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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째 alanine 잔기의 proline 치환에 의한 보리 α-amylase isozyme 2의

대장균 내 발현 증가 및 기질특이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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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barley α-amylase isozyme 1 (AMY1) and 2 (AMY2) share up to 80% of amino acid sequence
identity, their enzymatic properties differ remarkably. In this study, the 42nd alanine residue of AMY2 was replaced with
another random amino acid via saturation mutagenesis. Eight out of 370 recombinant E. coli cells showing enhanced
starch-hydrolyzing activity were characterized as possessing the same proline residue instead of alanine. Even though the
specific activity of AMY2-A42P is reduced to 81% of wild-type, its expression level and purification yield were enhanced
by approximately 2 and 4 times that of AMY2, respectively. Characterization of its enzymatic properties confirmed that
AMY2-A42P is similar to that of wild-type. However, its specificity to starch substrates is likely to be intermediate
between AMY1 and AM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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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α-Amylase(EC 3.2.1.1)는 전분, 글리코겐 등 고분자 탄수화물

중합체 내부의 α-(1,4) 결합을 endo 형태로 가수분해하여 glucose,

maltose를 포함하는 올리고당을 생성하는 효소이다(1,2). 이들 효

소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자연계에 폭 넓게 분포하며, 산업적

으로 전분을 이용한 효소적 액화공정 등에 널리 이용된다(3). 특

히 식물체에서 발아과정 중 이들 효소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양

한 생리적 변화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4).

쌀과 함께 대표적인 곡물의 하나인 보리에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α-amylase isozyme AMY1과 AMY2가 발견되었으며(5,6),

이들 효소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각

414개와 403개의 아미노산 잔기로 구성된 AMY1과 AMY2 효소

는 약 80%의 높은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등전점(pI), 효소활성, pH 안정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서로

크게 달라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약 4.9의 낮은 등

전점을 가지는 AMY1 효소는 5 mM 이하의 calcium chloride 조

건에서 최대 활성을 나타내고, pH 3.5의 산성조건에서도 안정적

인 반면, AMY2는 약 5.9의 등전점을 가지고, 20 mM의 높은

calcium 농도 하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며, 산성조건에서 급

격히 효소의 안정성이 감소하므로 서로 구별된다(7-11).

특히 아미노산 서열 및 3차 구조의 높은 유사성과 달리 매우

상이한 효소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들 AMY1과 AMY2 효소는 전

형적인 α-amylase의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모델시스템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들 효소의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대량으로 발현시키는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Aspergillus niger와 같은 곰팡이를 숙주

로 이용한 경우도 보고되었으나(12), 주로 Saccharomyces cerevi-

siae(13,14), Pichia pastoris(15,16) 같은 효모 발현시스템이 보리

α-amylase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조합 AMY1의 발현량이 AMY2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13-16), 이러한 발현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분자진화기술 등을 적용한 최신 효소공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효

율이 높은 대장균 발현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지만,

현재까지 보리 α-amylase의 대장균 내 발현에 대해서는 성공적

인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보리 amylase와 관련하여 Tibbot 등

(17)은 대장균에서 AMY1의 생전분 결합부위만을 선택적으로 발

현시켜 그 기능을 확인한 예가 있으며, Lee 등(18)은 AMY1을 대

장균에서 세포 외로 분비시킨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그 발현 정

도가 높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보리 α-amylase 연구

는 효모를 이용한 발현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대장균에서의 발

현은 제한적이었으며, 발현 수준도 높지 않았다.

최근에 Fukuda 등(19)은 AMY2의 2번째 β→α loop 구조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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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42번째 alanine 잔기를 AMY1에서와 같이 proline(AMY1

의 경우 43번째 잔기에 해당)으로 치환하여, Pichia pastoris에서

AMY2의 세포 외 배출량을 약 20배 증가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AMY1에 비해 발현도가 매우 낮은 AMY2의 대장균 내

발현량을 높이기 위하여, 42번째 alanine 잔기를 다양한 아미노산

잔기로 치환한 후, 기존의 AMY2에 비해 높은 전분 분해활성을

나타내는 돌연변이를 선발하였다. 또한 이들 돌연변이 효소의 특

성을 규명하고, 기존의 AMY1 및 AMY2 효소와 비교하여 보리

α-amylase isozyme의 42번째 아미노산 잔기가 효소특성 및 대장

균에서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인 시약류 및 미생물 배양용 배지는 각

각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와 Duchefa Bioche-

mie Co.(Haarlem, Netherlands)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유전

자 조작을 위한 제한효소는 Takara Biomedical Inc.(Otsu, Japan)에

서 구입하였으며, PCR 및 sequencing primer는 Bioneer Co.

