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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alacturonase의 활성 증진  이를 이용한 식물 단세포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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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activity of polygalacturonase (PGase) purified from 
Kluyveromyces marxianus IFO 0288. Gums such as xanthan gum, guar gum, and locust bean gum were capable 
of increasing the catalytic stability and activity of the PGase. At 30

o
C, the rate constants for the inactivation 

of the PGase with xanthan gum, guar gum, and locust bean gum were estimated to be 0.0003 min-1, below 
0.0001 min-1, and 0.0001 min-1 respectively, whereas control was estimated to be 0.0082 min-1.  The yield of 
the maceration reaction catalyzed by the PGase for the production of carrot single cells increased by 13% 
in the presence of guar gum, where the relative enzyme activity supplemented with guar gum was two⁃fold 
greater than that of the PGas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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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olygalacturonase(PGase)는 펙틴의 일종인 polygalac-

turonic acid의 α-1,4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PGase는 식물 내에 존재하고 특히 미숙한 과실이 

숙성함에 따라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미생물 에도 존재하고 있다(1-7). PGase는 과즙의 

펙틴에 의한 혼탁화의 방지, 즉 청징화의 목 으로 이용되

고, 식물의 세포간 물질을 선택 으로 분해시켜 각각의 단

세포가 갖고 있는 식물의 천연성분들을 괴시키지 않고 유

지시킬 수 있는 식물 단세포의 생성에도 이용되는 등 그 응

용 가치가 증가되고 있는 효소이다(8,9).

한편 PGase를 포함하는 통상의 효소들은 단백질이 가지

는 특성상 자연계에서 분리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활성이 

감소하는, 즉 안정성이 하되는 문제가 있어 그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이는 효소 용액 

내에 알부민 혹은 덱스트린과 같이 안정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던지 는 보다 선택 인 방법으로 

분자수 에서의 효소 단백질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 분자자

체를 변형시켜 안정성을 확보 하는 등의 진보된 방법이 보고

되고 있다(10).

그러나 상기의 안정제 첨가 방법들은 효소의 안정화제로

서의 역할은 수행하지만 효소가 갖는 활성자체를 증진시키

는 활성 진제로서의 역할은  알려진 바 없다. 한, 

선택 인 방법에 의한 균주의 변이 유발이나 단백질의 분자 

변형에 의해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경우는 일부 효소의 활성

이 증진된다는 보고도 있으나(11), 이 경우 변이된 균주 는 

변형된 단백질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효소들

을 인체와 련된 목 으로 이용코자 할 때는 그 안 성 

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우 선택 인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한 효소의 분자수 에서의 구체 인 정보 확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한편 자연에서 얻어지는 교질물질들은 식품에 있어서 결

착제, 칼로리 조정제, 유화제, 피막형성제, 안정제 등의 용도

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수용성 교질물질들이 거의 부분 

친수성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성질을 활용한 것으로서, 를 

들면 젤라틴과 같은 단백질  xanthan gum, guar gum, 

locust bean gum, arabic gum, carrageenan과 같은 다당류

들이 이에 속한다. 일반 으로 교질물질들의 존재 시 효소의 

안정성도 증진되는 것으로 보나 교질물질을 사용하여 효소

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해서는  알려진 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소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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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개발을 하여 미생물로부터 분리, 정제된 PGase에 

xanthan gum, guar gum, locust bean gum 등과 같은 교질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효소의 안정성 외에 활성을 특이 으

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한, PGase를 이

용한 단세포 야채의 제조에 있어서 교질물질을 첨가하여 야

채 단세포화 효소반응의 수율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시약

PGase는 다양한 미생물로부터 발견되는데, Aspergillus 

niger(1), Sclerotinia sclerotiorum(2), Sclerotinia bor-

ealis(3), Trichosporon penicillatum(4), Saccharomyces 

cerevisiae(5), Kluyveromyces fragilis(6), Saccharomyces 

fragilis(7) 등이 생산 균주로 알려져 있다. Lee는 Kluyver-

omyces marxianus IFO 0288로부터 PGase를 분리, 정제하

여, 식물 단세포를 생산하 다(12). 본 연구에서는 Lee에 의

해 분리, 정제된 PGase를 제공받아 사용하 으며, 교질물질

로 사용한 xanthan gum, guar gum, locust bean gum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PGase 활성 측정

