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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in 분해 효소-생성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의 분리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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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m-positive, endospore-forming, and fibrin-degrading
bacterium was isolated from the relatively high turbid honey
containing honey bees. Based on 16S rDNA sequences analysis,
the results of API 50 CHB and some morphological-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the isolate was identified and named as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The cell growth and fibrinolytic
enzyme (FE) activity of the isolate was better than those of
Bacillus spp. used in this study, when the cells were grown at
30°C in LB broth. Among the five media used, trypticase soy
broth (TSB) showed the best cell growth and FE activity. For
cell growth of the isolate in TSB, optimal temperature and pH
was 25°C and 7, respectively. FE activity was determined using
the fibrin plate method. As the culture filtrate was used as the
crude enzyme solution, the optimal temperature and pH was
37°C and 7, respectively. Specific FE activity (U/mg) at cultivation time of 18 h and 48 h was 51.5 and 109.9, respectively.
Keywords: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characterization,
fibrinolytic enzyme activity, identification, isolation

(Lowe and Rumley, 1999). 혈전 형성 억제 인자들의 불균형으
로 인해 혈전증이 발생하나(Lopez-Sendon et al., 1995; Kotb,
2014), 혈전 섬유소는 plasmin에 의해 분해된다고 알려져 왔
다(Yong et al., 2005).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는 plasminogen을 plasmin으로 활성화시켜 fibrin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유형의 tPA로 urokinase (UK)와 streptokinase (SK) plasminogen 활성 인자가 알려져 왔다(Duffy, 2002; Collen and Lijnen,
2004; Baruah et al., 2006). 우수한 UK 및 SK plasminogen의
활성에도 불구하고 출혈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
다(Moukhametova et al., 2002).
안전성이 검증된 혈전 분해 효소로 Bacillus subtilis에서 생
성되는 nattokinase (NK)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왔다(Sumi et
al., 1987, 1990; DeBoer and Diderichsen, 1991; Jeong et al.,
2001; Wang et al., 2009). NK는 경구 투여시 tPA의 생산을 향
상시켜 우수한 혈전 분해 활성을 보여주었다(Fujita et al.,
1993, 1995; Kotb, 2013).
혈전 분해 효소에 대한 연구로, 기능성 발효식품(Fujita et

심혈관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허혈성 심장

al., 1993; Paik et al., 2004; Mine et al., 2005; Yoshinori et al.,

병 등의 질병으로,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2005; Cheng et al., 2006; Kim et al., 2006), 해양 세균(Mah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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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지렁이(Wang et al., 2005) 및 뱀독(Jia et al.,
2003) 등을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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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가 종양의 생장을 억제시킨다는 흥미로운 연구(Yan et al.,
2019)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꿀벌이 포함되어 있는 특이적으로 매우 높은 탁한
꿀에서 Bacillus sp.를 분리하여 동정하고, fibrin 분해에 대한
생리학적 및 배양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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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inolytic enzyme 활성
FE 활성은 fibrin plate 방법(Astrup and Mullertz, 1952)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2.0% agarose (0.1 M Tris-buffer, pH
7.4)를 1.2% fibrionogen을 55~60°C에서 혼합한 후, 10 µl
thrombin을 첨가하였다. 혼합액을 petri-dish (dia, 90 mm)에
20 ml씩 분주하였다. 잔존 plasmin 활성 억제를 위하여, 80°C

재료 및 방법
사용 시약, 균주 및 기기
세균 배양용 Brucella medium (B), Brain heart infusion
medium (BHI)은 MB cell 사, trypticase soy medium (TS)는
BD BBL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Yeast glucose medium (YG,
yeast ex.; 0.5%, glucose; 2.0%)은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Fibrin
plate 제조용 fibrionogen은 EMD Millipore 사, thrombin은
Hoffmann-La Roche 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 측정
용 Bradford reagent는 Thermo Scientic 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에서 40분 정치 후 사용하였다.
Fibrin plate의 구멍(직경, 3 mm)에 20 µl의 culture filtrate 및
plasmin을 loading하였다. 1 unit FE 활성은 1 unit plasmin의
2
분해 면적(mm )으로 정의하였다.

단백질 농도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1976) 방법을 사용하였다. 50 µl의
배양 여액을 2.0 ml의 Bradford reagent와 혼합한 후, 59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e 검량선을 이용하여 mg
protein/ml으로 결정하였다.

배양액 여과는 membrane filter (ADVANTEC, 0.45 µm)를
사용하였다. 세균 측정용 spectrophotometer는 Biomate 3S
(Thermo Scientific)를 사용하였다. 탄수화물 이용성 실험은
API 50 CHB kit는 bioMérieux 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Bacillus속 균주는 국내 분양기관으로
부터 입수하여 사용하였다: B. subtilis subsp. subtilis KCTC

결과 및 고찰
분리균의 생육 및 FE 활성
분리균의 생육 및 FE 활성을 Bacillus속 균주와 비교하였다.

