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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CClllooonnniiinnngggooofffCCCiiitttrrrooonnn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DDDeeegggrrraaadddiiinnngggPPPaaattthhhwwwaaayyyGGGeeennneeesss
fffrrrooommm 666LLLaaannnddd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ooofff
CCCiiitttrrrooonnn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fffrrrooommm ttthhheeeTTTrrraaannnsssfffooorrrmmmaaannntttsss

YYYeeeooonnnJJJiiinnnPPPaaarrrkkk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HHHaaaeeeCCChhhoooooonnnCCChhhaaannnggg,,,PPPhhh...DDD...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FFFoooooodddaaannndddNNNuuutttrrriiitttiiiooonnn,,,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Citron essentialoilwas extracted from citron(Citrus junos)fruitby steam
distillation.E.cowanii6L wasisolatedfrom citronpeelbyusing anenrichment

culturecontaining (+)-limonene.Itwasidentifiedby16S rDNA sequencing.The

pREC3,pREC4 and pREC6 from E.cowanii6L encoding citron essentialoil

degradingpathwaygenewerecloned.TheclonedpREC3,pREC4andpREC6were

expressedintoE.coliEC3,EC4andEC6,respectively.ThepREC3geneconsisted
ofa8,585bp,revealing 4openreading frames.ThepREC4geneconsistedofa

4,641bp,revealing3openreadingframes.ThepREC6geneconsistedofa7,719bp,

revealing 2 open reading frames.The amino acid sequence deduced from the

E.cowanii6L was compared with those ofother genes in NCBI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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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onenehydroxylase gene(1,632bp)from B.stearothermophilusBR388showed
34% identitywiththeORF3-2gene,45.7% identitywiththeORF4-1gene,47%

identitywiththeORF6-1geneand 45% identitywiththeORF6-2gene.E.coli
transformantsEC3,EC4,andEC6producedlinalool,terpinen-4-oland α-terpineol

as major bioconverted products,and several minor compounds. The aroma

compounds from the E.coli transformants were different from the minor

compounds.E.colitransformants EC3,EC4 and EC6 had more stable citron
essentialoilmetabolicsystemsthandidE.cowanii6L.E.colitransformantsEC3,
EC4 and EC6 harboring citron essentialoildegrading pathway genes were

co-culturedinM9minimalmediawithcitronessentialoilasasolecarbonsource

at28℃.Eachco-culture(EC3+EC4,EC3+EC6,EC4+EC6andEC3+EC4+EC6)showed

12-13 times highercellgrowth than each single culture.Microbialconversion

productsfrom theco-cultureweredeterminedbyGC-MS.Linalool,terpinen-4-ol

and α-terpineolwerefoundtobemajorcommonproductsfrom co-culture.Various

minor products also were detected and seemed to be important in flavor

characteristics ofcultures.The cloned genes were overexpressed in pET29b(+)

vector and E.coliBL21(DE3) system.E.colitransformantharvoring citron

essentialoildegradingpathwaygenewasculturedinM9minimalmediawithcitron

essentialoilasasolecarbonsourceat28℃.Microbialconversionproductsfrom

theoverexpressedcultureweredeterminedbyGC-MS.Linalool,terpinen-4-oland α

-terpineolwere identified as the majormicrobialconversion products ofcitron

essentialoil.Variousminorproductswerealsodetectedandseemedtobeimportant

in flavorcharacteristicsofcultures.ORF3-2gene(920bp),ORF4-1gene(1,515bp),

ORF6-1gene(1,776bp)andORF6-2gene(1,356bp)from E.cowanii6L which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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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ecitronessentialoilhasbeenclonedandsequenced.ORF3-2genecontained

asingleopenreadingframeencodingasinglesubunitlimonenehydroxylasegene

composedof306aminoacidresidues.Crudeenzymefrom E.coliTG1harboring
ORF3-2wasreactedwithlimonene.Themajorreactionproductswereidentifiedas

linaloolanddihydrolinalool.ORF4-1genecontainedasingleopen reading frame

encodingasinglesubunitlimonenehydroxylasegenecomposedof505aminoacid

residues.Crudeenzymefrom E.coliTG1harboring ORF4-1wasreacted with
limonene.Themajorreactionproductswereidentifiedaslinaloolanddihydrolinalool.

ORF6-1genecontained asingleopen reading frameencoding asinglesubunit

limonenehydroxylasegenecomposedof592aminoacidresidues.Crudeenzyme

from E.coliTG1harboring ORF6-1wasreactedwithlimonene.Majorreaction
productswereidentifiedasperillylalcohol,linaloolanddihydrolinalool.ORF6-2gene

contained a single open reading frame encoding a single subunit limonene

hydroxylasegenecomposedof452aminoacidresidues.Crudeenzymefrom E.coli
TG1 harboring ORF6-2 was reacted with (+)-limonene.The major reaction

productswereidentifiedasperillylalcohol,α-terpineol,linaloolanddihydrolinal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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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유자는 분류학상으로 보면 운향과(云香科) 상록관목의 열매(Citrus junos)로
한국,중국,일본에서만 자생하고 있다(5).유자는 풍부한 비타민 C와 무기질 및

4% 정도의 구연산을 함유하는 과실로써 액즙이 풍부하고 향기가 좋아서 제수용

요리에 향미를 가하기 위해 예로부터 일부 사용되었으며(78),요리에 산미료로 이용되

고 있으나,신맛이 강해 생식용으로는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12).유자는 독특

한 맛,향,약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과피가 두껍고 씨가 많아 착즙시 수율이 약

15% 내외로 타 과실류에 비해 적은 편이며,저장성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

분 수확 즉시 생과나 당절임 형태인 유자차를 만들거나 소규모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단순 1차 가공제품인 유자청을 제조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6,20).

