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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e sequenced the entire genome of a freshwater agar-degrading bacterium Cellvibrio sp. KY- 
GH-1 (KCTC13629BP) to explore genetic information encoding agarases that hydrolyze agarose into 
monomers 3,6-anhydro-L-galactose (L-AHG) and D-galactose. The KY-GH-1 strain appeared to possess 
nine β-agarase genes and two α-neoagarobiose hydrolase (α-NABH) genes in a 77-kb agarase gene 
cluster. Based on these genetic information, the KY-GH-1 strain-caused agarose degradation into L- 
AHG and D-galactose was predicted to be initiated by both endolytic GH16 and GH86 β-agarases to 
generate NAOS (NA4/NA6/NA8), and further processed by exolytic GH50 β-agarases to generate 
NA2, and then terminated by GH117 α-NABHs which degrade NA2 into L-AHG and D-galactose. 
More recently, by employing E. coli expression system with pET-30a vector we obtained three re-
combinant His-tagged GH50 family β-agarases (GH50A, GH50B, and GH50C) derived from Cellvibrio 
sp. KY-GH-1 to compare their enzymatic properties. GH50A β-agarase turned out to have the highest 
exolytic β-agarase activity among the three GH50 isozymes, catalyzing efficient NA2 production from 
the substrate (agarose, NAOS or AOS). Additionally, we determined that GH117A α-NABH, but not 
GH117B α-NABH, could potently degrade NA2 into L-AHG and D-galactose. Sequentially, we exam-
ined the enzymatic characteristics of GH50A β-agarase and GH117A α-NABH, and assessed their effi-
ciency for NA2 production from agarose and for production of L-AHG and D-galactose from NA2, 
respectively. In this review, we describe the benefits of recombinant GH50A β-agarase and GH117A 
α-NABH originated from Cellvibrio sp. KY-GH-1, which may be useful for the enzymatic hydrolysis 
of agarose for mass production of L-AHG and D-galac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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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천은 해양 홍조류의 세포벽 다당류이며 아가로오스와 아

가로펙틴의 두 가지 성분의 혼합물이다. 아가로오스는 α-1,3-

연결된 3,6-anhydro-L-galactose (L-AHG)와 β-1,4-연결된 D- 

galactose의 교차적인 잔기로 구성된다. 아가로펙틴은 동일한 

반복 단위를 가지고 있지만, L-AHG 잔기 일부는 L-galactose 

sulfate로, 그리고 D-갈락토오스 잔기는 pyruvic acid acetal 

4,6-O-(1-carboxyethylidene)-D-galactose로 일부 대체되어 있

다[10]. 한천은 미생물 분해작용에 내성을 지닌 안정적인 겔 

매트릭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식품 산업 및 미생물 배양 배지

에서 겔화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약 15속의 해양성 세균들과 

7속의 비해양성 세균들의 경우는 한천 분해능이 있어서 한천

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1, 4, 13, 19, 31]. 한천을 

탄소원으로 자화하기 위해, 한천 분해 세균은 다양한 한천 분

해 효소들, 즉 아가레이즈들의 조합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한

천을 단당류인 L-AHG와 D-갈락토오스로 가수분해한다. 아가

레이즈는 절단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α-아

가레이즈(EC 3.2.1.158)는 α-1,3-글리코시드 결합을 절단하는

데 반해, β-아가레이즈(EC 3.2.1.81)는 β-1,4-글리코시드 결합

을 절단한다[13, 19].

아가레이즈는 대부분 아가로오스를 가수분해하여 네오아

가로올리고당(neoagaro-oligosaccharides, NAOSs)을 생산하

는 엔도(endo)형 β-아가레이즈에 속한다. 이에 비해 아가로오

스를 가수분해하여 아가로올리고당(agaro-oligosaccharides, 

AOSs)을 생성하는 α-아가레이즈들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다. 

