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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Apis mellifera)의 장내 세균인 Bacillus sp. HY-20이 분비하는

Xylanase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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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Apis mellifera)의 장으로부터 xylan분해능이 우수한 세균 HY-20을 분리하였고, Bacillus 속으로 동정하였다.

분리균주 HY-20의 세포 외 GH11 xylanase (XylP) 유전자 (687-bp)는 25,522 Da의 분자량과 9.33의 pI 값을 갖는

22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특성규명이 이루어지지 않

은 B. pumilus xylanase (GenBank accession no.: AY526092)의 아미노산 서열과 97%의 상동성을 보였다. pET-

28a(+)/xylP를 포함하고 있는 Escherichia coli BL21 균주에서 과발현 된 His-tagged XylP (rXylP)는 cation exchange

및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통해 순수하게 분리·정제 되었으며, 50oC의 온도와 pH 6.5 조건에서 반응할

때 birchwood xylan에 대해 가장 높은 가수분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rXylP는 15분간 55oC에 노출될 때 본래 활성

의 약 50%를 잃어버리는 전형적인 중온성 효소의 특성을 보였으며, Hg2+ (1 mM)와 N-bromosuccinimide (5 mM)

에 노출될 때 완전히 불활성화 되었고, Mn2+ (1 mM), Fe2+ (1 mM) 및 sodium azide (5 mM)에 의해서는 활성이 약

10%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rXylP는 xylose유래 다당류는 효율적으로 분해하였지만 PNP-sugar

유도체 및 glucose 유래 다당류는 분해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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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4-Xylan은 자연계 내의 식물 biomass를 구성하는 가장 풍

부한 hemicellulose로서, 흔히 4-O-methyl-D-glucuronic acid 및

L-arabinofuranose 또는 acetic acid에 의해 치환된 형태로 존재한

다. 따라서 이러한 xylan 고분자의 완전한 생분해를 위해서는

endo-β-1,4-xylanase, β-xylosidase, α-D-glucuronidase, α-L-

arabinofuranosidase, ferulic acid esterase, 및 acetyl-xylan esterase

와 같은 다양한 hemicellulase가 필요하다(17). 지금까지 xylan을

분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토양, 퇴비, 및 초식동물과

무척추동물의 장과 같은 여러 생태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들

이 생산하는 xylan의 분해와 관련된 효소들의 생화학적, 유전학

적 특성이 규명되었다(13). 

Endo-β-1,4-xylanases (xylanases)는 xylan의 분해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효소로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 5종의

glycoside hydrolase (GH) family (5, 8, 10, 11, 43)로 분류되고

있다(16, 17). 그러나 대부분의 xylanase는 GH family 10과 GH

family 11에 속하며, 특징적으로 GH family 10 xylanases은

30 kDa 이상의 분자량과 산성 pI를 갖고 다양한 기질특이성을

보이는 반면 GH family 11 xylanases은 비활성이 높으며 30 kDa

이하의 비교적 작은 분자량과 알칼리 pI를 가진다. 

최근 곤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들은 다양한 생물산업 분야로

의 응용이 가능한 독특한 유전자 구조와 효소학적 특이성을 갖

는 미생물 유래 xylanases의 보고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

2). 흰개미(2), 털두꺼비하늘소(5), 땅강아지(15), 나방(3), 및 지렁

이(9-11) 등의 곤충을 포함한 무척추동물로부터 xylanase를 생산

하는 일부 공생미생물이 분리되고, 이들이 생산하는 xylanase의

효소학적, 유전자적 특성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곤충의 장내 공생미생물이 생산하는 xylanases은 대부분이 GH

family 10에 속하는 효소들이며, 꿀벌의 공생미생물에 의해 생산

되는 xylanase에 관한 보고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꿀벌(Apis mellifera)의 장으로부터 분리된 xylan

분해 공생미생물인 HY-20이 생산하는 xylanase의 유전자 서열

및 Escherichia coli BL21에서 과발현된 재조합 xylanase의 생화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Xylanase 생산 공생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꿀벌의 장내 미생물로부터 xylanase를 생산하는 균주를 분리하

기 위하여 먼저 대상 곤충을 70% (w/w) 에탄올에 1분간 침지하

여 충체 표면의 오염원을 제거한 후, 충체에 묻어 있는 에탄올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멸균된 증류수로 충체를 2회 세척하였다.