일본에서는 유자를 음식에 필요한 조미료로 인식하여 유자를 salad,sauce,seafood,

dressing,vinegar,pickledvegetable등에 신맛이 나게 하는 조미료로 가공품이나 과자

와 된장에 첨가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또한 목욕을 즐기는 풍습에 따라

유즈브로라고 하는 향료로써도 이용되며 근래에는 aromatherapist들이 유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유자의 소비패턴이 다양하다(48,78,80).

우리나라는 1996년 현재 5,121ha에 18,520 M/T을 생산하여 일본보다 많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다.그러나 유자의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데 비하여

그 가공방법이 낙후되어 있어 90% 정도의 과육 및 과피가 부산물로 남게 되어

폐자원으로 버려지고 있다(8, 46). 폐유자박내에는 유자 특유의 향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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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과피의 건조중량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 정도의

정유성분을 함유하고 있다(53).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자에 관한 연구가 유자의 일반성분 및 이화학적 특성(1,

3,6-9,12-16),냉동유자의 제조와 품질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13),유자를 이용한

젤리(9)와 잼(16)과 같은 식품 및 유자과즙을 이용한 식초(7)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일본에서는 유자과즙의 갈변과정(41),유자 착즙액의 제조기술(60),유자의

limonoid화합물(44)과 carotenoid조성(63)및 flavonoid화합물의 구조와 기능(45)등

유자의 성분과 이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 구미에서는 유자가 속한 citrus계열 껍질에 함유된 정유성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itrus정유의 미생물학적 항균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46,47,83,91),citrus정유는 natural 한 식품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다

(58,65,89).특히 citrus정유는 bacteria와 fungi에 대한 antimicrobial기능이 있어서

(24,27)식품,제약,향료산업에 softdrink,alcoholicbeverage,soap등에 이용되어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을 줄 수 있다(34,38,43,52).유자정유가 속한 citrus계열의 껍질

에 함유된 정유는 citrus계열의 향기성분으로 이 오일의 90%이상을 구성하는 것은

monoterpene이고 그 중에서 (+)-limonene은 모든 citrus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71).

유자정유의 주요 향기물질로 limonene,γ-terpinene,linalool,camphene,myrcene,

phellandrene,thymol과 같은 monoterpenes이 있으며 소량으로 존재하지만 유자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ldehyde류,그 밖에 sesquiterpene등 다양한 물질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33,48,64,80).특히 유자정유는 식물 병원균인 Colltotrichum falcatum,
Fusarium moniliforme,Ceratocystisparadoxa등에 항균성을 나타내며 휘발성 향기물

질로써 검,젤리,사탕,과자,빙과류 등의 제조시 향신료로 활용되고 식품에 sauce나

dressing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

Monocyclicterpenoid화합물인 (+)-limonene〔(R)-1-cyclohexene-1-methyl-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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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thyl)은 오렌지나 그레이프 후르츠 등과 같은 감귤류(citrusfruits)껍질 정유성분

의 주요성분으로(26,59,84)유자의 껍질에는 70-90%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데(2,67)

향기와 더불어 Aspergillusparasiticus의 생장과 aflatoxin생성을 억제하는 항균작용

도 갖고 있어 그 이용 범위가 매우 넓다(22).

Limonene 및 그 유사 terpenoid화합물들은 천연적으로 각종 식물소재에 미량

함유되어 있으며 식료,음료용 향료,chewing gum,치약,양조용 향료로서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식품이나 의약품,항 미생물 화합물로 쓰여지고 있다(19,42,49,54,

55,59).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들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성되고 있다.최근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적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안전성이

높은 천연물질 및 천연향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기존의 식물체로부

터 천연향기물질을 얻는 방법은 많은 시간과 인력,금전적인 소요면에서 화학적 합성

향에 비교 우위가 될 수 없다.그러므로 유용한 이들 화합물을 생물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생산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시도되고 있다(22,

23,29,50,51,74).이는 기존의 식물체 육종 및 배양에 의한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경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향기물질들을

‘natural 즉 천연향기물질로 제정하고 있다(86).이에 따라 limonene및 terpenoid화합

물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미생물이 분리․동정되어 보고되고 있다(50,

51).

특히 미국에서는 citrus계열에 속하는 오렌지가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연중 생산

되며 전 미국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오렌지는 정유성분이 되는 껍질 부분이

폐기처리되므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되고 폐자원의 이용차원에서 오렌지 껍질

정유성분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limonene의 미생물학적 생전환에 의한 고부가가치

향기물질 생산에 관한 여러 보고들이 있다(29,30,82).