탄수화물 활성 효소(Carbohydrate-Active Enzymes, CAZyme)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세균성 아가레이즈들 간의 아미노산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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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아가레이즈들을 여러 글리코시드 

가수분해효소(glycoside hydrolase, GH) 패밀리들로 분류할 

수 있다. 즉, β-아가레이즈들은 GH16, GH50, GH86 및 GH118

과 같은 다양한 GH 패밀리로 분류되며[5, 9, 30], α-아가레이즈

들은 GH96 및 GH117 패밀리[12, 15, 25]로 분류된다. GH16, 

GH86 및 GH118 β-아가레이즈들은 각각 네오아가로테트라오

스(NA4)/네오아가로헥사오스(NA6), NA6/네오아가로옥타

오스(NA8), 및 NA8/네오아가로데카오스(NA10)를 생산하기 

위해 아가로오스를 엔도(endo)형 가수분해 방식으로 절단한

다.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들은 엔도형 또는 엑소(exo)형 

아가로오스 분해 활성을 통해 최종 생성물로 네오아가로비오

스(NA2), NA4 또는 NA2/NA4를 생산한다[8, 13, 16, 28, 29]. 

GH96 α-아가레이즈들은 아가로오스를 주로 아가로테트라오

스(A4)로 가수분해한다. GH117 α-네오아가로비오스 가수분

해효소(α-NABH)는 NA2를 단량체인 L-AHG 및 D-갈락토오

스로 가수분해한다[12, 15, 25].

한천 분해산물인 NAOS와 AOS는 항산화[7], 항종양[11, 

26], 프리바이오틱[18], 항염증제[33], 항당뇨병 및 항비만[17] 

활성이 있으며, NA2 및 L-AHG는 피부 보습 및 미백[22, 40], 

항우식[39] 활성 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아가

로오스 분해 산물의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들은 아가로오스의 

구성 단당류인 L-AHG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L-AHG 생물학적 활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생체 내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양의 L- 

AHG가 아직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L-AHG의 상

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량생산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가로오스로부터 L-AHG를 생산하기 위해 제안된 최근의 

효소공정은 아가로오스를 NA2로 가수분해한 후 이를 L-AHG 

및 D-갈락토오스로 최종 가수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가로

오스 기질에 GH50 β-아가레이즈와 GH117 α-NABH를 공동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2, 32, 40]. 그러나 성공적인 

효소공정으로 아가로오스를 당화시켜 단당류인 L-AHG 및 D-

갈락토오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가로오스를 NA2로 효율

적으로 가수분해시키는 엑소형 GH50 β-아가레이즈 뿐만 아

니라 NA2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L-AHG와 D-갈락토오스로 

가수분해시키는 GH117 α-NABH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

정이다.

본 총설에서는 아가로오스를 당화하여 단량체인 L-AHG 

및 D-갈락토오스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효소공정에 성공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 담수 환경에서 분리한 한천 분해 세균 

Cellvibrio sp. KY-GH-1 균주 유래의 재조합 GH50A β-아가레

이즈 및 GH117A α-NABH가 지닌 효소학적 장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ellvibrio sp. KY-GH-1 균주의 유 체 염기서열  아

가 이즈 유 자 클러스터 유 정보 분석

최근 DNA 염기서열 분석법의 발전 및 이에 따른 미생물 

유전체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한천 분해세균들의 

경우에도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한천 분해세균들의 유전체 상에 존재하는 아가레이즈 유전자

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 등은 담수

환경에서 분리한 한천 분해 세균 Cellvibrio sp. KY-GH-1 

(KCTC13629BP) 균주가 생산하는 한천 분해 효소들 중에 아가

로오스로부터 L-AHG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엑소형 GH50 

β-아가레이즈 및 NA2-특이적 GH117 α-NABH가 존재하는지

를 탐색하기 위해 KY-GH-1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SMRT Analysis 소프트웨어(v2.3.0 HGAP.2)를 사용

하여 유전체 어셈블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콘티그

로서 구성된 완전한 원형 유전체의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47.9% GC 함량의 5,762,391 bp 길이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하였다[23]. 

아울러 아가로오스를 당화하여 단량체인 L-AHG 및 D-갈

락토오스를 생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수의 아가레이즈

들을 암호화하는 유전 정보를 발견하였다. 즉, KY-GH-1 균주

의 유전체에는 ~77 kb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아가레이즈 유전

자 클러스터 내에 아가레이즈 유전자로 추정되는 4개의 GH16 

패밀리 β-아가레이즈, 3개의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 2개

의 GH86 패밀리 β-아가레이즈 및 2개의 GH117 α-NABH 유

전자들을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1 및 Table 1). 

흥미롭게도 GH118 β-아가레이즈와 GH96 α-아가레이즈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중국에서 분리된 비해양성 한천 분해 세균들인 Cellvibrio 

sp. PR1 [38]과 Cellvibrio sp. BR (GenBank Accession No. 