(Daejeon, Korea)로부터 합성하였다. 기질특이성 분석을 위해 사

용한 insoluble blue starch(IBS)는 Amersham Biosciences Co.

(Piscataway, NJ, USA)에서 주문하였으며, 각종 전분기질은 Sigma-

Aldrich Co., Junsei Chemical Co.(Tokyo, Japan)와 Showa Chem-

ical Co.(Tokyo, Japan)로부터 구입하였다. 단백질 정량분석은

BCATM Protein assay kit(Pierce Biotechnology Inc.,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였다.

보리 α-amylase 돌연변이 제조 및 선발

AMY2의 42번째 alanine 잔기를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치

환하기 위하여 saturation mutagenesis 방법(20)을 이용하였다. 보

리 AMY2 유전자를 포함하는 pETAMY2 플라스미드 DNA를 주

형으로 사용하였으며, 돌연변이 도입을 위한 mutagenic primer로

α2A42X-N(5'-CTGGCTCCCTCCGNNNTCGCAGTCCGTCG-3')과

α2A42X-C(5'-CGACGGACTGCGANNNCGGAGGGAGCCAG-3')

를 첨가한 후 PCR을 통해 증폭하였다. 효소는 proof-reading 활

성을 가지는 PyrobestTM DNA polymerase(Takara)를 사용하였으며,

PCR 기기는 C-1000TM Thermal cycler(Bio-Rad Co.,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였다. 반응의 첫 번째 단계는 95oC에서 30초,

두 번째 단계는 95oC에서 30초, 55oC에서 60초, 68oC에서 6분 30

초로 16회 반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8oC에서 5분간 증폭하였

다. 기존의 AMY2 보다 전분 분해활성이 높은 돌연변이를 선별

하기 위하여 PCR 증폭된 유전자를 E. coli BL21(DE3)에 형질전

환한 후, 얻어진 colony를 1% soluble starch, 0.1 mM IPTG,

ampicillin(100 µg/mL)이 포함된 LB 고체배지(1% tryptone, 0.5%

yeast extract, 1% NaCl, 1.5% agar)에 tooth-picking하였다. 37oC

에서 8시간 배양하고, 1.2 mg/mL의 D-cycloserine(Duchefa)을 함유

한 0.6%(w/v) agar 용액을 천천히 부어 굳힌 다음, 37oC에서 12

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하였다. 여기에 iodine 용액을 처리하여 발

색시킨 후, AMY2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의 크기가 증가한 재조

합 대장균을 선발하고, DNA sequencing(SolGent Co., Daejeon,

Korea)을 통해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였다.

보리 α-amylase의 발현 및 정제

재조합 대장균을 LB 액체배지에 접종하고 37oC에서 배양하면

서 600 nm에서 흡광도 값이 0.4-0.6에 도달하면, IPTG를 최종 농

도가 0.1 mM이 되도록 첨가하여 발현을 유도(induction)하였다. 이

후 배양온도를 15oC로 낮추어 배양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효소

활성을 측정하여 최적 배양시간을 결정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대

장균 세포는 원심분리하여 회수하고, lysis buffer(20 mM NaH
2
PO

4
,

0.5 M NaCl, 10 mM imidazole, pH 7.4)에 녹인 후, sonicator

(VCX750, Sonics & Materials, Inc., Newtown, CT, USA)로 파

쇄하였다. 다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취한 후, 1 mL 용량의

HisTrapTMFF(GE Healthcare, Uppsala, Sweden) column이 연결된

AKTA Prime(Amersham Biosciences)을 이용해 정제하였다. Elu-

tion buffer(20 mM NaH
2
PO

4
, 0.5 M NaCl, 0.5 M imidazole, pH

7.4)를 1 mL/min의 유속으로 흘리며, 단계적으로 농도를 높여 각

각의 분획을 얻은 후, 효소활성을 보이는 분획을 선별하였다. 얻

어진 효소액을 농축하고, 투석하여 이후의 실험에 사용하였다.