향기물질을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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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는 denovobiosynthesis로 균 자체가 향기물질을 생산하는 방법(32)으로 균의

specificmetabolite를 이용한 것으로 생산되는 물질량이 적어 비경제적이며 현재는 거

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두 번째 방법으로는 bioconversion혹은 biotransformation으로

특정기질을 새로운 향기물질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전환하는 것이다.기질로

사용되는 원료가 저렴하고 de novo biosynthesis보다 향기물질이 많이 회수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85).

Limonene의 biotransformation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Poona Indian National

ChemicalLaboratory에서 최초로 연구되었고,총 5개의 Pseudomonas속이 분리되었다

(36,37).Pseudomonas속 균주들은 limonene을 대사하여 dihydrocarvone,carvone,

carveol,1-hydroxy-2-oxo-limonene,perillylalcohol등의 물질을 생성하였다(28,36,

37,50,81).그밖에 limonene을 여러 가지의 향기성분으로 생전환시킬 수 있는 미생물

로는 Cladosporium(28, 31, 36, 37, 56, 72), Penicillium(25), Diplodia(21),
Corynespora(21),Aspergillus(66),Pleurotus(68),Hormonema(88)및 Armillareira(39)
와 같은 중온성 균주들이 알려지고 있다.대부분의 연구가 limonene대사에 의해 생성

된 물질들이 단일한 효소의 불확실한 위치 특이성에 의한 것인지 두개 이상의 효소에

의한 limoneneoxidizingsystem의 동시다발적인 발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했으

며 연구 결과물도 limonene대사에 의해 축적된 물질들의 구조와 함량 계산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limonene의 biotransformation에 관한 연구가 초기에는 regiospecific

biocatalyst(위치특이성)에 따른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위치특이성은 유기화학반응

에서 하나의 구조이성질체만이 생성되고 다른 이성질체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이성질체의 생성이 다른 이성질체의 생성보다 유리한 경우를 위치특이성이 있다고 한

다.

최근 연구의 동향은 limonene hydroxylation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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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oxidation에 있어서 중요한 효소인 hydroxylase가 탄소수 10개인 limonene의 어느

부위에 -OH기를 첨가하는가에 따라 어떠한 향기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

이다.

Rhodococcus와 Mycobacterium은 (+)-limonene과 (-)-limonene의 7-position에서

hydroxylation을 일으키는데 이는 Rhodococcus와 Mycobacterium속이 limonene을

직접 대사하는 것이 아니고 alkane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hydroxylase가

limonene도 hydroxylation할 수 있을 뿐이다(40, 41).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Xanthobactersp.C20도 cyclohexane의 hydroxylation을 촉매 하는 cytochromeP-450

monooxygenase가 (+)-limonene cyclohexene ring을 epoxidation하여 limonene 8-9

epoxide로 전환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87).

대부분 이들 미생물들이 야생균주이며 limonene및 그 대사산물의 독성에 대한 내성

이 약해서 이들 미생물에 의한 생전환 체계는 그 대사산물의 생산량이 소량이고 대사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러므로 분리된 야생균주로부터 limonene

생전환능 유전자 조절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전자를 대장균으로 클로닝하고,

그 재조합체 대장균이 야생모균주보다 안정되게 고부가가치의 향기성분을 생산하여야

한다.

유전자 조작까지 이어진 연구로는 Chang과 Oriel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다(30).

고온성 균주인 Bacillusstearothermophilus는 limonene을 대사하여 perillylalcohol을

비롯한 terpenoid계열 물질을 생산하였고 이 균주로부터 limonene대사능을 지닌 유전

자를 대장균으로 cloning하고 유전자 염기서열을 규명하였다(29,30).이 유전자는

limonene만을 대사할 수 있는 limonenehydroxylasegene으로 규명되었다(8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에서보다 limonene및 유자정유에 대해 30-40배 높은

저항성 및 유자정유가 유일한 탄소원인 최소배지에서 생육하였을 때 A600에서 4.3에

이르는 우수한 대사능을 보이는 우량균주 Enterobactercowanii6L(69,70)을 분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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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cowanii6L로부터 강력한 limonene및 유자정유를 대사할 수 있는 유전자를

분리한 후 대장균으로 cloning하여 안정된 대사계를 구축하고 단시간내에 고부가가치

향기물질을 얻고자 하였다.또한 그 유전자 재조합체로부터 효율적인 발현시스템을

구축하고 limonenehydroxylation기능을 보유하는지에 관하여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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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ⅠⅠⅠ...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성성성분분분의의의 생생생전전전환환환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균균균주주주의의의 동동동정정정

111...유유유자자자 과과과피피피로로로부부부터터터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성성성분분분의의의 생생생전전전환환환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미미미생생생물물물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생생생리리리․․․생생생화화화학학학적적적 동동동정정정