AICM00000000.1) 경우에는 GH118 β-아가레이즈와 GH96 α-

아가레이즈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뿐만 아니라 GH16 β-아가

레이즈의 유전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g. 2). 

또한, 해양성 한천 분해 세균들의 경우에도 Thalassotalea agar-

ivorans DSM19706 [34]와 Gilvimarinus agarilyticus JEA5 [27]의 

유전체에는 다수의 β-아가레이즈 유전자들과 함께 GH96 α-아

가레이즈 유전자가 존재하였으나 Agarivorans gilvus WH0801 

[41]와 Saccharophagus degradans 2-40 [36]의 유전체에는 다수

의 β-아가레이즈 유전자들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Cellvibrio sp. KY-GH-1 균주가 엔도형 GH16 β-아가레

이즈, 엔도형 GH86 β-아가레이즈, 엑소형 GH50 β-아가레이

즈, 및 GH117 α-NABH를 모두 발현하여 한천 분해 효소계를 

구성한다면, 이에 의한 다당류 아가로오스의 단량체 L-AHG 

및 D-갈락토오스로의 분해 경로는 엔도형 GH16 β-아가레이

즈 및 엔도형 GH86 β-아가레이즈에 의해 시작되어 아가로오

스로부터 먼저 NA4, NA6 및 NA8 등이 생성되면 이어서 이들 

기질에 대해 엑소형 GH50 β-아가레이즈가 추가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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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al organization of the Cellvibrio sp. KY-GH-1 agarase gene cluster (~77 kb) encoding nine β-agarases and two α- 

neoagarobiose hydrolases (α-NABHs).

Table 1. Predicted agarose genes in the genome of Cellvibrio sp. KY-GH-1

Gene name Mode of activity
Nucleotide

length (bp)

 Amino acid 

lengh 

 Protein size

 (kDa)
Major products

GH16A β-agarase

GH16B β-agarase

GH16C β-agarase

GH16D β-agarase

GH50A β-agarase

GH50B β-agarase

GH50C β-agarase

GH86A β-agarase

GH86B β-agarase

GH117A α-NABH

GH117B α-NABH

endolytic-β-agarase

endolytic-β-agarase

endolytic-β-agarase

endolytic-β-agarase

exolytic-β-agarase

exolytic-β-agarase

exolytic-β-agarase

endolytic-β-agarase

endolytic-β-agarase

α-NABH

α-NABH

1,434

1,794

1,773

2,997

2,397

2,319

2,313

2,136

4,503

1,095

1,179

477

597

590

998

798

772

770

711

1,504

364

392

52.0

63.8

64.3

108.1

89.5

87.9

87.7

78.6

160.3

40.9

44.2

NA4, NA6

NA4, NA6

NA4, NA6

NA4, NA6

NA2

NA2

NA2

NA6, NA8

NA6, NA8

L-AHG, D-galactose

L-AHG, D-galactose

NA2를 생성시킬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GH117 α-NABHs의 

작용에 의해 NA2가 단량체인 L-AHG 및 D-갈락토오스로 분

해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Fig. 3).

Escherichia coli 단백질 발 계를 이용한 KY-GH-1 균주 

유래 3개의 GH50 패 리 β-아가 이즈  2개의 GH117 α- 

NABH 재조합 효소단백질들의 발   효소 활성 비교

한천 분해 세균 Cellvibrio sp. KY-GH-1 균주의 유전체 상의 

아가레이즈 유전자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3개의 GH50 

패밀리 아가레이즈 유전자들(GH50A, GH50B, GH50C)과 2개

의 GH117 패밀리 α-NABH 유전자들(GH117A α-NABH, 

GH117B α-NABH)에 의해 암호화되는 각 효소 단백질을 확보

하기 위해 이들 유전자들을 E. coli 단백질 발현계와 pET-30a 

벡터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His-tagging된 재조합 효소단백

질들로 발현시킨 후 정제하여 각 효소들의 활성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 GH50A β-아가레이즈가 3개의 동위효소들(iso-

zymes)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엑소형 β-아가레이즈 활성을 발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H50B β-아가레이즈와 GH50C β-아

가레이즈는 효소활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다[24]. 