일벌의 장내 미생물 군집은 해부를 통해 충체로부터 분리한 내

장을 분쇄한 후 완충용액(phosphate buffered saline; 0.8%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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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탁하여 확

보하였으며, xylan 분해 미생물은 내장추출물을 동일 완충용액을

이용해 연속적으로 적당히 희석한 후 0.5% birchwood xylan이

포함된 R2A 고체배지(Scharlau Chemie)에 도말하여 25oC에서

48시간 배양함으로써 성장한 콜로니 주변에 투명환(clear zone)을

형성하는 xylanase 활성 균주를 선별적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xylanase 생산균주 중 HY-20은 다른 미생물에 비해 콜로니 주변

에 큰 투명환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xylanase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별되었다. HY-20 균주의 계통

학적 동정은 Kim 등(12)의 방법에 따라 16S rRNA 유전자의 염

기서열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PHYDIT program (4)을 이용

하여 16S rRNA 유전자의 1차 및 2차 구조의 유사성에 기초하

여 Bacillus 속 균주들의 16S rRNA 유전자와 HY-20 균주의

16S rRNA 유전자를 비교하였다.

Xylanase 유전자의 클로닝

HY-20 균주의 genomic DNA로부터 xylanase (XylP) 유전자의

부분단편을 PCR로 증폭하기 위해 계통학적 유연관계가 높은 B.

pumilus 세균들이 생산하는 GH11 xylanases의 conserved region

(HHQLGNI, PMGKMYE)을 기반으로 각각 upstream primer

(Bp-F) (5'-CATCATCARCTKGGCAACAT-3')와 downstream

primer (Bp-R) (5'-TTCATACATTTTRCCCATYGG-3')를 디자인하

였다. 그리고 위의 두 degenerate oligonucleotides를 이용한 PCR

을 통해 354-bp의 DNA 단편을 증폭하였다. 전체 XylP 유전자는

DNA Walking SpeedUP™ Premix kit (Seegene)를 이용하여

repeated DNA walking과 nested PCR 방법을 통해 클로닝하였다.

Xylanase의 과발현 및 정제

XylP의 과발현을 위해 pET-28a(+) vector (Novagen)의 NcoI/

NheI site로 XylP 유전자를 클로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signal sequence가 제거된 형태의 XylP 유전자를 각각 N-말단과

C-말단에 NcoI site와 NheI site를 가지는 oligonucleotides [XylP-

F: 5'-CCATGGAGAACCATTACGAATAATGAAATGGG-3'; XylP-

R: 5'-GCTAGCGTTGCCAATAAACAGCTGATTGG]를 이용하여

PCR로 증폭하였다. PCR mixture (50 µl)는 PCR buffer, 각

10 pmol primer, 각 2.5 mM dNTP, 20 ng genomic DNA, 및

2.5 units FastStart Taq DNA polymerase (Roche)로 구성되었으며,

XylP 유전자의 증폭은 DNA thermal cycler (TaKaRa)를 이용하였

다. XylP 유전자의 PCR 증폭반응에서 초기 template DNA의 열

적 변성은 95oC에서 5분간 수행하였으며, 그 후 95oC에서 30초,

53oC에서 40초, 및 72oC에서 30초의 조건으로 PCR을 30회 반복

해 수행하였다. 증폭된 DNA 단편은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

동하여 분리하였고, HiYield™ Gel/PCR DNA Extraction kit

(Real Biotech Co.)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PCR 산물은

pGEM-T easy vector (Promega) 내로 클로닝하여 염기서열을 확

인한 후, 각각 NcoI과 NheI의 제한효소로 재조합 pGEM-T easy/

xylP vector를 잘라 말단에 각각 관련 제한효소 부위를 갖는

xylP의 단편을 얻었다. 그리고 rXylP의 과발현을 위해 앞서 제조

한 xylP 단편을 pET-28a(+) vector 내로 DNA ligase를 이용하여

삽입하여 pET-28a(+)/xylP를 제조하였으며, 그 후 재조합 DNA를

E. coli BL21 균주로 형질전환하였다. rXylP의 과발현은 pET-

28a(+)/xylP를 갖는 재조합 E. coli BL21 균주를 Luria-Bertani

(LB) broth (500 ml)를 포함하는 2 L baffle-flask를 이용하여

30oC에서 8시간 동안 180 rpm의 속도로 진탕배양하여 수행하였

으며, 1 mM IPTG를 이용하여 rXylP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배양

액 내 세포는 원심분리(5,000 rpm, 15 분)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20oC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한 후 BugBuster™ Protein Extraction