M9최소배지 50mL(Na2HPO4,6g;KH2PO4,3g;NaCl,5g;NH4Cl,1g/L:pH 7.0)
가 담겨진 125mLscrew-capbottle(BellcoCo,Vineland,NJ,USA)에 (+)-limonene
(97%,Sigma-AldrichCo.,St.Louis,MO,USA)1mL를 넣고 유자껍질을 몇 조각
넣은 후 30℃에서 24시간 동안 진탕 배양시켰다.배양액 100-200 μL를 각각의 M9
고체최소배지(nobleagar,DifcoInc.,Sparks,MD,USA)에 도말한 후 petridishcover
에 부착시킨 듀람관을 통해 유일한 탄소원으로 100 μL의 (+)-limonene을 기체상태로
공급하면서 30℃에서 평판 배양하였다.본 배지에서 집락을 형성하는 균주를 선별한
후 동 배지에서 3-4차례 계대하여 유일한 탄소원으로 (+)-limonene을 이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분리된 균주는 동정을 위하여 그람염색법 및 현미경으로 일차관찰을
수행한 후 MicrologⅢ system(BiologInc.,Hayward,CA,USA)을 통하여 생리․생화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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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성성성분분분의의의 생생생전전전환환환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미미미생생생물물물의의의 111666SSSrrr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iiinnnggg

분리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하여 GenomeDNA kit(Q-Biogene,
Irvine,CA,USA)을 사용하여 genomicDNA를 추출하였다.분리균주의 동정을 위한
16S rDNA 증폭용 primer는 bacteria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universal primer
PRBA338f,PRUN518r및 본 연구에서 합성한 primerCo-r,6L-r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Table 1). PCR은 genomic DNA 2.5 ng을 template로 Taq
polymerase(TaKaRa Co.,Tokyo,Japan) 2.5 unit를 첨가하여 Palmcycler(Corbett
Research,Bangalore,India)을 사용하여 반응하였다.PCR 1은 universalprimer
PRBA338f과 PRUN518r를 사용하였고,온도조건은 95℃에서 5분간 pre-denaturation을
수행하고 95℃ 1분,55℃ 1분,72℃ 2분의 과정을 30회 반복하고,72℃ 10분간
post-elongation을 실행하였다.PCR2는 E.cowaniipartial16SrDNA gene의 forward
sequence로부터 합성된 primer6L-r과 primerPRBA338f을 사용하였고,온도조건은
95℃에서 5분간 pre-denaturation을 수행한 후 95℃ 1분,50-52℃ 1분 30초,72℃ 2분의
과정을 30회 반복하고,72℃ 10분간 post-elongation을 실행하였다.PCR 3은 6L-r과
E.cowanii의 말단으로부터 합성된 primerCo-r을 사용하였고 온도조건은 95℃에서 5
분간 pre-denaturation을 수행한 후,95℃ 1분,55℃ 1분 30초,72℃ 2분의 과정을 30회
반복하고,72℃ 10분간 post-elongation을 실행하였다.PCR에 의하여 증폭된 단편은
전기영동한 다음,1.5% agarose gel에서 Qiaquik gelextraction kit(Qiagen Co.,
Hilden,Germany)을 사용하여 회수한 후,pGEM-T easy vector(Promega Co.,
Madison,WI,USA)에 ligation하였다.Ligation DNA 혼합물의 형질전환시 E.coli
TG1을 숙주세포로 사용하였으며,항생제 ampicillin(50 μL/mL)이 함유된 LB고체배지
에 도말하여 37℃에서 12시간 평판 배양하였다.LB/AP 고체배지에 형성된 colony는
50μL/mL의 ampicillin이 함유된 Luria-Bertanti(LB)액체배지에 toothpicking하여 접종
한 다음 37℃에서 12시간 진탕배양하여 QiaprepⓇ spin miniprep kit(Qiagen Co.,
Hilden,Germany)을 사용하여 plasmidDNA를 추출하였다.재조합 plasmid는 제한효소
EcoRⅠ(TaKaRaCo.,Tokyo,Japan)으로 digestion하여 삽입된 단편의 크기(1,384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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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 후 수탁업체(KoreaBasicScienceInstitute,Gwangju,Korea)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염기서열의 상동성 검사는 GeneBankdatabase에 등록된 정보
를 대상으로 blastprogram(77)에 의해 실행하였다.

TTTaaabbbllleee111...PPPrrriiimmmeeerrrssseeeqqquuueeennnccceeesssuuusss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PPPrrriiimmmeeerrr TTTaaarrrgggeeettt SSSeeeqqquuueeennnccceeesss LLLeeennngggttthhh
(((bbbppp))) RRReeefffeeerrreeennnccceee

PRBA338f Bacteria 5'-ACTCCTACGGGAGGCAGCAG-3' 20 (61)

PRUN518r Universial 5'-ATTACCGCGGCTGCTGG-3' 17 (61)

Co-r Enterobacter5'-GGCAGGCCTAACACATGCA-3' 19 inthisstudy

6L-r Enterobacter5'-ACCCACTCCCATGGTGTGA-3' 19 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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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 666LLL로로로부부부터터터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클클클로로로닝닝닝

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클클클로로로닝닝닝

모균주인 E.cowanii6L의 염색체 DNA를 steen방법으로 분리하고 shotgunmethod
에 따라 클로닝을 시도하였다.분리된 염색체 DNA를 제한효소 BamHⅠ(TaKaRa,
Tokyo,Japan)으로 partialdigestion하여 genomicDNA를 준비하였다.Alkalinelysis
에 의해 분리된 pUC18vector를 동 제한효소로 절단하였고,BAP(bacterialalkaline
phosphatase,TaKaRa,Tokyo,Japan)처리 후 T4DNA ligase(TaKaRa,Tokyo,Japan)
를 사용하여 준비된 염색체 DNA와 ligation하였다.LigationDNA 혼합물의 형질전환
시 E.coliTG1을 숙주세포로 하고 Electroporation(Bio-Rad,Hercules,CA,USA)으로
형질전환하였다.