한편, 2개의 GH117 α-NABH 동위효소들 중 GH117A α- 

NABH는 NA2를 L-AHG 및 D-갈락토오스로 가수분해시키는 

강한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반면, GH117B α-NABH는 NA2에 

대한 효소 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20]. 이러한 결과는, 

한천 분해 세균인 Cellvibrio sp. KY-GH-1의 아가로오스의 가

수분해에 필요한 엑소형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로서는 

GH50A β-아가레이즈가, 또한 아가로오스의 가수분해에 필요

한 GH117 패밀리 α-NABH로서는 GH117A α-NABH가 주된 

효소임을 나타낸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제된 재조합 GH50A β-아가

레이즈는 25~50℃의 온도범위와 pH 6.0~10.0 범위에서 높은 

효소활성이 나타났으며, 35℃ 이하의 온도에서 그리고 pH 

7.0~9.0 범위에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제된 

재조합 GH117A α-NABH는 30~35℃의 온도범위와 pH 7.0~ 

7.5 범위에서 높은 효소활성을 보였으며, 35℃ 이하의 온도에

서 그리고 pH 7.0~7.5 범위에서 안정성을 보였다. 아울러 이들

정제된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와 GH117A α-NAB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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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predicted agarose-degrading enzyme genes in the genomes of marine agarolytic bacteria and non-marine 

agarolytic bacteria.

Fig. 3. Schematic diagram of enzymatic process by which Cellvibrio sp. KY-GH-1 degrades ag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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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zymatic characteristics of recombinant GH50A β-agarase and GH117A α-NABH from Cellvibrio sp. KY-GH-1

Temperature (℃) pH Kinetic parameters

Optimum Stability Optimum Stability Km Vmax Kcat Kcat/Km

GH50A 

β-agarase
25~50 ≤35 6.0~10.0 7.0~9.0 26.5 mg/ml 16.9 U/mg 25.2 s

-1 1.2×105 s-1 M-1

GH117A 

α-NABH
30~35 ≤35 7.0~7.5 7.0~7.5 16.0 mM 20.8 U/mg, 14.2 s

-1 8.9×102 s-1 M-1

아가로오스 및 NA2 기질에 대한 각각의 효소반응속도 상수들

인 Km, Vmax, Kcat 및 Kcat/Km 값을 측정한 결과, 이들 효소

들의 각 기질에 대한 친화력 및 반응속도는 아가로오스 기질

로 부터 NA2를 대량생산하는 효소 공정이나 NA2기질로부터 

L-AHG 및 D-갈락토오스를 대량생산하는 효소 공정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정제된 GH50A β-아가레이즈의 효소 활성은 5 mM 

EDTA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5 mM MnCl2 또는 

5 mM MnSO4의 존재 하에서 1.7~1.8 배까지 향상되었고 SH 

환원제로 알려진 tris(2-carboxyethyl)-phosphine (TCEP)를 

5~10 mM 첨가할 경우에도 1.2~1.4배까지 활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GH50A β-아가레이즈 효소 활성을 증진시키는 Mn2+ 

및 TCEP의 효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5 mM 

MnSO4와 10 mM TCEP가 동시에 첨가되는 경우, GH50A β-

아가레이즈 효소 활성이 최대 2.5 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GH50A β-아가레이즈 활성에 대한 Mn2+ 

및 TCEP의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GH117A 

α-NABH 효소활성은 5 mM EDTA의 존재 하에서는 활성의 

85%가 억제되어, 5 mM EDTA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 GH50A β-아가레이즈의 경우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 반면, Mn2+ 및 TCEP의 첨가 시에는 GH50A β-아가레이

즈와 동일하게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5 mM 

MnSO4 및 10 mM TCEP를 첨가할 경우 활성이 각각 1.5배 

및 1.7배로 향상되었다. 또한 5 mM MnSO4와 10 mM TCEP가 

동시에 첨가될 경우에는 효소 활성이 2.4배 까지 현저하게 증

가되는 시너지 효과도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양성 세균 유래 β-아가레이즈들의 효소활성

은 보통 Mg2+ 와 Na+의 존재에 의존적이다[6, 16, 37]. 그러나 

담수 환경에서 분리된 한천 분해 세균인 Cellvibrio sp. KY-GH- 

1 균주 유래의 GH50A β-아가레이즈와 GH117A α-NABH의 

효소 활성은 MgCl2 및 NaCl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

려 Mn2+ 혹은 환원제 TCEP의 첨가에 의해 활성이 증가되었으

며, 특히 Mn2+ 과 TCEP를 동시에 첨가할 경우 효소 활성이 

2배 이상 증가되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해양성의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Cellvibrio sp. KY- 