Reagent (Novagen)을 이용하여 세포를 터트리고 4oC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12,000 rpm)를 수행해 rXylP를 포함한 수용성 단

백질 분획을 얻었다. rXylP의 정제는 먼저 FPLC system

(Amersham Pharmacia Biotech, Sweden)에 장착된 50 mM MES

buffer (pH 6.0)로 평형화된 HiPrep™16/10 CM FF column을 이

용하여 수행하였으며, rXylP는 2 ml/min의 유속으로 0~1.0 M의

NaCl 농도구배를 주어 컬럼으로부터 용출하였다. 그리고 획득된

rXylP의 분획은 HiPrep™ 26/10 desalting column (Amersham

Biosciences, Sweden)을 이용해 50 mM MES buffer (pH 6.0)로

탈염한 후, 다시 HiLoadTM 26/60 Superdex™ 200 pg (Amersham

Biosciences, Sweden) column에 재주입하였고 50 mM MES buffer

(pH 6.0)를 이용해 3.0 ml/min의 유속조건으로 column으로부터

rXylP를 용출하여 최종 정제하였다. 정제된 단백질은 4oC에 보관

하며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단백질 분석

rXylP의 분자량은 12% gel을 이용한 SDS-PAGE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electrophoresis)에 의해 결정하였고,

이 때 SDS-PAGE에 의해 분리된 단백질들은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로 염색하여 확인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reagent (Bio-Rad)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Xylanase 활성 측정

Xylanase의 활성은 표준물질로 xylose를 이용하여 3,5-

dinitrosalicylic acid (DNS)법에 의해 birchwood xylan으로부터

생산된 환원당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효소활성 측정을 위한 표준 반응용액(0.5 ml)은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0)에 1.0% birchwood xylan 및

적절히 희석된 효소용액(0.05 ml)을 포함하였으며, 효소반응은

50oC에서 15분간 수행하였다. 다양한 xylan 기질에 대한

xylanase 활성의 1 international unit (IU)은 표준 가수분해 반응

조건 하에서 xylan 기질로부터 1분 동안에 1 µmol의 환원당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p-

nitrophenol (PNP)로 치환된 다양한 PNP-sugar 유도체(5 mM)들

은 rXylP의 xylanase 활성 이외의 다른 가수분해 활성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PNP-sugar 유도체에 대한 xylanase

활성의 1 IU은 1분 동안에 1 µmol의 PNP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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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Xylanase 활성에 대한 온도, pH, 및 다양한 화합물의 영향

정제된 rXylP의 최적 pH는 3.5~10.5의 범위에서 다음의 buffer

(50 mM)를 이용하여 50oC에서 15분간 효소반응을 통해 결정하였

다: sodium citrate (pH 3.5~5.5), sodium phosphate (pH 6.0~7.5),

Tris-HCl (pH 8.0~8.5), 및 glycine-NaOH (pH 9.0~10.5). 또한,

rXylP의 최대활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표준 반응용액을 사용하

여 각각 37, 45, 50, 55, 60, 65 및 70oC에서 조사되었으며, 열안

정성은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0)에 녹아 있는

rXylP를 위에 기술된 각각의 온도에서 각각 15, 30, 및 60분간

열처리한 후 잔존하고 있는 xylanase 활성을 측정하여 결정하였

다. rXylP의 활성에 미치는 금속이온(1 mM)과 다양한 화합물

(5 mM 또는 0.5%)의 영향은 Table 1에 기술된 화합물을 각각

지적된 농도로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0)에 첨가

하여 50oC에서 10분간 효소(약 0.5 IU)와 반응시킨 후 birchwood

xylan을 반응용액에 첨가해 줌으로써 효소반응을 시작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균주의 동정 및 XylP 생산 특성

일반적으로 꿀벌의 먹이인 화분(bee pollen)은 주성분으로 단백

질과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및 11종의 다당류를 포함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꿀벌의 장 내에서 화분 내 다당류 중 하나인

xylan의 소화에 관여하고 있는 미생물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Xylan을 분해하는 균주로서 꿀벌의 장으로부터 분리된 HY-20은