222...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의의의 선선선별별별

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형질전환주의 선별은 ampicillin(50μg/mL)을 가한 M9고체
최소배지(nobleagar,15g;Na2HPO4,6g;KH2PO4,3g;NaCl,5g:NH4Cl,1g/L:pH 7.0)
에 형질전환주를 도말한 후 100 μL의 limonene(97% Sigma-AldrichCo.,St.Louis,
MO,USA)을 기체상태로 공급하면서 37℃에서 평판배양 하였다.본 배지에서 집락을
형성하는 균주를 선별한 후 ampicillin(50μg/mL)을 함유한 LB액체배지(bacto-trypton-
e,10g;yeast-extract,5g;NaCl,10g/L)에서 하룻밤 진탕배양하였다.배양액으로부터
alkalinelysis에 의해 plasmidDNA를 분리하고 cloningsite제한효소(BamHI)로 처리
후 삽입된 DNA의 크기를 0.8% agarosegel상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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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가가가 지지지닌닌닌 유유유용용용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분분분석석석

형질전환체로부터 유전자의 확인을 위하여 E.coliEC3,EC4,EC6로부터 alkalinel-
ysis에 의해 plasmidDNA를 분리하여 삽입 DNA를 확인하였다.

444...클클클로로로닝닝닝된된된 DDDNNNAAA의의의 제제제한한한효효효소소소지지지도도도 작작작성성성

클로닝된 각각의 DNA를 제한효소 PstⅠ,SalⅠ,BamHⅠ,EcoRV,ClaⅠ을 이용하
여 digestion한 후,DNA의 크기를 0.8% agarosegel상에서 확인하여 pREC3,pREC4,
pREC6제한효소지도를 작성하였다.

555...SSSooouuuttthhheeerrrnnnbbbllloootttaaannnaaalllyyysssiiisss

형질전환주인 E.coliEC3,EC4,EC6가 지닌 재조합 DNA가 모균주인 E.cowanii
6L로부터 유래했으며,이 서로 다른 크기의 재조합 DNA가 서로 동일한 DNA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IG DNA Labelling & Detection kit(Boehringer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southernblot을 시행하였다.모균주인 E.cowanii6L의 염색체
DNA를 cloningsite인 BamHI으로 자르고,cloning된 세 개의 각각 다른 크기의 DNA
단편을 지닌 pREC3,pREC4,pREC6를 동 제한효소로 잘라서 lane1과 2에 각각 전기
영동 하였다.ProbeDNA로는 삽입된 8.8kb,4.6kb,8.2kbDNA 단편만을 gene
cleanⅡ kit(Bio101,Irvine,CA,USA)으로 elution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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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MMM999최최최소소소배배배지지지에에에서서서의의의 균균균주주주의의의 생생생육육육

형질전환주들을 50mL M9액체최소배지가 담긴 cleanoutarm과 depressed side
arm이 달린 triple-baffled250mLnephelocultureflask에서 (+)-limonene과 0.005%
yeastextract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모균주의 최적온도인 28℃에서 진탕배양한 후
균의 생육정도를 6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Limonene(97%,Sigma-Aldrich
Co.,St.Louis,MO,USA)은 시판용을 사용하였고,유자정유는 폐자원인 폐유자박을
자체 제작한 steam distillation장치에 의하여 생산하였다.이때 steam distillation조건
은 steam generator(MiuraCo.,Seoul,Korea)를 사용하여 kgf/cm2(115℃)에서 수행하
였다(70).사용된 유자정유 성분은 Table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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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222...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ooofffttthhheee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eeexxxtttrrraaacccttteeeddd bbbyyy
sssttteeeaaammm dddiiissstttiiillllllaaatttiiiooonnn

No.No.No.No. ComponentComponentComponentComponent RIRIRIRI
aaaa Authentic Authentic Authentic Authentic RIRIRIRI PeakPeakPeakPeak

bbbb(%)(%)(%)(%)

1 α-Pinene 1011 1010      3.18

2 α-Thujene 1025 1023      0.01

3 β-Pinene 1086 1088      1.33

4 β-Myrcene 1154 1156      5.79

5 Limonene 1196 1196     53.69

6 β-Phellandrene 1210 1213      3.38

7 γ-Terpinene 1226 1223     14.02

8 cis-Ocimene 1239 1238      0.45

9 p-Cymene 1252 1250      1.30

10 α-Terpinolene 1263 1276      0.96

11 Sabinene hydrate 1460 1463      0.01

12 Linalool 1537 1537      4.17

13 (E)-Caryophyllene 1564 1562      0.13

14 Germacrene 1571 1572      0.36

15 Terpinen-4-ol 1578 1591      0.33

16 cis-β-Farnesene 1639 1636      1.42

17 α-Terpineol 1671 1655      0.81

18 Humulene 1673 1672      0.30

19 α-Amorphene 1691 1691      0.04

20 cis, cis -α-Farnesene 1699 1697      1.31

21 Germacrene D 1721 1718      0.18

22 Thymol 2098 2100      0.20

23 Unknowns      5.49

sum                                                                100.00

Steam distillationwascarriedoutat115℃(2kgf/cm2)for30min.
aRetentionindices.
bRelativepercentageoftotalpeak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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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의의의 단단단독독독배배배양양양

