrophotometer (UV-1501 PC, Shimadzu)

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효

소활성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하 다(Kr mář et 

al., 1999; Lee, 2005; Lee et al., 2007). 

       

    
×


× 

∆××  

               

2.4. Cytochrome P450 Monooxygen- 

ase 저해 정도 평가

균사의 종  배양은 2.3항에 제시된 방법과 동

일하게 이루어졌다.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해제로서 1-aminobenzotriazole (1-ABT)이 사용되

었으며, 배지에 0, 0.1, 1.0 mM씩 첨가되었다(Mori 

& Kondo, 2002). 해제 첨가 후, 20분 동안 배양한 

다음, PCB 동족체가 첨가되었다. PCB 동족체로는 

균체 외 효소활성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2,3'                                                  ,4'                                                  ,5- 

tetrachlorobiphenyl과 2,2'                                                  ,4,4'                                                  ,5,5'                                                  -hexachlorobi- 

phenyl이 선정되어 10 ppm씩 첨가되었다. PCB 동족

체 첨가 후, 배양 1, 5일에 각각 PCB 동족체를 추출

하여, 분해율을 계산하 다(Mori & Kondo, 2002). 

실험구는 균사에 의한 흡착정도를 고려하기 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 었다(홍 등, 2010).

1) Killed control (KC): 배지에 균주를 종시킨 

후 배양(5일) ⟶ 1-ABT 첨가 ⟶ 각 배양일(1, 5일)에 

멸균(121°C, 15분) ⟶ PCB동족체 첨가

2) Live culture (LC): 배지에 균주를 종시킨 후 

배양(5일) ⟶ 1-ABT 첨가 ⟶ PCB동족체 첨가

균질기에 샘 과 n-hexane 25 ㎖                                                            , acetone 10 ㎖                                                            을 

함께 넣어 5,000 rpm에서 30 간 분쇄한 후, 이를 분

별깔 기를 이용하여 추출하 다. n-hexane만을 회

수하기 해 acetone을 제거하 으며, 이를 해 증

류수 90 ㎖                                                            을 이용하여 추출이 이루어졌다. 추출은 

shaker를 이용하여 270 rpm에서 15분간 진행되었으

며, 총 추출과정은 25 ㎖                                                            씩 3반복하여 총 75 ㎖                                                             

n-hexane 추출액을 획득하 다. 

배지에 함유된 각종 유기성분을 제거하기 하여 

concentrated sulfuric acid 20 ㎖                                                            을 이용해 270 rpm

에서 1분간 추출하 다. 그리고 남아있을 concen- 

trated sulfuric acid를 제거하기 해서 n-hexane으

로 추출한 증류수 60 ㎖                                                            을 이용하여 같은 조건하에 

추출하 으며, 이 모든 과정은 shaker를 이용하여 3

반복하 다. 추출액에 anhydrous sodium sulfate를 첨

가하여 수분을 제거하 으며, 여과지(No. 2, Advantec, 

Japan)로 여과하여 완  농축한 후, n-hexane에 용

해시켜 최종 부피가 10 ㎖                                                            가 되도록 하 다.

2,2'                                                  ,4,4'                                                  ,5,5'                                                  -hexachlorobiphenyl과 2,3'                                                  ,4'                                                  ,5-tetra- 

chlorobiphenyl를 정량하기 해 GC-ECD (Electron 

Capture Detector, 6890 N,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이용하 다. 컬럼은 DB-5 (60 m, 0.32 mm 

× 0.25 µm,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사용하

으며, 기 온도 135°C에서 3분 동안 유지 후, 280°C

까지 8°C/분으로 승온시켰으며, 최종 온도 300°C까

지 15°C/분으로 승온시킨 후, 13분 동안 유지시켰다. 

Inlet 온도는 250°C (splitless), detector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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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CB congeners on protein

contents in culture medium.