16S rDNA 염기서열의 계통학적 분석 결과 B. stratosphericus

41KF2aT (GenBank accession no.: AJ831841)의 16S rDNA와

100%의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Y-20

균주는 또한 일부의 다른 Bacillus 속 균주들과도 16S rDNA 염

기서열 상의 상동성이 99%를 넘어 본 연구에서 HY-20의 정확

한 동정은 불가하였으며, 따라서 xylan 분해균주 HY-20은

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에 Bacillus sp. HY-

20 KCTC 11304BP로 명명하여 기탁되었고, Bacillus sp. HY-20

의 계통학적 유연관계는 Fig. 1과 같다. 한편, birchwood xylan

(0.5%) 및 yeast extract (0.5%)가 포함된 M9 최소배지를 이용하

여 37oC 및 180 rpm의 조건 하에서 약 17시간 동안 플라스크

배양시, Bacillus sp. HY-20은 XylP 효소를 최대 약 50 IU/ml 이

상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Fig. 2). 

XylP 유전자의 분자구조

본 연구에서 클로닝된 687-bp로 구성된 XylP 유전자는

(GenBank accession no.: GQ377132) 각각 25,522 Da의 분자량

과 9.33의 등전점을 가지며 22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Table 1. Effects of metal ions (1 mM) and chemical reagents (5 mM)

on rXylP activity

Compound Relative activity (%)

None 100

HgCl
2

0

CaCl
2

93

NiSO
4

93

CuCl
2

72

ZnSO
4

100

MgSO
4

99

MnCl
2

126

SnCl
2

104

BaCl
2

105

CoCl
2

112

FeSO
4

120

N-Bromosuccinimide 0

Iodoacetamide 97

Sodium azide 128

N-Ethylmaleimide 94

EDTA 112

Tween 80 (0.5%) 100

Triton X-100 (0.5%) 117

Fig. 1. Neighbour-joining tree, based on 16S rRNA gene sequences,

showing the phylogenetic position of HY-20 with respect to species of

the genus Bacillus. Numbers at nodes indicate levels of bootstrap

support (%) based on 1,000 replicated datasets. Bar, 0.025

substitutions per nucleotid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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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anase 단백질을 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 또한

SignalIP 3.0 Server (http://www.cbs.dtu.dk/services/SignalP) 프로

그램을 이용한 단백질의 1차 구조 분석결과 XylP는 Ala27-

Arg28 사이에서 단백질가수분해 효소(protease)에 의해 잘려지는

signal sequence를 가지며, 그 결과 세포 외 분비시 22,532 Da의

분자량과 9.05의 등전점을 가지며 22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mature XylP가 생산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XylP는 아직까

지 효소의 생화학적 특성이 전혀 규명된 바 없이 genome

survey 과정에서 염기서열이 확인되어 GenBank에 등록해 놓은

B. pumilus의 xylanase (GenBank accession no.: AY526092)와 가

장 높은 97% (223/228)의 아미노산 서열 상의 상동성을 보였다.

또한, XylP의 1차 구조는 NCBI database 내에 등록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다른 xylanases의 1차 구조와 비교될 때 또 다른 미

배양 세균인 Bacillus sp.가 갖는 xylanase (ACH67614)와도 97%

(222/228)의 아미노산 서열 상의 상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

다. 한편, protein BLAST survey의 결과, XylP는 GH family 11

(pfam00457)의 domain 구조와 가장 유사한 단지 하나의 GH11

domain (Gly36-Thr221)으로만 구성된 xylanase로 털두꺼비하늘소

로부터 분리된 Paenibacillus sp. HY-8 (5)이 생산하는 GH11

xylanase와도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였다. MacLeod 등(14)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XylP에서 retaining glycoside hydrolases의 double-

displacement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2개의

putative Glu residues, 즉 Glu120 (acid/base catalyst)와 Glu209

(catalytic nucleophile)가 Fig. 3에 보여진 바와 같이 premature XylP

의 active site의 conserved region 내에서 발견되었다. 

rXylP의 정제 및 분자량 

기존에 보고된 N-말단에 His-tag을 갖는 다양한 재조합

xylanases (10, 11)과는 달리 E. coli BL21에서 과발현된 rXylP는

N-말단에 His-tag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isTrap™ HP

column (GE Healthcare, Sweden) (5 ml)에 결합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His-tag이 붙어 있는 rXylP의 N-

terminus 부분이 단백질의 내부 쪽으로 들어가 있어 rXylP가

column 내의 resins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rXylP의 정제는 CM-Sepharose resins을 이

용한 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와 Superdex resins을 이용

Fig. 2. Production of a xylanase from Bacillus sp. HY-20. It was

cultivated on M9 minimal medium containing 0.5% (w/v) birchwood

xylan and 0.5% (w/v) yeast extract. Symbols: (● ) cell growth, (○ )
xylanase activity.