111...생생생육육육시시시기기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배배배양양양(((222888℃℃℃)))

EC3,EC4,EC6를 LB(bactotryptone 10g/L,yeast extract 5g/L,NaCl5g/L,
ampicillin50 μg/mL)고체배지에 도말하여 28℃에서 배양하였다.유자정유가 유일한 탄
소원인 M9액체최소배지(ampicillin 50 μg/mL 포함)에 activation된 colony를 0.005
O.D(A600)까지 접종하였다.숙주세포인 E.coli의 생육최적온도는 아니지만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를 지닌 E.coli를 배양한 본 실험에서는 모균주의 최적온도인 28℃에서
더 높은 생육도를 나타내므로 3,12,24,36시간 으로 배양시간을 달리하여 배양하였
다.유자정유성분의 자동산화와 미생물대사에 의한 유자정유의 생전환을 구분하기 위
하여 미생물 생전환 플라스크와 동일한 조건에서 유전자 재조합시 사용한 pUC18벡터
만 들어있는 E.coliTG1균주를 대조구로 접종하여 사용하였다.

222...재재재조조조합합합균균균주주주가가가 생생생산산산하하하는는는 향향향기기기성성성분분분의의의 분분분석석석

2-1.생전환된 물질추출

배양이 종료된 미생물 배양액을 4℃에서 원심분리(12,800×g,20min)하여 상징액을
얻었다.상징액은 pH 2.0로 조정한 후 Millipore0.45μm filter로 상징액을 완전히 제균
하였다.이 상징액은 배양액 1/2부피의 ether로 3회 반복 추출한 후 질소가스 기류하
에서 추출 분획을 농축하였다.이 추출액은 다시 무수 Na2SO4로 충진된 극성 column
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수분이 제거된 추출액은 휘발성 향기성분이므로 온도
가 낮은 질소가스 기류하에서 천천히 정유상태로 농축하였다.GC-MS분석전에 모든
시료는 olfactorytest를 통하여 추출물의 전체적인 향에 대한 관능검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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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GasChromatography-MassSpectrometry(GC-MS)및 정량

미생물배양액으로부터 얻어진 추출액의 대사산물 분석을 위하여 GC-MS
QP-5000(Shimadzu,Kyoto,Japan)을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ion화는 electron impact
ionization(EI)방법으로 행하였다.대사산물 분석은 GC-MS(Table3)의 결과에 따른
massspectrum과 표준물질의 authenticRI(75)와 비교하여 최종 화합물로 결정하였다.
정량을 위하여 향기성분 추출 시 내부표준물질로 첨가된 ethylmaltol과 동정된 향기성
분의 peakarea값을 이용하여 시료 1L에 함유된 향기성분을 상대적으로 정량하였다.

TTTaaabbbllleee333...GGGCCC///MMMSSScccooonnndddiiitttiiiooonnnsssfffooorrrttthhheee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bbbiiiooocccooonnnvvveeerrrttteeedddppprrroooddduuuccctttsss
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Column DB-waxfusedsilica
0.32mm ×60m(J& W Sci.Co.)

Carriergas Helium(1.0mL/min)
Injector 250℃,splitless
Detector 250℃
Columntemp.program 40-220℃

2℃/minupto150℃
4℃/minupto220℃
witha3mininitialholdtime

Temperature ionsourceandinterface230℃
Ionization electronimpactionization(EI)
Ionizationvoltage 70eV
Massrange(m/z) 41-450
Injectionvolumn 1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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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의의의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

111...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배배배지지지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장장장과과과 생생생전전전환환환

Triple-bafflednephelocultureflask(250mL)를 사용하여 50mLM9최소액체배지
에 전 배양된 배양액 1%를 접종하였다.유일한 탄소원으로서 200 μL유자정유를 기체
상태로 배양액에 지속적으로 주입하고,28℃에서 진탕배양하였다.600nm에서 흡광도
(A600)를 측정하여 미생물의 성장을 검토하였다.

222...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의의의 배배배양양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균주 및 plasmid는 Table4에 표시하였다.유자정유성분 대사능
을 지닌 모균주 E.cowanii6L의 염색체 DNA를 분리하고,shotgunmethod에 따라
클로닝하여 획득한 서로 다른 크기의 DNA 단편을 지닌 E.coli형질전환주 EC3,EC4,
EC6를 공동배양하였다.공동배양액은 EC3+EC4,EC3+EC6,EC4+EC6,EC3+EC4+EC6로
하였다.Ampicillin 50 μg/mL가 든 M9액체최소배지는 물 1 L에 Na2HPO4 6g,
KH2PO4 3 g,NaCl5 g,NH4Cl1 g을 녹인 다음 pH 7.0으로 조절하였다.
Triple-bafflednephelocultureflask(BellcoInc.,Vineland,NJ,USA)에 전 배양액 1%
를 접종한 후 폐유자박을 스팀증류로 추출한 유자정유를 기체상태로 배양액에 지속적
으로 주입하면서 28℃에서 진탕배양하였다.이때 유자정유성분의 자동산화와 미생물대
사에 의한 유자정유의 생전환을 구분하기 위하여 미생물 생전환 플라스크와 동일한 조
건에서 유전자 재조합시 사용한 pUC18벡터만 들어있는 E.coliTG1균주를 대조구로
접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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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TTThhheeebbbaaacccttteeerrriiiaaalllssstttrrraaaiiinnnsss,,,aaannndddppplllaaasssmmmiiidddsssuuussseeedddiiinnnccclllooonnniiinnngggsssyyysssttteeemmm