3135 , B. subtilis KCTC 1028, B. subtilis KCTC 3494, B.

LB 배지를 사용하여 30°C에서 배양한 결과, B. subtilis subsp.

subtilis KCCM 12027, B. subtilis KCCM 12151, B. subtilis

subtilis BYSnat3의 생육 및 FE 활성이 비교군으로 실험된 다

T

KCCM 12281, B. subtilis ATCC 31028, B. cereus KCTC 1012,

른 종류의 Bacillus속 세균과 비교시 우수하였다(Fig. 1). 분리

B. methylotrophicus KACC 17006.

균은 생육 및 FE활성에서 type strain B. subtilis subsp. subtilis
KCTC 3135와 비교시 우수하였다.

균주 분리 및 동정
Bacillus sp. BYSnat3는 꿀벌이 포함된 꿀(탁도가 특이하게
높은 아카시아 햇 꿀)로부터 분리하였다. 분리균의 형태-생리
학적 특성, API 50 CHB test 및 16S rDNA 염기서열 분석(Ace
EMzyme Co.)으로 동정하였다.

균주 배양 및 배양 여액의 제조
분리균의 생육 및 fibrinolytic enzyme (FE) 활성의 비교는
Luria-Bertani 배지를 사용하여 30°C에서 진탕 배양(120 rpm)
하였다. 분리균의 적정 생육 조건 실험은 5종의 복합 배지를 사
용하여, 20~42°C 범위 및 5~9의 pH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세
균의 생육은 660 nm의 탁도(OD660)로 결정하였다. 배양액을
membrane filter (pore size, 0.45 µm)로 여과하여 배양 여액
(culture filtrate,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Fig. 1. Cell growth and fibrinolytic enzyme activity of B.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and Bacillus spp. Cells were grown at 30°C for 18 h in
LB broth and fibrinolytic enzyme activity was examined at 37°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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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균 동정
분리균의 16S rDNA 유전자 염기서열은 B. subtilis subsp.
subtilis type strain NCIB 3610 (= KCTC 3135)와 99.93%의 상
동성을 보여주었다(Fig. 2).
탄소 이용성 검정을 위하여, 분리균 Bacillus sp. BYSnat3와
type strain B. subtilis subsp. subtilis KCTC 3135를 API 50 CHB
test를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실험한 49종의 탄소원에 대해 대부
분 이용성이 일치하였으나, 분리균의 amygdalin(-), glycogen(-)
에 대해 차이를 나타내었고, inositol, starch, gentiobiose에 대
해 불분명한 반응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1).
Bacillus sp. BYSnat3와 B. subtilis subsp. subtilis KCTC
T
3135 , B. subtilis KCCM 12151을 비교한 결과, 포자 형성, 그

양한 결과, 사용된 Bacillus 균주의 생육은 모두 우수하였다
(OD660 = 0.374~0.588). 9~11% NaCl이 함유된 배지에서의 배
양 결과, 분리균 및 type strain B. subtilissubsp. subtilis KCTC
3135의 생육은 관찰할 수 없었다(OD660 = 0.011~0.063, clump
형성). 비교된 B. subtilis KCCM 12151의 생육은 관찰되었으
나 미흡하였다(OD660 = 0.104~0.150).
Bacillus sp. BYSnat3를 16S rDNA 염기서열분석, API 50
CHB test, 형태 ․ 생리학적 특성 결과, 분리균을 B.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으로 명명하였다.

최적 생육 배지, 온도 및 pH
최적 생육은 사용된 5종의 배지 중 TS 배지에서 가장 우수

람 양성의 간균으로 호기성, catalase 및 oxidase 활성 양성, 운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3). 사용된 다른 배지와 달리, TS 배

동성은 양성이었다. 메탄올 및 에탄올을 탄소원으로 이용할

지는 soytone이 3% 함유되어 있어 추후 soytone 첨가에 따르

수 있었으며, urease는 음성이었다(Table 2).

는 영향에 대해 실험할 예정이다.