320°C로 유지하 으며, N2를 1.5 ㎖                                                            /분의 유속으로 

흘려주었다. 추출액은 n-hexane으로 10배 희석하여 

GC분석을 실시하 으며 standard curve는 1, 2, 5, 

10 ppm 농도의 PCB 동족체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GC-ECD를 통해 측정된 PCB 동족체의 정량값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분해율을 계산하 다. 

Biodegradation rate of PCBs (%) =

Concentration of Killed Control (ppm)-Concentration of Live Culture (ppm) 
                                                                                    × 100
                    Concentration of Killed Control (ppm) 

3. 결과 및 고찰

3.1.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에 따른 단

백질 정량 및 효소 활성 

단백질 정량을 실시한 결과, 체 으로 배양 10일

에서 15일 사이에 가장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조구에 비해 PCB 동족체를 첨가한 실험구에서 단

백질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Fig. 1). 특히 염소원자

가 많이 치환된 2,2'                                                  ,4,5,5'                                                  -pentachlorobiphenyl과 

2,2'                                                  ,4,4'                                                  ,5,5'                                                  -hexachlorobiphenyl이 첨가된 실험구

의 단백질 농도는 염소원자가 상 으로 게 치환 

된 4,4'                                                  -dichlorobiphenyl과 2,3'                                                  ,4'                                                  ,5-tetrachlorobi- 

phenyl이 포함된 실험구의 단백질 농도보다 높았다

(Fig. 1). 일반 으로 PCBs는 물에 한 용해성이 떨

어지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Borja et al., 2005), 

Ceriporia sp. ZLY-2010의 생장  사활동에 부정

인 향을 끼칠 것으로 상하 지만 배양 10일에

서 15일 사이에 2,2'                                                  ,4,4'                                                  ,5,5'                                                  -hexachlorobiphenyl를 

포함한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단백질 양을 나타냈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이 미생물

의 호르몬에 향을 미쳐 생장을 자극한 것으로 단

되며(Lee, 2005), PCB 동족체 혼합물인 Aroclors를 

포함한 실험구의 균사 건문게가 조구의 균사 

건무게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다

(Hong, 2011a).  

다른 동족체에 비해 일 으로 높은 단백질 양을 

나타낸 2,2'                                                  ,4,5,5'                                                  -pentachlorobiphenyl과 2,2'                                                  ,4,4'                                                  , 

5,5'                                                  -hexachlorobiphenyl의 결과로부터 생분해 과정

에 다양한 효소 작용이 여함을 추측할 수 있다. 여

기서 단백질 양은 즉 효소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동족체에 비해 많은 단백질의 생산은 다양한 효

소의 복합  작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PCBs 생분

해에는 균체 내외로 다양한 효소가 작용했을 것이라 

상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단백질 정량은 균체 

외로 분비된 효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균체 내 효소

에 한 가능성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측하기 어

렵다. 따라서 LiP, MnP, laccase 외에 리그닌 분해효

소와 련 있는 균체 외 효소에는 표 으로 glyoxal 

oxidase (E.C. 1.2.3.5), aryl alcohol oxidase (E.C. 

1.1.3.7), 그리고 glucose oxidase (E.C. 1.1.3.4) 등

을 들 수 있다. glyoxal oxidase는 LiP나 MnP가 작용

을 하기 해 필요한 과산화 수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aryl alcohol oxidase는 벤젠환에 붙은 수산화

기를 알데히드기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마지막

으로 glucose oxidase는 glucose를 산화시켜 과산화

수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Pointing, 2001). 이러

한 다양한 효소들의 보조  생산은 MnP  laccase

가 PCBs를 생분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효소의 생산은 본 연구의 단백질 

양의 증가 결과를 뒷받침해 다.   

MnP와 laccase의 활성은 단백질 정량 결과와 비슷

하게 조구에 비해 PCB 동족체를 포함한 실험구에

서 더 높은 활성을 보 다. 두 효소 활성 모두 PCB 

동족체를 첨가하는 배양 5일째를 기 으로 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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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CB congeners on MnP activ-

ity in culture medium.
Fig. 3. Effect of PCB congeners on laccase ac-

tivity in culture medium.