Fig. 3. Nucleotide sequence of the XylP gene from Bacillus sp. HY-20

and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 The solid boxes represent the

conserved region used in design of the PCR primers to clone the

partial XylP gene fragment. The predicted signal peptide is indicated

by a black bar. The oligonucleotide sequences used in genomic

walking are shown by solid arrows and those used in nested PCRs are

indicated by dashed arrows, respectively. Highly conserved amino

acid residues that play a key role in the catalytic reaction are indicated

by solid lines.

Fig. 4. SDS-PAGE of the purified rXylP. Lanes: S, standard marker

proteins; 1, the soluble cell lysate after IPTG induction; 2, pooled fractions

containing xylanase activity after 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 3,

purified rXylP after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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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 Fig. 4에 보여진 바와 같이 rXylP는 SDS-PAGE 상의 단일밴

드로 정제되었다. 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 시 rXylP는

NaCl의 농도가 약 200~250 mM이 되는 조건에서 column으로부

터 용출되었으며, SDS-PAGE에 의해 정제된 rXylP의 분자량은

약 24 kDa인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4). 이러한 rXylP의 비교적

작은 분자량은 GH10 xylanases과 구분되는 GH11 xylanases

(16)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특성이다.

rXylP의 생화학적 특성

온도가 rXylP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본 효

소는 55oC에서 birchwood xylan에 대해 최대 가수분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효소의 비활성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rXylP의 half-

life는 50oC에서 약 10분으로 평가되었다(Fig. 5). 이러한 rXylP의

비교적 낮은 열안정성은 본 효소가 다른 무척추동물 공생미생물

들로부터 분리된 다양한 xylanases (5, 9-11, 15)처럼 전형적인

중온성 xylanase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Thermomonospora

fusca GH11 xylanase (6)는 75oC 이상의 고온에서도 18시간 이

상 매우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6은 pH가 rXylP의

활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rXylP는 pH 6.5

에서 birchwood xylan에 대해 최대 가수분해 활성을 보였으며,

pH 6.0~7.0 사이의 범위에서는 본래 활성의 약 95% 이상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rXylP는 pH 5.0~9.5까지의 비

교적 넓은 pH 범위에서 10분간 전처리 후에도 본래 활성의 약

9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pH 5 및 >pH 9.5의 범위에서는 급

격히 효소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XylP의 최적

활성 pH 범위(6.0~7.0)와 초식동물의 반추위 내의 pH (6.0~6.5)

(16)를 고려할 때, rXylP는 현재 사료첨가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H 4.0~5.5 사이에서 최적활성을 보이는 상업용 곰팡이

xylanases에 비해 보다 더 우수한 hemicellulose 분해효소이기 때

문에 효율적 사료첨가제의 개발을 위한 좋은 표적효소가 될 것

이다. 

Table 1에 보여진 바와 같이 rXylP는 기존에 보고된 다른 대

부분의 xylanases (5, 8, 10)과 마찬가지로 1 mM Hg2+ 및 5 mM

N-bromosuccinimide에 노출되었을 때 birchwood xylan에 대한

분해활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rXylP 내의 일부

의 Trp residues가 효소의 활성 또는 기질과의 결합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함을 지시하는 것으로 Hg2+의 경우 Trp residue의

indole ring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N-bromosuccinimide는

Trp residue와 결합하여 화학적 변형을 유도하는 단백질 저해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1 mM Cu2+에 의해 rXylP는 또한 본래 활

성의 약 30% 정도까지 활성의 부분저해를 받았지만 각각 1 mM

농도의 Ca2+, Ni2+, Mg2+, Sn2+, 및 Ba2+ 등의 금속이온과

sulfhydryl reagents인 5 mM iodoacetamide 및 5 mM N-

ethylmaleimide에 의해서는 활성의 저해 및 증진에 거의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rXylP의 활성은

1 mM Mn2+와 1 mM Fe2+, 및 5 mM sodium azide 등이 존재할

때 본래 활성의 약 20% 이상까지 xylan 분해활성의 증진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non-ionic detergent인 Triton X-

100 (0.5%)에 의해서도 rXylP의 활성이 약 17% 정도 부분적으로

증진되어짐이 확인되었다. 단백질의 말단에 His-tag을 가지는 효소

들의 non-ionic detergents에 의한 효소활성의 증진효과는

Cellulosimicrobium sp. HY-13 (11)과 Streptomyces

thermocarboxydus HY-15 (10)의 xylanases 및 B. megaterium 20-l

(7)의 esterase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효소와

기질 간의 상호작용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는 non-

ionic detergents과 재조합 단백질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인

한 것으로 추측된다. 

rXylP의 기질특이성

Xylose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beechwood xylan과 birchwood

Fig. 5.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xylanolytic activity ( ● ) and the

stability (○ ) of rXylP. 