SSStttrrraaaiiinnn&&& ppplllaaasssmmmiiiddd GGGeeennnoootttyyypppeee RRReeefffeeerrreeennnccceee

PPPLLLAAASSSMMMIIIDDDSSS

pUC18 cit-,AP+ (Gibson1984)

pREC3 pUC18+8,586bpcitronoildegradinggene
from E.cowanii6L,cit+ thisstudy

pREC4 pUC18+4,6416citronoildegradinggene
from E.cowanii6L,cit+ thisstudy

pREC6 pUC18+7,719bpcitronoildegradinggene
from E.cowanii6L,cit+ thisstudy

SSSTTTRRRAAAIIINNNSSS

TG1 supE hsdΔ5 thi Δ(lac-proAB) F'〔traD36
proAB+lacZΔM15〕,E.colihoststrain,cit- (Gibson1984)

EC3 E.coliTG1harvoring11.5kbpREC3,AP+,cit+ thisstudy

EC4 E.coliTG1harvoring7.3kbpREC4,AP+,cit+ thisstudy

EC6 E.coliTG1harvoring10.9kbpREC6,AP+,cit+ thisstudy

aAbbreviations:AP+,ampicillin resistant;cit+,growson citron essentialoilasasolecarb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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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생생생전전전환환환된된된 물물물질질질추추추출출출 및및및 관관관능능능검검검사사사

배양이 종료된 미생물 배양액을 4℃에서 원심분리(12,800×g,20min)하여 상징액을
얻었다.상징액은 pH 2.0로 조정한 후,0.45 μm filter(MilliporeCo.,Milford,MA,
USA)로 상징액을 완전히 제균하였다.이 상징액은 배양액 1/2부피의 ether로 3회 반
복 추출한 후 무수 Na2SO4로 수분을 제거하였다.수분이 제거된 추출액은 휘발성 향기
성분이므로 질소가스 기류하에서 천천히 정유 상태로 농축하였다.GC/MS분석 직전의
시료 모두를 1 μL씩 취하고 후각 테스트를 하여 추출물의 전체적인 향에 대한 관능검
사를 시행하였다.

444...향향향기기기성성성분분분의의의 분분분석석석

미생물 배양액으로부터 얻어진 추출액의 대사산물 분석을 위하여 GC-MS(Shimadzu
QP-5000,Kyoto,Japan)을 사용하였다.대사산물 분석은 GC-MS의 결과에 따른
GC-MS분석 조건을 Table3에 나타내었다.표준물질의 authenticRI와 비교하여 최종
화합물로 결정하였고,정량을 위하여 향기성분 추출 시 내부표준물질로 첨가된 ethyl
maltol과 동정된 향기성분의 peakarea값을 이용하여 시료 1L에 함유된 향기성분을
상대적으로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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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고고고발발발현현현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축축축

111...고고고발발발현현현 hhhooosssttt---vvveeeccctttooorrrsssyyysssttteeemmm

유자정유성분 대사능을 지닌 유전자를 클로닝한 유전자 재조합 균주들로부터 pET
system(Figure1)을 이용하여 고발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고발현용 숙주세포
는 E.coliBL21(DE3)를,vector로는 pET29b(+)를 사용하여 각 유전자를 클로닝한 후
유전자 재구성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E.coliBL21(DE3)에 형질전환시켰다.본 실험에
서 사용한 균주 및 plasmid는 Table5에 표시하였다.

FFFiiiggguuurrreee111...PPPrrriiinnnccciiipppllleeeooofffpppEEETTT sssyyysssttteeemmm
-출처-http://www.bo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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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555...TTThhheee bbbaaacccttteeerrriiiaaalllssstttrrraaaiiinnnsss aaannnddd ppplllaaasssmmmiiidddsss uuussseeeddd iiinnn ooovvveeerrr---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sssyyysssttteeemmm

SSStttrrraaaiiinnn&&& ppplllaaasssmmmiiiddd GGGeeennnoootttyyypppeee RRReeefffeeerrreeennnccceee
PPPLLLAAASSSMMMIIIDDDSSS

pET29b(+) cit-,KM+ (Sambrook1989)

pETC3
pET29b(+) + 8,585 bp citron oildegrading
gene
from E.cowanii6L,cit+

thisstudy

pETC4
pET29b(+)+ 4,6416 bp citron oildegrading
gene
from E.cowanii6L,cit+

thisstudy

pETC6
pET29b(+) + 7,719 bp citron oildegrading
gene
from E.cowanii6L,cit+

thisstudy

SSSTTTRRRAAAIIINNNSSS

E.coli
BL21(DE3)

hsdSgal(λcIts857ind1Sam7nin5lacUV5-T7
gene1),E.colihoststrain,cit- (Sambrook1989)