양 10일까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 게 PCB 동족체를 포함한 실험구의 단백질 농

도  효소활성이 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Ceriporia sp. ZLY-2010이 PCB 자체를 기질 유도체

나 효소 해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장 등, 2010). 

미생물이 PCB를 기질 유도물질로 인식했을 경우, 

다수의 동 효소를 생산함에 따라 효소의 총 생산증

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한 효소 해제로 인식했을 

경우 역시 자기방어기작을 통해 리그닌 분해 효소 뿐 

아니라 동 효소의 생산을 증가시켜 총 단백질 양  

효소활성을 높일 수 있다. 백색부후균은 분비하는 효

소의 종류의 따라 LiP-MnP 그룹, MnP-laccase 그

룹, LiP-laccase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은 각

각의 미생물 내에서 다양한 동 효소를 가진다고 보

고된 바 있다(Hatakka, 1994). 따라서 각 리그닌 분

해효소의 동 효소 생산 증가를 통해 PCB 동족체를 

포함한 실험구의 단백질 발 량  효소활성이 높아

졌을 것이라 단된다. 

하지만 PCB 동족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효소 활성

을 나타냈는데, MnP와 laccase의 활성이 단백질 정

량 결과와는 달리, 염소원자가 게 치환된 동족체에

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Figs. 2, 3). MnP의 경우, 

조구에 비해서 특히 배양 10일째에 2,3'                                                  ,4'                                                  ,5-tetra- 

chlorobiphenyl을 포함한 실험구에서 10.10 Unit/ 

m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Fig. 2). Laccase 

한, 2,2'                                                  ,4,5,5'                                                  -pentachlorobiphenyl과 2,2'                                                  ,4,4'                                                  ,5,5'                                                  

-hexachlorobiphenyl을 포함한 실험구의 효소 활성보다 

4,4'                                                  -dichlorobiphenyl과 2,3'                                                  ,4'                                                  ,5-tetrachlorobiphenyl

을 포함한 실험구의 효소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배양 8일째에 2,3'                                                  ,4'                                                  ,5-tetrachlorobiphenyl을 포

함한 실험구의 laccase 활성은 3.19 unit/mg으로 가

장 높은 활성을 보 다(Fig. 3). 

이 게 동족체 종류에 따라 효소의 활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PCB 동족체 종류에 따른 특이  성질 

때문이라고 단된다. 염소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hydrophobicity가 증가하여 생분해가 어려울 것이라

는 상과 달리, Hong (2011b)은 염소원자가 가장 

많이 치환된 PCB 동족체의 생분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 다. 한 PCB 동족체의 종류에 따른 선택

 생분해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고려하면(Bedard et 

al., 1987), 생분해와 련된 다양한 효소 작용 역시 

PCB 동족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4,4'                                                  -dichlorobiphenyl과 2,3'                                                  ,4'                                                  ,5- 

tetrachlorobiphenyl을 포함한 실험구는 2,2'                                                  ,4,5,5'                                                  - 

pentachlorobiphenyl과 2,2'                                                  ,4,4'                                                  ,5,5'                                                  -hexachlorobi- 

phenyl을 포함한 실험구에 비해 측정된 단백질 농도

가 상 으로 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specific enzyme 계산법에 의해 MnP나 laccase 활성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네 개의 동족체를 