4% NaCl이 함유된 LB 배지(10 ml, test tube)에서 36시간 배

20~42°C 온도 범위에서 배양한 결과, 최적 온도는 25°C이

Fig. 2. Neighbor-joining phylogenetic tree of Bacillus sp. BYSnat3. 16S rDNA sequences analysis (Ace EMzyme Co.) of the isolate, Bacillus sp. BYSnat3
showed 99.93% similarity to the type strain of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NCIB 3610 (= KCTC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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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I 50 CHB test of B.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Utilization

Compound
Mono

Yes

Sugar alcohol
Organic acid
Glycoside

L-arabinose, galactose, glucose, rhamnose, fructose, mannose

Tri

raffinose

Di
Poly

Yes

C6

cellobiose, gentiobiose, maltose, melibiose, sucrose, trehalose

Mono
No

ribose, D-xylose

Di
Poly

Sugar

C5

inulin, starch
C5

L-xylose, D-lyxose

C6

D-arabinose, D-fucose, D-tagatose, L-fucose, sorbose

lactose, D-turanose
glycogen

C3; glycerol, C6; inositol, mannitol, sorbitol

No

C4; erythritol, C5; adonitol, xylitol, D-arabitol, C6; dulcitol

No

gluconate, 2-keto-gluconate, 5-keto-gluconate

Yes

esculin, methyl-α, D-glucoside, salicin

No

amygdalin, arbutin, methyl-β-D-xylopyranoside, methyl-α,D-mannopyranoside, N-acethyl-glucosamine

Table 2.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B.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B. subtilis

B. subtilis

The isolate

KCCM 12151

subsp. subtilis KCTC 3135T

BYSnat3

Shape

Rod

Rod

Rod

Gram stain

+

+

+

Endospore forming

+

+

+

Creamy white

+

+

+

Mobility

+

+

+

Characteristics

Morphology

Growth

Utilization

Enzyme activity

Anaerobically

-

-

-

20-45°C

+

+

+

> 4% NaCl

+

+

+

in 10% NaCl

+/-

-

-

Diethanolamine

-

-

-

Methanol

+

+

+

Ethanol

+

+

+

Oxidase

+

+

+

Catalase

+

+

+

Urease

-

-

-

었다(Fig. 4). pH 5~9 범위에서 배양한 결과, 최적 pH는 7이었
다(Fig. 5). 연구된 다른 B. subtilis의 최적 온도는 40°C (Wang
et al., 2009), 55°C (Cheng et al., 2006), 60°C (Paik et al., 2004)
로 대부분 고온에서 우수한 생육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리
균의 최적 생육은 25°C로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최적 FE 활성 배지, 온도 및 pH
배양 여액을 사용하여 5종의 배지에 대해 실험한 결과, TSB
가 가장 우수하였다(Fig. 3). 25~43°C 온도 범위 및 pH 5~9에
Fig. 3. Effect of various media on cell growth and fibrinolytic enzyme
activity of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서 FE 활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37°C, 7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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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ffect of temperature on cell growth and fibrinolytic enzyme activity of B.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Fig. 6. Time course of cell growth and fibrinolytic enzyme activity of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Fig. 5. Effect of pH on cell growth and fibrinolytic enzyme activity of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

(Figs. 4 and 5). 이 결과는 기존의 B. subtilis 세균을 이용한 연
구 결과(Kim et al., 1996)와 유사하였다.

시간대별 생육 및 FE 활성

적 요
그람 양성, 포자형성, fibrin 분해 세균을 꿀벌이 포함된 특이
적으로 높은 탁도의 벌꿀에서 분리하였다. 16S rDNA 염기서
열 분석, API 50 CHB 및 형태 ․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분리균은
Bacillus subtilis subsp. subtilis BYSnat3로 동정 ․ 명명하였다.

Figure 6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분리균을 0~48시간 범위에

30°C의 LB 액체배지에서 진탕 배양시, 사용된 Bacillus속 공시

서 생육 및 FE 활성을 측정한 결과, 배양 12~18시간이 대수증

균주와 비교시 분리균의 생육 및 fibrin 분해 활성이 더 우수하

식기였다. 단백질 농도는 배양 10~24시간 범위에서 증가하였

였다. 사용된 5종의 배지 중 trypticase soy broth (TSB)에서 가

으나, 24시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분리균의 FE 비활성

장 우수한 생육 및 fibrin 분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TSB 배지 사

도는 18시간 이후 증가하였다. 18 및 48시간에서의 비활성도

용시, 배양 온도 및 배지 초기 pH는 각각 25°C 및 7에서 우수한

(U/mg)는 각각 51.5 및 109.9이었다.

결과를 보여주었다. Fibrin plate 방법을 이용하여 배양 여액

본 실험 결과를 기초로, 추후 FE 생산을 위한 배양 조건의 최

(조효소액)을 사용하였을 때, 온도 37°C에서, pH 7 범위에서

적화(배지 조성-soytone 첨가 영향), FE의 정제 및 특성 분석에

가장 우수한 fibrin 분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배양 18 및 48시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간에서의 FE 비활성도(U/mg)는 각각 51.5 및 10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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