GH-1 균주 유래의 한천 분해 효소들이 적절한 활성을 나타내

기 위해 망간 이온을 필요로 하며, 효소 활성이 효소 단백질의 

SH 그룹의 산화를 방지하는 환원제 TCEP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조합 GH50A β-아가 이즈  재조합 GH117A α- 

NABH의 기질 분해 양상

Cellvibrio sp. KY-GH-1 균주 유래의 재조합 GH50A β-아가

레이즈의 기질 분해 기전을 조사하기 위해, 아가로오스 또는 

NA2~NA18의 NAOS 혼합물을 기질로 하여 GH50A β-아가

레이즈 효소를 시간 별로 처리하여 준비된 가수분해생성물을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LC)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텐덤질

량분석기(LC-MS/MS)로 분석한 결과, GH50A β-아가레이즈

는  아가로오스의 엑소형 가수분해를 통해 효소반응개시로부

터 NA2를 주로 생성하였다[24]. 또한,  NA6 혹은 NA6보다 

더 큰 DP를 갖는 NAOS가 NA2를 생성시키는 효소작용에 선

호되는 기질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GH50A β-아가레

이즈는 아가로오스를 초산과 같은 약산의 처리로 액화시켜 

얻은 다양한 중합도(degrees of polymerization, DPs)의 AOS 

혼합물도 가수분해하여 최종적으로는 NA2를 주생성물로 그

리고 AOS의 비환원성 말단을 처음 가수분해할 때 절단되어 

생성되는 아가로트리오스(A3)를 부생성물로 생성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4).

최근까지 보고된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들 중에서 

AOS의 비환원 말단에서 A3를 먼저 분해하여 제거한 다음, 

비환원성 말단에서 엑소형으로 NA2를 연속적으로 분해하여 

생성시키는 효소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Cellvibrio sp. 

KY-GH-1 균주 유래의 GH50A β-아가레이즈는 이러한 반응

을 촉매할 수 있는 최초의 효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고된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들은 엑소형 및 엔도형 가

수분해작용을 통해 아가로오스 기질로부터 NA4 또는 NA2/ 

NA4를 생성하지만[8, 13, 14, 16, 28], Cellvibrio sp. KY-GH-1 

균주 유래 GH50A β-아가레이즈와 같이 엑소형 가수분해작용

을 통해 아가로오스에서 NA2만을 주로 생성하는 경우는 비교

적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담수 환경 한천 분해 세균 Cellvibrio 

sp. KY-GH-1에서 유래하는 GH50A β-아가레이즈의 효소학

적 성질은 알려진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들 중에서도 독

특하며, 아가로오스, NAOS뿐만 아니라 AOS도 엑소형으로 

가수분해하여 NA2를 주요 산물로 최종 생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효소 소재로 사료된다.

재조합 GH117A α-NABH의 NA2 가수분해 활성을 TL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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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gradation mode of agarose, NAOS, or AOS by GH50A β-agarase.

Fig. 5. Analysis of GH117A α-NABH-catalyzed hydrolysates of 

authentic NA2, NA4, or NA6 by TLC. NA2 (0.4%) was 

incubated with purified GH117A α-NABH (10 μg/ml) 

in 50 mM Tris-HCl (pH 7.5) at 35℃ for 30 min. Equiv-

alent amounts of individual reaction mixtures were ana-

lyzed by TLC. TLC analysis for individual samples was 

performed using Silica Gel 60 aluminum plates (F254 

Merck, Darmstadt, Germany) and developed with n-bu-

tanol-ethanol-H2O [3:2:2 (v/v)]. Saccharides were visual-

ized with ethanol solution containing 0.2% (w/v) naph-

thoresorcinol and 10% (v/v) H2SO4, and then heating 

at 80℃. NA2, NA4, and NA6 were purchased from 

Carbosynth Ltd. (Berkshire, UK). D-galactose was pur-

chased from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L- 

AHG was purified from GH117A α-NABH-catalyzed hy-

drolysates of NA2 [20].

조사했을 때에도 GH117A α-NABH는 NA2를 L-AHG와 D-갈

락토오스로 완전히 가수분해하였지만, NA4 및 NA6에 대해서

는 효소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5) [20]. 