첨가한 실험구의 흡 도만을 비교했을 경우, 2,2'                                                  , 

4,5,5'                                                  -pentachlorobiphenyl과 2,2'                                                  ,4,4'                                                  ,5,5'                                                  -hexach- 

lorobiphenyl을 포함한 실험구에서 약간 더 높은 흡

도를 보 다. 하지만 이들은 단백질 농도 역시 높

았기 때문에 상 으로 낮은 specific enzyme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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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very rate (%) of 2,3',4',5-tetrachlorobiphenyl in cultures of Ceriporia sp. ZLY-2010 

after 5 days pre-incubation 

Samples
Incubation day

1 day 5 days

Killed control (0.1 mM) 94.76 94.24

Live culture (0.1 mM) 92.17 93.46

 Killed control (1 mM) 100.00 95.42

Live culture (1 mM) 99.77 93.95

Fig. 4. Effect of 1-aminobenzotriazole (1-ABT)

on the biodegradation rate of 2,3', 

4',5-tetrachlorobiphenyl in cultures of 

Ceriporia sp. ZLY-2010.

을 나타낸 것이다. 즉 MnP나 laccase는 4,4'                                                  -dichloro- 

biphenyl과 2,3'                                                  ,4'                                                  ,5-tetrachlorobiphenyl을 포함한 

실험구에서 단 질량 당 기질에 작용하는 활성이 큰 

것으로 단된다. 이는 염소원자가 많이 치환된 2,2'                                                  , 

4,5,5'                                                  -pentachlorobiphenyl과 2,2'                                                  ,4,4'                                                  ,5,5'                                                  -hexachlo- 

robiphenyl의 생분해는 MnP와 laccase 뿐 아니라 다

른 다양한 효소의 복합  작용에 의해 일어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저해 정도 평가

각 동족체의 종류에 따른 단백질 정량을 분석해 본 

결과, 2,2'                                                  ,4,4'                                                  ,5,5'                                                  -hexachlorobiphenyl을 첨가한 실

험구의 단백질 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nP와 

laccase의 활성은 2,3'                                                  ,4'                                                  ,5-tetrachlorobiphenyl을 첨

가한 실험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PCB 생분해에는 동족체의 종류에 따라 다

른 효소시스템이 작용하여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되

었다. 한 의 결과와 각 동족체의 생분해율 측정 

결과(Hong, 2011b)를 복합 으로 고려했을 때, 균체

내 효소에 한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단

하여 P450 해제인 1-ABT에 따른 생분해율을 조사

함으로써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의 역할

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2,3'                                                  ,4'                                                  ,5-tetrachlorobiphenyl을 첨가한 실험구의 

경우, P450 해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분해율

이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4). 배양 1일째에 해제를 첨가한 실험구의 경

우 하게 생분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0.1 mM의 해제를 첨가한 실험구는 조구에 비해 

생분해율이 70% 이상 감소하 으며, 1 mM의 해

제를 첨가한 실험구는 90%에 가까운 해율을 보

다. 배양 5일째 역시 배양 1일째와 비슷한 경향을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ytochrome P450 mono-

oxygenase가 2,3'                                                  ,4'                                                  ,5-tetrachlorobiphenyl의 생분해

에 큰 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2,2'                                                  ,4,4'                                                  ,5,5'                                                  -hexachlorobiphenyl의 경우, 2,3'                                                  ,4'                                                  , 

5-tetrachlorobiphenyl과 마찬가지로 해제를 첨가

한 실험구의 생분해율이 첨가하지 않은 조구에 비

해 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Table 3, Fig. 

5). 특히 배양 1일째, 0.1 mM의 해제를 첨가한 실

험구의 경우 2.64%의 생분해율로, 생분해가 거의 일

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2'                                                  ,4,4'                                                  ,5,5'                                                  -hexachlorobi- 

phenyl의 경우, 2,3'                                                  ,4'                                                  ,5-tetrachlorobiphenyl에 비해 

해제를 첨가한 실험구에서도 20% 내외의 분해율

을 보 다. 이를 통해 2,2'                                                  ,4,4'                                                  ,5,5'                                                  -hexachlorobi- 

phenyl의 생분해는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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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1-aminobenzotriazole (1-ABT)

on the biodegradation rate of 2,2', 

4,4',5,5'-hexachlorobiphenyl in cultures

of Ceriporia sp. ZLY-2010.