DNS 환원당 정량을 통한 효소활성 측정

Amylase의 효소활성은 3,5-dinitrosalicylic acid(DNS)를 이용한

환원당 정량법(21)으로 측정하였다. 미리 준비한 1% 기질용액 50

µL에 적절히 희석한 효소액 50 µL를 섞고 최적온도(37oC)에서 10

분간 반응한 후, 300 mL의 DNS용액을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

다. 반응액을 100oC에서 5분간 가열하고 다시 냉각시킨 후, 550

nm에서 PowerWave spectrophotometer(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USA) 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1 unit은

주어진 반응조건에서 1분 동안 흡광도 값을 1 만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Insoluble blue starch(IBS) 분해활성 측정

IBS에 대한 효소활성은 Matsui 등(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최적 반응용액(20 mM sodium acetate, 5 mM calcium chlo-

ride, pH 5.5)에 12.5 mg/mL의 농도로 IBS를 섞어 기질용액을 제

조하였다. 500 µL의 기질용액, 최적 반응용액 350 µL에 적절히 희

석한 효소액 150 µL를 섞고 37o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250

µL의 0.5 M NaOH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하였다. 반응액을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고형분을 제거하고, 상층액

300 µL를 취하여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1 unit은

주어진 조건에서 1분 동안 흡광도 값을 1 만큼 증가시키는데 필

요한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효소반응산물 분석

효소반응에 의한 가수분해산물의 분석은 thin layer chromatog-

raphy(TLC)를 이용하였다. Silica gel K5F TLC plate(Whatman,

Kent, UK)에 1 µL의 효소반응액을 spotting하고, isopropyl alcohol,

ethyl acetate, 물을 각각 3:1:1의 부피비로 혼합한 전개용매를 이

용하여 시료를 분리하였다. 전개가 완료된 TLC plate를 발색시약

(3 g N-(1-naphthyl)-ethylene-diamine, 50 mL H
2
SO

4
, 970 mL meth-

anol)에 담근 후, 즉시 건조시키고 110oC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발

색시켰다.

결과 및 고찰

Saturation mutagenesis를 이용한 돌연변이 제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식물인 보리에서 유래한 α-

amylase isozyme의 유전자는 원핵세포인 대장균에서 발현이 극히

미미하며, 이들 효소에 대한 단백질공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발현

율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Fukuda 등(19)은 AMY1과

2의 아미노 말단의 서열을 상호 비교하고, degenerate oligo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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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de gene shuffling 기술을 사용하여 AMY2의 14번째 histidine부

터 49번째 glutamate까지의 아미노산 중 AMY1과 상이한 잔기만

을 치환하였다. 그 결과, AMY2의 42번째 alanine(Ala-42)이 pro-

line으로 치환된 mutant의 경우에 효모인 P. pastoris 균주에서

AMY2의 세포 외 분비율이 20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대장균 발현시스템에 적용하고자

Fig. 1에서와 같이 pETAMY2 플라스미드 주형과 degenerate

mutagenic primer(α2A42X-N과 α2A42X-C)를 이용하여 AMY2

유전자의 Ala-42 위치에 해당하는 GCG codon을 NNN으로 치환

하였다. 이러한 saturation mutagenesis에 의해 20종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 잔기가 임의로 치환된 유전자를 얻었으며, 이를 대장균

에 형질전환하여 총 370개의 재조합체를 얻었다.

전분 분해활성이 증가된 AMY2 돌연변이 선발

각각 pETAMY1 및 pETAMY2 플라스미드가 형질전환된 E.

coli BL21(DE3) 균주를 대조군으로 하여, 앞에서 얻어진 370개

대장균의 전분 분해활성을 비교하였다. 1%의 soluble starch와 0.1

mM의 IPTG를 함유한 고체배지에서 대장균을 배양한 후, iodine

에 의해 형성되는 투명한 환의 크기와 강도를 대조군과 비교하

여 활성이 증가한 8개의 clone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clone들이

형성한 환의 크기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으나, 모두 AMY1 보

다는 작고 AMY2에 비해서는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활성이 향

상된 8종의 clone으로부터 플라스미드를 분리하여 염기서열을 확

인한 결과, 돌연변이 부위의 염기서열이 CCG(2개), CCC(3개),

CCT(2개), CCA(1개)로 각각 치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돌연변이에 의해 목적 codon이 proline 잔기로 치환된 경