Fig. 6. Effect of pH on the xylanolytic activity (● ) and the stability

( ○ ) of rXylP: citrate buffer (pH 4.0~5.5);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0~7.5); Tris-HCl buffer (pH 8.0~8.5); glycine-NaOH

buffer (pH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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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an에 비해 rXylP는 xylose (70%), glucose (≤15%), 및 arabinose

(≤10%)로 구성된 oat spelt xylan을 xylosic polysaccharides 중 가장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2). 그리고 이 때 oat

spelt xylan에 대한 rXylP의 비활성은 약 2,136 IU/mg으로

beechwood xylan에 대한 비활성보다 약 1.15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비활성 이외에 rXylP가 기존에 보고된 다수의

GH11 xylanases에 비해 비교적 넓은 기질특이성도 가짐을 보인

것으로 향후 본 rXylP가 옥수수대와 같은 hemicellulosic

biomass로부터 bioethanol의 생산을 위한 효율적 당 생산공정의

개발 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xylans에 대한 분해능과는 달리 rXylP는 carboxymethylcellulose,

starch, 및 Avicel과 같은 glucose 유래 다당류와 PNP-sugar 유도

체는 전혀 분해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rXylP는 기존에 보고된

일부의 bifunctional GH11 xylanases (18)과는 달리 cellulase 활

성 및 transxylosylation 활성이 없는 고활성 cellulase-free

xylanase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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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ydrolysis activity of rXylP for different substrates

Substrate Specific activity (IU/mg)

Birchwood xylan 2070.9±12.8

Beechwood xylan 1864.7±37.3

Oat spelt xylan 2136.2±13.6

Soluble starch ND 

Avicel ND

Carboxymethylcellulose ND

PNP-Cellobioside ND

PNP-Glucopyranoside ND

PNP-Xylopyranoside ND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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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haracterization of an Extracellular Xylanase from Bacillus sp. HY-20, a Bacterium in

the Gut of Apis mellifera 

Lan Hee Lee1,3, Do Young Kim1, Mi Kyoung Han1, Hyun-Woo Oh1, Su-Jin Ham1, Doo-

Sang Park2, Kyung Sook Bae2, Dai-Eun Sok3, Dong-Ha Shin4, Kwang-Hee Son1**, and

Ho-Yong Park1* (1Industrial Bio-materials Research Center, KRIBB, Daejeon 305-806,

Republic of Korea, 2Biological Resources Center, KRIBB, Daejeon 305-806, Republic of

Korea, 3College of Phama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4Insect Biotech Co. Ltd., Daejeon 305-811, Republic of Korea)

A xylan-decomposing bacterium, HY-20, was isolated from the gut of a honeybee, Apis mellifera, and identified

as Bacillus sp. The extracellular GH11 xylanase (XylP) gene (687-bp) of strain HY-20 encoded a protein of 228

amino acids with a deduced molecular mass of 25,522 Da and a calculated pI of 9.33. The primary structure of

XylP was 97% identical to that of B. pumilus xylanase (GenBank accession no.: AY526092) that has not been

characterized yet. The recombinant His-tagged enzyme (rXylP) overexpressed in Escherichia coli BL21 har-

boring pET-28a(+)/xylP was purified to electrophoretic homogeneity by cation exchange and gel permeation

chromatographies. The purified enzyme exhibited the highest catalytic activity toward birchwood xylan at pH

6.5 and 50oC and retained approximately 50% of its original activity when pre-incubated at 55oC for 15 min.

The recombinant enzyme was completely inactivated by Hg2+ (1 mM) and N-bromosuccinimide (5 mM), while

its activity was slightly stimulated by approximately 10% in the presence of Mn2+ (1 mM), Fe2+ (1 mM), and

sodium azide (5 mM). rXylP was able to efficiently degrade various polymeric xylose-based substrates but

PNP-sugar derivatives and glucose-based polymers were not susceptible to the enzy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