PGase의 활성은 Honda 등(13)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

하 다. 0.5 mg의 polygalacturonic acid sodium salt를 pH 

3.5, 35 mM sodium acetate buffer에 녹인 후 기질용액으로 

사용하 다. 기질용액 0.4 mL에 희석된 효소용액 0.1 mL를 

가하여, 48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1.2 mL의 TBC(100 

mM sodium tetraborate decahydrate, 100 mM boric acid, 

0.1% 2-cyanoacetamide) reagent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

켰다. 100oC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실온에서 냉각한 후 276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D-galacturonic acid의 양을 측

정하 다(Shimatzu UV-1601). 효소활성은 48oC에서 1분간 

1 μmol의 D-galacturonic acid를 생성하는 것을 1 unit로 하

다. PGase의 안정성에 한 지표는 효소의 불활성화 속도에 

한 1차 반응 속도상수인 k값(min-1)을 구하여 사용하 다.

단세포 야채의 제조  수율 측정

단세포화물의 제조는 Sakai 등의 방법을 응용하 다(14, 

15). 선별, 세정한 1～3 mm 크기로 단된 당근을 블랜칭한 

후 반응용액에 침지, 단세포화 분리 효소인 PGase와 증진제

로서 guar gum을 가한 후 45
oC, pH 5.0 조건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단세포화 하 다. 이로서 얻어진 단세포화 페이

스트를 여과한 후 학 미경을 이용하여 단세포화 반응이 

효과 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 다. 제조된 단세포화 페

이스트를 원심분리(3,500×g, 4oC)하여 상등액을 제외한 부

분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단세포화 수율을 계산하 다.

결과  고찰

PGase의 활성  안정성

PGase를 pH 5.0의 20 mM sodium acetate 완충용액 는 

0.2%의 xanthan gum, guar gum, locust bean gum을 함유

하는 동일한 완충용액에 잘 혼합시켜 30oC에서 배양하 다. 

배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일정량의 효소를 취하여 잔존하

는 PGase의 활성을 측정하여 효소의 불활성화에 한 일차

반응 속도상수 k값을 구하 다. Fig. 1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Table 1에 각각의 교질물질 존재 시 PGase의 불활성

화에 한 1차 반응 속도상수 k값을 나타내었다. 조군의 

k값이 0.0082 min-1인데 반해 xanthan gum 첨가 시는 0.0003 

min
-1, guar gum 첨가 시는 0.0001 min-1이하, locust bean 

gum 첨가 시는 0.0001 min-1로서 교질물질 첨가에 의해 효소

의 안정성이 히 증가하 다.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교질물질 처리 여부에 따라 정제

된 PGase와의 반응 30분 후 상  활성을 비교하 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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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gums on the stability of the purified poly⁃
galacturonase. 
The enzymes were incubated in 2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5.0) at 30

o
C.

Table 1. Summary of the parameters representing the func⁃
tion of gums as enhancer of catalytic activity as well as 
stabilizers of the polygalacturonase

 k1) 
(min-1)

Relative 
activity2) (%)

Activation energy3) 
(cal/mole)

Control4)

Xanthan gum5)

Guar gum5)

Locust bean gum5)

0.0082
0.0003 
<0.0001 
0.0001

100
189
197
190

13,300
-

10,900
11,400

1)The first-order rate constant for the inactivation of the poly-
galacturonase at 30oC.
2)The relative activity of polygalacturonase.
3)The activation energy for the hydrolysis of polygalacturonic 
acid by the polygalacturonase.
4)In 2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5.0).
5)In the same buffer with 0.2% of each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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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Fig. 2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조군에 비해 xan-

than gum 첨가 시는 PGase의 상  활성이 89% 증가되었으

며, guar gum 첨가 시는 97%, locust bean gum 첨가 시는 

90% 증가되어 상술한 교질물질들이 효소의 활성 진제로

서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질물질들이 PGase의 활성을 진시킴을 증명하기 

하여, 각각의 교질물질 처리 유무 시의 효소 활성에 한 

아 니우스 그래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T는 효소 

반응 시의 온도 값을 의미한다. Fig. 3의 직선의 기울기

의 치로부터 PGase가 polygalacturonic acid와 반응하

는 효소반응의 활성화 에 지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단, 

이 때 xanthan gum 첨가 시의 활성화 에 지는 반응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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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relative activity of the purified 
polygalacturonas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gums. 
The enzymes were incubated in 2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5.0) at 30

o
C.