또한 NA2~NA18의 NAOS 혼합물을 기질로 하여 재조합 

GH117A α-NABH를 처리한 후 TLC로 조사하였을 때에도, 

NA2는 L-AHG와 D-갈락토오스로 분해되는 반면, NA4~ 

NA18 등의 NAOS들은 GH117A α-NABH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NA2가 GH117A 

α-NABH 가수분해 작용에 특화된 유일한 기질임을 보여준다.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보고들을 통해, α-NABH를 포함한 

GH117 패밀리 α-NAOSH는 NA2를 기질로 가수분해하여 단

량체인 L-AHG와 D-갈락토오스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NA4 

혹은 NA6에도 작용하여 L-AHG와 A3 혹은 L-AHG와 아가로

펜타오스(A5)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 15, 35]. 특히, 

Streptomyces coelicolor A3 (2) 유래의 α-NAOSH 경우는 2~14

의 DPs의 NAOS를 기질로 인식하고 이들 각 NAOS의 비환원

성 말단에서 첫 번째 α-1,3-글리코시드 결합만을 가수분해하여 

L-AHG와 함께 잔여물인 AOS를 생성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1]. 그러나 Cellvibrios sp. KY-GH-1 유래의 재조합 GH117A 

α-NABH는 NA2에 대해 기질 특이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고된 GH117 패밀리 α-NABH 효소들과는 뚜

렷이 구별된다. 따라서, 아가로오스로부터 단량체인 L-AHG

와 D-갈락토오스를 대량생산하고자 하는 효소 공정에 Cellvi-

brios sp. KY-GH-1 유래의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와 혼

합하여 사용할 경우, L-AHG의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최  반응 조건에서 GH50A β-아가 이즈 처리에 의한 기

질(아가로오스 혹은 AOS)의 분해  NA2의 수율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가 아가로오스로부터 NA2의 

대량 생산에 적합한 효소인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최적의 반응 조건(5 mM MnSO4, 10 mM TCEP, 35℃, 20 mM 

Tris-HCl, pH 7.5)에서 0.4% 아가로오스를 GH50A β-아가레

이즈로 가수분해 시킨 후 NA2의 수율을 조사하였다.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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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조건에서 4시간 동안 처리하면서 0.4% 아가로오스로부

터 환원당을 최대한 생산하는 데 필요한 GH50A β-아가레이

즈의 농도를 DNS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20 μg/ml 농도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처리했을 때 환원당

의 최대 생산에 필요한 효소의 농도는 5 μg/ml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0.4% 아가로오스 기질을 GH50A β-아

가레이즈(20 μg/ml)로 4시간 동안 최적 조건에서 처리한 후 

반응 생성물을 동결건조하였고, 건조된 시료를 3차 증류수에 

녹인 후 Bio-Gel P-2 컬럼(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으로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molecular sieve chro-

matography)를 수행하여 효소 가수분해물에 함유된 NA2를 

정제하였다. 이 때 아가로오스로부터의 NA2의 회수율은 ~54 

%로 나타났다.

한편, GH50A β-아가레이즈가 AOS에서 NA2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효소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0.4% 아가로오스의 

실험과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AOS를 GH50A β-아가레이즈로 

처리하여 NA2 생산수율을 조사하였다. 이때 아가로오스를 약

한 산으로 처리하여 AOS 혼합물로 전환시키기 위해, 먼저 아

가로오스를 3 M 아세트산 용액에 1% 농도로 첨가한 후 3시간 

동안 80℃에서 처리하였다. 이를 5 M NaOH를 사용하여 pH

를 7.0에 근사하게 중화시켜 동결 건조한 후, 얻어진 고체 분말

을 95% (v/v)의 차가운 에탄올로 3회 세척하여 아세트산 나트

륨염을 제거하였으며, 이를 회전증발기로 건조하여 AOS 분말

을 확보하였다. 1.0% AOS를 20 μg/ml GH50A β-아가레이즈

로 최적의 반응조건에서 4시간 동안 처리한 후, 반응 생성물을 

동결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3차 증류수에 녹인 후 

Sephadex G-10 컬럼(GE Healthcare Bio-Sciences AB, Uppsala, 

Sweden)으로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여, 효소 가수

분해물에 함유된 NA2를 정제하였다. 이 때 AOS로부터의 NA2

의 회수율은 ~61%로 나타났다.