우에만 전분 분해활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동일한 위치에 다른

아미노산이 치환된 mutant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효소의 발현이나

활성이 크게 감소함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론적으

로 총 370개의 clone 중에서 64종의 서로 다른 codon으로 치환

될 빈도수는 codon 당 약 6회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선발된

8종의 A42P mutant들이 서로 다른 염기서열의 codon을 가지는

것으로 볼 때, saturation mutagenesis에 의해 돌연변이가 특정

codon에 편중되지 않고 적절히 도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AMY2-A42P 효소의 대장균 내 발현 및 정제

재조합 플라스미드인 pETAMY2와 pETAMY2-A42P에 포함된

AMY2와 AMY2-A42P 유전자(42번째 proline의 codon이 CCG로

치환)는 각각 발현벡터인 pET-21a(Novagen, Darmstadt, Germany)

의 T7 RNA polymerase promoter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며, 효율

적인 효소정제를 위하여 C-말단에 6개의 histidine 잔기가 결합된

형태로 발현되어 Ni-NTA(nickel-nitrilotriacetic acid) column chro-

matography에 의해 쉽게 정제 가능하다. 이미 재료 및 방법에 서

술한 바와 같이 0.1 mM의 IPTG로 induction한 후, 15oC에서 배양

하여 효소를 생산하였으며, 배양 후 13-14시간이 경과할 때 최대

의 효소생산량을 나타냈고, 이후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그러나, AMY2-A42P의 경우 대장균 배양액 기준으로

20.9 unit/mL 수준까지 효소활성이 증가하여 12.7 unit/mL인 AMY2

wild-type에 비해 약 1.65배 향상되었으며, 이는 clone 선별과정의

iodine에 의한 환 크기 비교 결과와 유사하였다.

보다 정확한 발현도 측정 및 효소특성 규명을 위하여 재조합

대장균 1 L를 배양한 후, Ni-NTA column chromatography를 이용

하여 AMY2-A42P 효소를 정제하였다. 기존 AMY2의 경우 그 발

현량이 매우 낮아 정제 후 회수율이 5% 미만이었으나, A42P

mutant의 경우는 돌연변이의 도입으로 대장균 배양액 당 발현량

이 2배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효소정제 과정에서의 회수율은

4배 정도 향상되었다(Table 1). 결과적으로 약 45 kDa의 AMY2-

A42P 효소가 성공적으로 발현되고 정제됨을 확인하였다(Fig. 3).

정제된 AMY2 및 AMY2-A42P 효소의 soluble starch I 분해활성

Fig. 1. Scheme for the introduction of random amino acid residue into the 42nd alanine of AMY2 via saturation mutagenesis. Sequence
alignment between AMY 1 and 2 was shown and the target position of random mutation was indicated by letter (X) in a black box. The numbers
above amino acid residues correspond to the positions in barley AMYs. The degenerate nucleotide sequences (NNN) in mutagenic primers were
underlined. P

T7
, T7 RNA polymerase promoter; RBS, ribosome binding site; 6H, six histidines tag; TT, transcriptional terminator.

Fig. 2. Expression levels of recombinant E. coli BL21 (DE3)
harboring pETAMY2 or pETAMY2-A42P. Enzyme activities at
each time interval were measured by using DNS assay. The vertical

arrow indicates the induction point at 3 hr after inoculation. ○, E.
coli (pETAMY2); ●, E. coli (pETAMY2-A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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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여 AMY1과 비교한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Y2-A42P의 specific activity는 AMY2에 비해

약 20% 낮았으나, 효소단백질의 생산성 및 정제과정에서의 회수

율 증가로 인해 재조합 효소의 이용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

었다. 가장 발현도가 높은 AMY1와 비교하면, AMY2의 specific

activity는 1.7배 높지만, 효소생산성(productivity)은 약 10%에 불

과하였다. 반면에 AMY2-A42P의 specific activity는 AMY1에 비

해 약 1.4배 높았고, 단백질 발현량은 AMY2에 비해 2배 향상되

었다.