0

1

2

3

4

5

3 3.1 3.2 3.3 3.4

ln
 V

m
ax

 (u
m

ol
es

/m
in

.m
g 

pr
ot

ei
n)

 .

Control
Guar gum
Locust bean gum

1/T(K)10-3

Fig. 3.  Arrhenius plot for the determination of activation 
energy for the hydrolysis of polygalacturonic acid by the 
purified polygalacturonase with and without gums.

도가 상 으로 매우 높아 아 니우스 그래 에 의해 유

도되는 활성화 에 지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를 제외

한 나머지 교질물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군에 비해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 지가 낮아진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상술한 교질물질들이 이 효소의 활성 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세포 야채의 제조  수율

선별, 세정, 단한 등황색의 당근 10 g을 95oC 물에서 

2분간 블랜칭한 후 food cutter로 1～3 mm로 다시 세 하여 

반응용기에 투입하고 증류수 10 mL을 가한 후 20 mM so-

dium acetate buffer를 사용하여 pH 5.0로 맞추었다. 단세포

화 분리 효소인 PGase 0.005 g과 증진제로서 guar gum 0.02 

g을 가하고, 다른 반응용기는 PGase 0.005 g만을 가하여 

조군으로 하 다. 45
oC, pH 5.0에서 4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얻어진 단세포화 페이스트를 여과한 후 원심분리(3,500×g, 
4oC)하여 상등액을 제외한 부분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단

세포화 수율을 계산하 다. PGase의 활성 증진  안정성 

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확인한 guar gum을 증진제로 

사용하여 당근 단세포를 제조하 으며, 수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반응시간에서 guar gum을 가했을 때가 PGase만을 가

하여 단세포화 반응을 수행한 경우보다 높은 수율을 보

다. 단세포화 반응 후 2시간째에 조군 비 13%의 가장 

높은 수율 향상을 보 다(Fig. 4). 학 미경으로 반응물

을 찰한 결과, 단세포화 반응이 성공 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이상의 결과에서 PGase에 xan-

than gum, guar gum, locust bean gum 등과 같은 교질물질

을 첨가함으로써 효소의 안정성과 활성을 특이 으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단세포 야채의 제조에 있어서 

효소반응의 수율 증진을 한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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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he yield for the production of carrot 
single cell by the polygalacturonase with and without guar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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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micrograph of carrot single cell (×12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효소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을 하여 미생물로부터 분리, 정제된 poly-

galacturonase(PGase)에 xanthan gum, guar gum, locust 

bean gum 등과 같은 교질물질을 첨가함으로써 효소의 안정

성 외에 활성을 특이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조사하 다. 정제된 PGase를 0.2%의 상술한 교질물질을 함

유하는 동일한 완충용액에 잘 혼합시켜 30
oC에서 배양하여 

효소의 불활성화에 한 일차반응 속도상수 k값을 구한 결

과, 조군의 k값이 0.0082 min
-1인데 반해 xanthan gum 첨

가 시는 0.0003 min-1, guar gum 첨가 시는 0.0001 min-1이하, 

locust bean gum 첨가 시는 0.0001 min
-1로서 교질물질 첨가

에 의해 효소의 안정성이 히 증가하 다. 한 조군에 

비해 xanthan gum 첨가 시는 PGase의 상 활성이 89%가 

증가되었으며, guar gum 첨가 시는 97%, locust bean gum 

첨가 시는 90%가 증가되어 상술한 교질물질들이 효소의 활

성 진제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uar 

gum 처리에 의해 약 2배의 활성이 증진된 상태로 당근 단세

포 생성 반응을 수행한 결과 모든 반응시간에서 guar gum을 

가했을 때가 PGase만을 가하여 단세포화 반응을 수행한 경

우보다 높은 수율을 보 으며, 단세포화 반응 2시간 경과 

후에 조군 비 13%의 가장 높은 수율 향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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