최  반응 조건에서 GH117A α-NABH 처리에 의한 NA2 

분해  L-AHG의 수율

재조합 GH117A α-NABH가 NA2로부터 L-AHG 생산에 효

율적인 효소인지 알아보기 위해, GH117A α-NABH가 L-AHG

와 D-갈락토오스로 완전히 가수분해시킬 수 있는 NA2의 최대 

농도를 조사하였다. 서로 다른 농도(2.0%, 3.0%, 4.0% 및 5.0%)

의 NA2를 최적의 반응 조건(5 mM MnSO4 및 10 mM TCEP, 

20 mM Tris-HCl, pH 7.5, 35℃)에서 GH117A α-NABH (40 

μg/ml)로 14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NA2의 L-AHG 및 D-갈락

토오스로의 완전한 가수분해는 2.0~5.0% 농도의 NA2에서 모

두 확인되었다.

한편, 5% NA2를 GH117A α-NABH (40 μg/ml)로 최적의 

반응조건으로 14시간 동안 처리한 후, 효소 반응물을 동결 건

조한 뒤 건조된 시료를 3차 증류수에 녹이고 Sephadex G-10 

컬럼을 사용한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여 정제한 결

과, NA2 기질로부터 이론적 최대 수율의 ~92%에 해당하는 

L-AHG를 회수할 수 있었다.

결   론

담수 한천 분해 세균 Cellvibrio sp. KY-GH-1에서 유래한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는 아가로오스 기질에 작용하여 

주된 가수분해산물로서 NA2를 생성하였다. 효소 활성은 pH 

6.0~10.0, 20~50℃에서 최대 활성의 80% 이상을 나타내었으

며, Mn2+와 환원제 TCEP의 공존으로 2.5배 향상되었지만 5 

mM EDTA의 영향은 받지 않았다. 아가로오스 기질에 대한 

GH50A β-아가레이즈의 Km, Vmax, Kcat 및 Kcat/Km 값은 

각각 26.5 mg/ml, 16.9 U/mg, 25.2 s-1, 및 1.2×105 s-1 M-1로 

나타났다. GH50A β-아가레이즈는 여러 중합도(DPs)의 NAOS 

혼합물(NA2~NA18)을 기질로 가수분해하여 NA2를 생성하

며, NA2 생성을 위한 기질로서는 NA4보다 NA6~NA18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GH50A β-아가레이즈에 의한 NA2의 생산

을 위한 기질로서는 아가로오스를 엔도형 β-아가레이즈로 전 

처리하여 제조한 NAOS 혼합물(NA6~NA18)이 아가로오스 

혹은 약산인 아세트산으로 아가로오스를 전처리하여 제조한 

다양한 DPs의 AOS 혼합물에 비해 더 선호됨을 확인되었다. 

GH50A β-아가레이즈의 효소학적 특성은 아가로오스를 ~54% 

수율로 NA2로 전환하는 단일공정 또는 GH16/GH86/GH118

과 같은 엔도형 β-아가레이즈들과의 복합처리 공정에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ellvibrio sp. KY-GH-1 균주 유래의 재조합 GH117A α- 

NABH는 최대 5%의 NA2를 단량체인 L-AHG 및 D-갈락토오

스로 완전히 가수분해하였다. 기질인 NA2를 제외하고는 NA4~ 

NA18들 중에서 어느 것도 GH117A α-NABH의 가수분해작용

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GH117A α-NABH의 효소작용은 

NA2에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질 NA2에 대한 GH 

117A α-NABH 효소의 가수분해작용의 최적 온도와 pH는 각

각 35℃와 7.5였다. GH117A α-NABH 효소의 활성은 35℃까

지, 그리고 pH 7.0~7.5 범위에서는 안정한 반면 35℃ 이상 및 

pH 7.0~7.5 범위를 넘어서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GH117A α-NABH 효소 활성은 5 mM MnSO4 및 10 mM 

TCEP가 공존할 경우에 2.4배 향상되었다. NA2 기질에 대한 

GH117A α-NABH 효소의 Km, Vmax, Kcat 및 Kcat/Km 값은 

각각 16.0 mM, 20.8 U/mg, 14.2 s-1 및 8.9×102 s-1 M-1이었다. 