AMY2-A42P 효소의 기질 특이성 및 가수분해 특성

Insoluble blue starch, corn starch, potato starch, soluble starch

I(Showa), soluble starch II(Sigma-Aldrich) 등의 다양한 전분 기질

에 대한 효소 별 specific activity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Table 2). AMY2-A42P의 경우, 대부분의 전분 기질에 대하여

AMY2 대비 9-46% 감소한 활성을 보였으나, AMY1과 비교하면

38-78% 정도 가수분해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MY2-A42P 효소는 전반적으로 AMY1과 AMY2의 중간적 기질

특이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IBS 분해활성의 경

우, AMY1이 오히려 AMY2에 비해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MY2-A42P 효소의 경우 AMY1, AMY2에 비해 각

각 31%와 94% 향상된 가수분해 활성을 나타냈다. Insoluble blue

starch 기질은 전분에 청색의 발색단을 인위적으로 결합시킨 인

공기질로서 이미 Yuk 등(16)의 연구에서도 일반 전분기질과 비

교할 때, 분해활성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AMY2의 42번째 alanine 잔기를 AMY1과 같이 proline으로 치환

할 경우, 그 영향으로 인해 AMY2의 기질특이성이 AMY1과 유

사한 방향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이

유는 치환되지 않은 다른 아미노산 잔기들의 영향에 의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효소활성과 함께 전분 및 올리고당 등의 기질에 대한 가수분

해 특성을 규명하고자 TLC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4). AMY2-

A42P는 soluble starch와 올리고당을 분해하여 주로 maltose를 생

Table 1. Enzyme productivity and purification yield of barley AMY isozymes expressed in E. coli system

Enzyme
Total activity1)

(U)
Total protein1)

(µg)
Specific activity

(U/µg)
Purification
yield (%)

Productivity2)

(µg/mL CB)

AMY1
Crude extract 74,470 19,760 3.8 100.0

15.5
Purified enzyme 20,821 4,320 4.8 28.0

AMY2
Crude extract 12,710 11,080 1.2 100.0

1.5
Purified enzyme 533 64 8.3 4.2

AMY2-A42P
Crude extract 20,940 14,510 1.4 100.0

3.1
Purified enzyme 3,471 521 6.7 16.6

1)Total activity (U) on soluble starch I and total protein (µg) are obtained from whole 1 L culture of recombinant E. coli.
2)Productivity corresponds to the expression level of each AMY shown as the amount of enzyme per 1 mL of E. coli culture broth (CB).

Fig. 3. Purification of AMY2-A42P expressed from E. coli BL21
(DE3) harboring pETAMY2-A42P using Ni-NTA column

chromatography. M, protein molecular weight markers (Sigma-
Aldrich); NC, cell extract of E. coli BL21 (DE3) as a negative
control; CE, cell extract of E. coli BL21 (DE3) harboring
pETAMY2-A42P; PE, AMY2-A42P purified by Ni-NTA chromato-
graphy.

Table 2. Substrate specificities of barley AMY1, AMY2, and AMY2-A42P against various starch polymers

Substrate1)
Specific activity (U/µg)2)

AMY1 AMY2 AMY2-A42P

Corn starch 3.80±0.07 6.75±0.20 6.15±0.14

Potato starch 3.05±0.06 8.90±0.14 4.76±0.07

Soluble starch I 4.82±0.19 8.32±0.17 6.66±0.27

Soluble starch II 3.94±0.11 9.09±0.35 7.02±0.14

Insoluble blue starch (IBS)3) 0.28±0.02 0.19±0.01 0.37±0.01

1)Insoluble blue starch (Amersham Biosciences), corn starch and potato starch (Junsei Chemical), soluble starch I (Showa Chemical), and soluble
starch II (Sigma-Aldrich) were used.
2)Specific activity on each starch substrate, except IBS, was determined by DNS reducing sugar assay. One unit is defined as the amount of enzyme
that gives an increase in A550 of 1 for 1 min.
3)One unit is defined as the amount of enzyme that gives an increase in A620 of 1 for 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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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 소량의 glucose와 maltotriose를 생성하였다. 다만

maltose는 거의 분해하지 못하며, maltotriose에 대한 가수분해활

성 또한 매우 낮으므로 중합도가 높은 올리고당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endo 형태의 가수분해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효모에서 발현된 AMY1 및 AMY2의

가수분해 특성(16)과 일치하였다.