Table 3. Recovery rate (%) of 2,2',4,4',5,5'-hexachlorobiphenyl in cultures of Ceriporia sp. ZLY-

2010 after 5 days pre-incubation 

Samples
  Incubation day

1 day 5 days

Killed control (0.1 mM) 95.91 99.05

Live culture (0.1 mM) 93.38 81.52

 Killed control (1 mM) 100.00 99.48

Live culture (1 mM) 82.30 78.60

뿐 아니라, 다양한 균체 내 효소들이 복합 으로 작

용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제로 작용한 1-ABT가 PCB 

생분해율에 크게 향을 미치며,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를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는 hem-

eprotein을 포함한 효소로, heme의 N-alkylation과

정을 통해 활성이 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1-ABT 

분자 내 amino 그룹은 P450의 porphyrin 구조와 반

응함에 따라 구조  변형을 일으키며, 결국 이러한 

반응을 통해 효소를 매 으로 turnover 시킴으로

써 효소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rtiz 

de Montellano et al., 1984).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해제 0.1 mM의 농도만으로도 충분히 P450의 heme

과 porphyrin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즉 해제의 농도의 향보다는 해제 

자체의 첨가가 PCB 생분해에 큰 향을 주었다고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가 PCB 생분해 과정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의 정확한 역할을 구명하기 

해 효소 정제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리고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 뿐 

아니라, 다양한 균체 효소가 작용했을 것이라 상되

므로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Ceriporia sp. ZLY-2010의 효소 시스템과 PCB 생분

해 간의 상 계에 해 정확히 구명할 수 있을 것

이라 기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eriporia sp. ZLY-2010을 이용하

여 폴리염화비페닐의 생분해와 균체 외 효소와의 상

계에 해 알아보기 해 4개의 폴리염화비페닐 

동족체 첨가에 따라 단백질  표 인 균체 외 효

소 활성을 비교하 으며, PCB 동족체의 종류에 따

른 활성 차이를 통해 균체 내 효소로 알려진 cyto-

chrome P450 monooxygenase의 해 정도를 평가함

으로써 균체 내 효소의 향 정도를 평가하 다.

단백질 정량  균체 외 효소 활성을 측정해 본 결

과, 조구에 비해 PCB 동족체를 첨가한 실험구에

서 더 높은 단백질 농도  효소활성이 측정되었다. 

단백질 농도의 경우, 염소원자가 가장 많이 치환된 

2,2'                                                  ,4,4'                                                  ,5,5'                                                  -hexachlorobiphenyl를 첨가 했을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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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단백질 농도가 측정되었다. 하지만 MnP 활

성에서는 염소원자가 게 치환된 2,3'                                                  ,4'                                                  ,5-tetra- 

chlorobiphenyl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으며, laccase 활성 역시 4,4'                                                  -dichloro- 

biphenyl과 2,3'                                                  ,4'                                                  ,5-tetrachlorobiphenyl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족체 종류에 따라 효소의 활성이 다르게 나

타난 것은 PCB 동족체 종류에 따른 특이  성질 때

문이라고 단되며, 특히 염소원자가 많이 치환된 

2,2'                                                  ,4,5,5'                                                  -pentachlorobiphenyl과 2,2'                                                  ,4,4'                                                  ,5,5'                                                  -hexa- 

chlorobiphenyl의 생분해 과정은 MnP와 laccase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효소의 복합  작용 가능성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의 해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해제 0.1 mM의 농도에서부터 생분

해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제 

0.1 mM의 농도만으로도 충분히 P450의 heme과 

porphyrin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는 PCB 생

분해에 큰 향을 주었다고 단된다.

하지만 MnP와 laccase, 그리고 cytochrome P450 

monooxygenae만으로는 PCB 생분해와 Ceriporia sp. 

ZLY-2010의 효소시스템과의 상 계에 해 정확

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분해에 련된 다양한 

효소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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