특히, 5 mM MnSO4 및 10 mM TCEP가 공존할 경우 NA2 

기질에 대한 GH117A α-NABH의 Km, Vmax, Kcat 및 

Kcat/Km 값이 각각 5.8 mM, 33.7 U/mg, 23.0 s-1 및 4.0×103 

s-1 M-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조합 α-NABH의 효소학

적 특성은 이당류인 NA2를 단량체인 L-AHG 및 D-갈락토오

스로 분해시키는 1단계 효소공정을 통한 L-AHG의 대량 생산

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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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GH50A β-아가레

이즈와 GH117A α-NABH를 복합 처리하는 효소 공정은 단당

류인 L-AHG 및 D-갈락토오스를 생산하는 아가로오스 바이오

매스의 당화공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GenBank 데이터베이스에 수

록되어 있는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들 중에서 Cellvibrio 

sp. KY-GH-1 유래 GH50A β-아가레이즈와 아미노산 서열에

서 높은 수준의 상동성(62.7~96.9%)을 보이는 9개의 β-아가레

이즈들 뿐만 아니라 Cellvibrio sp. KY-GH-1 유래 GH117A α- 

NABH와 아미노산 서열에서 높은 수준의 상동성(76.5~97.5 

%)을 보이는 8개의 α-NABH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효소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조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총설에서 

제시하는 Cellvibrio sp. KY-GH-1 균주의 GH50A β-아가레이

즈 및 GH117A α-NABH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이들 효소들과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 기타 GH50A β-아가레이즈들 및 

GH117A α-NABH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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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Cellvibrio sp. KY-GH-1의 아가로오스 당화 련 엑소형 GH50A β-아가 이즈와 GH117A 

α-NABH의 특성  NA2와 L-AHG 양산에의 용 가능성

장원 ․이희경․김 호*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최근, 본 연구진은 담수 환경 유래 한천 분해 세균인 Cellvibrio sp KY-GH-1 (KCTC13629BP)의 전체 유전체 염

기 서열을 분석하여 아가로오스를 L-AHG 및 D-갈락토오스로 가수분해시키는 아가레이즈들을 암호화하는 유전

정보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KY-GH-1 균주는 유전체 상의 약 77 kb 길이의 아가레이즈 유전자 클러스터 내에 

9개의 β-아가레이즈 유전자들과 2개의 α-네오아가로비오스 가수분해효소(α-NABH) 유전자들을 지닌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KY-GH-1 균주가 한천을 탄소원으로 자화하기 위해 단량체인 L-AHG와 D-

갈락토오스로 분해시키는 공정은, 엔도형 GH16 β-아가레이즈, 엔도형 GH86 β-아가레이즈 등에 의해 개시되어 

NA4, NA6, NA8 등을 생성시킨 후, 이들에 대해 엑소형 GH50 β-아가레이즈가 추가로 작용하여 NA2를 생성시키

고, 이어서 GH117 α-NABH가 작용하여 생성된 NA2를 단량체 L-AHG와 D-갈락토오스로 분해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장균 발현 시스템과 PET-30a 벡터를 함께 사용하여, KY-GH-1 균주 유래의 GH50 패밀리 

β-아가레이즈 유전자들(GH50A, GH50B, GH50C)과 GH117 패밀리 α-NABH 유전자들(GH117A α-NABH, 

GH117B α- NABH)을 발현시켜 His-태그 재조합 효소단백질들로 확보하여, 이들 효소단백질을 이용하여 효소 활

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가 세 개의 GH50A 패밀리 β-아가레이즈 동위효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엑소형 β-아가레이즈 활성을 나타내며, 또한 재조합 GH117A α-NABH가 NA2를 L-AHG와 D-갈락토오

스로 강력하게 가수분해할 수 있으나 재조합 GH117B α-NABH는 NA2 가수분해 활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이

어 GH50A β-아가레이즈 및 GH117A α-NABH의 효소 특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들 각 효소가 나타내

는, 아가로오스를 분해하여 NA2를 생성시키는 효율성과 NA2를 분해하여 L-AHG 및 D-갈락토오스를 생성시키는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총설에서는, L-AHG 및 D-갈락토오스의 양산을 위한 아가로오스의 효소적 가수분해에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담수 유래 한천 분해 세균 Cellvibrio sp. KY-GH-1 유래의 재조합 

GH50A β-아가레이즈 및 GH117A α-NABH의 장점들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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