AMY2-A42P의 calcium 의존성 및 pH 안정성

Insoluble blue starch를 기질로 하여 calcium chloride의 농도

(0.1-50 mM)에 따른 효소활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에 의하면 AMY1은 약 5 mM 또는 그 이하의 calcium 농도 하

에서 최대 활성을 보이고, AMY2의 경우는 20 mM에서 가장 높

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16). 본 연구에서 AMY2-

A42P의 경우, 20 mM의 calcium 농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였으며, AMY2와 매우 유사한 calcium 의존도를 나타냈다(Fig. 5).

산성조건에서 AMY1이 AMY2에 비해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

었으므로, IBS를 기질로 하여 pH 3.5에서 AMY2-A42P의 안정성

을 측정하고 AMY1, 2와 비교하였다(Fig. 6). 비록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AMY2와 유사한 수준의 pH 안정성을 나

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42번째 alanine의 proline으로의

치환은 AMY2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효소의 발현

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미 알려진 AMY1과 AMY2의 3차 구조(23,24)와 P. pastoris

에서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19), AMY2의 42번째 alanine 잔기

는 단백질의 folding 과정에서 입체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

으로 예상되었다. 기존 연구는 효모인 Pichia 균주에서 signal

peptide 서열에 의해 세포 외로 분비되는 AMY2 효소의 양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세포 내에서의 발현도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효모의 발현기작이 대장

균과 전혀 다르므로 동일한 해석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효모에서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대

장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다양한

아미노산 잔기 중에서 proline의 치환에 의해서만 가시적인 발현

증가효과가 나타남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향후 보리 α-amylase

의 구조와 발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효소생

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보리 맥아에는 2종의 α-amylase isozyme(AMY1, AMY2)이 존

재하며, 이들 효소는 80% 이상의 높은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을

보이지만, calcium 의존성 등 효소의 작용특성은 서로 매우 다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Y2의 활성부위 중 2번째 β→α loop

에 존재하는 42번째 alanine 잔기를 saturation mutagenesis를 이용

하여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치환하고, 전분 분해활성이 증가한 돌

연변이를 선발하였다. 결과적으로 alanine이 proline으로 치환된

Fig. 4. Hydrolysis patterns of AMY2-A42P on various
substrates. Action patterns of AMY2-A42P against soluble starch I
(SS) and maltooligosaccharides were analyzed by TLC (Whatman
K5F plate, isopropanol:ethylacetate:water=3:1:1): Std, 0.2%
standards from glucose (G1) to maltoheptaose (G7); G2, maltose;
G3, maltotriose; G4, maltotetraose; G5, maltopentaose; G6,
maltohexaose. Each substrate was reacted without (-) or with (+)
enzyme, respectively.

Fig. 5. Calcium-dependent activity of AMY1, AMY2, and

AMY2-A42P on insoluble blue starch substrate. Relative activity
of AMYs was compared on insoluble blue starch with increase of
CaCl

2
 concentration. The calcium ion concentration at X-axis is

demonstrated by using the logarithmic scale. ▲, AMY1; ●, AMY2;
○, AMY2-A42P.

Fig. 6. Enzymatic stability of AMY1, AMY2, and AMY2-A42P

at acidic pH 3.5. Each AMY was incubated for various time
intervals and their residual activity was determined by insoluble blue

starch assay. ▲, AMY1; ●, AMY2; ○, AMY2-A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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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2-A42P의 경우에서만 발현도가 2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특히 정제 과정에서의 회수율 또한 4배 증가하므로 향후

효소의 생산 및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돌연변이

효소의 calcium 의존성 및 pH 안정성 등은 AMY2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전분에 대한 기질특이성은 AMY1과 AMY2

의 중간적인 특성으로 변화되었다. 결국 42번째 아미노산 잔기의

proline 치환에 의해 상대적으로 발현율이 높고 기질특이성이 변

화된 AMY2 유사효소의 생산이 가능하였으며, 향후 이를 이용하

여 분자진화기술 등 최신 효소공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다양한 연

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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