ECC3 E. coli BL21(DE3) harvoring 13,955 bp,
pETC3,KM+,cit+ thisstudy

ECC4 E.coliBL21(DE3)harvoring10,011bp,pETC4
KM+,cit+ thisstudy

ECC6 E. coli BL21(DE3) harvoring 13,085 bp,
pETC6,KM+,cit+ thisstudy

aAbbreviations:KM+,kanamycinresistant;cit+,growsoncitronessentialoilasasolecarb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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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고고고발발발현현현 시시시스스스템템템에에에서서서의의의 균균균 생생생육육육

ECC3,ECC4,ECC6은 LB(bactotryptone10g/L,yeastextract5g/L,NaCl5g/L,
kanamycin50 μg/mL)고체배지에 도말하여 28℃에서 배양시켰다.(+)-Limonene또는
유자정유가 유일한 탄소원인 M9 액체최소배지(with kanamycin 50 μg/mL)에
activation된 colony를 0.005O.D(A600)까지 접종하였다.배양 후 15분에 0.01-0.075mM
IPTG(isopropylthio-β-D-thiogalactoside;Sigma-AldrichCo.,St.Louis,MO,USA)
induction하에서 cellgrowth를 측정하여 최대 cellgrowth를 얻기 위한 최적 배양조건
을 구하였다.

333...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의의의 생생생전전전환환환

구축된 고발현 시스템하에서의 어떠한 영양물의 보충없이 유자정유를 유일한 탄소원
으로 하는 M9액체최소배지에서 유자정유의 생전환을 12,24,48,72시간 시행하였다.

444...GGGCCC---MMMSSS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대대대사사사산산산물물물 분분분석석석

생전환 시간에 따라 미생물이 생산한 성분의 종류와 양을 GC-MS를 통하여 분석하
였다.대사산물 분석 조건은 Table3과 같다.



- 22 -

ⅥⅥⅥ...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결결결정정정

111...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DDDNNNAAA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결결결정정정

3종의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 단편을 Sanger의 dideoxy방법(76)을 사용하여 ABI
Prison과 BigdyeTerminatorCycleSeqencingKit을 이용하여 DNA염기서열을 결정하
였다(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광주분소). 결정된 염기서열은 blast program(77,
http://www.ncbi.nih.gov)을 사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였고,openreadingframe
구성과 기존의 유전자들과의 상동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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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구구구조조조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sssuuubbbccclllooonnniiinnnggg

111...PPPCCCRRR

클로닝된 3개의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 cluster는 염기서열 결정분석에 따라 각각의
ORF중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가 어느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각각의 유전자
cluster를 subcloning하였다.Subcloning은 PCR을 통하여 ORF단편을 떠낸 후 CD3과
CD6는 전기영동을 통한 정제 후 바로 pGEM T-easyvector(PromegaCo.,Madison,
WI,USA)에 삽입하여 ligation시켰다.CD4는 PCR수행시 ORF1은 HindⅢ,SalⅠ site
를,ORF2는 EcoRⅠ,PstⅠsite를 ORF3는 PstⅠ,BamHⅠsite를 각 ORF단편의 양
말단에 만들어 주었다.PCR이 끝난 각각의 ORF는 전기영동을 통한 정제 후 HindⅢ
& SalⅠorEcoRⅠ& PstⅠ orPstⅠ& BamHⅠ digestion된 pUC18vector에 ligation
시켰다.각각의 ligationmixture를 E.coliTG1을 숙주세포로 하여 형질전환을 수행하
였다.CD3,CD4,CD6의 ORF를 분리해내기 위해 사용된 PCR용 oligonucleotide서열
은 Table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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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666...CCCDDD333ppprrriiimmmeeerrrsssdddeeesssiiigggnnn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CCCDDD333 SSSeeeqqquuueeennnccceee(((555′′′→→→333′′′))) LLLeeennngggttthhh(((bbbppp)))

OOORRRFFF111
Forward GGATCCGCAATGACGCAAGAT 21
Reverse GTCGACTTAGCGGTGGATGG 20

OOORRRFFF222
Forward CTGCAGAATGTCTGCGAATAC 21
Reverse GAATTCATTTATGACTCCCGG 21

OOORRRFFF333
Forward GAATTCATAAATGAAAAAGACGCA 24
Reverse GGATCCTCAGGCCACGGCT 19

OOORRRFFF444
Forward CTGCAGGGTGTGCGATGACG 20
Reverse AAGCTTGGGGTTAGAGGGACT 21

TTTaaabbbllleee777...CCCDDD444ppprrriiimmmeeerrrsssdddeeesssiiigggnnn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CCCDDD444 SSSeeeqqquuueeennnccceee(((555′′′→→→333′′′))) LLLeeennngggttthhh(((bbbppp)))

OOORRRFFF111 Forward AAGCTTATGCAACACTCCACT
IIIIIIIII 21

Reverse GTCGACTCAGGCGACCGC
III 18

OOORRRFFF222 Forward GAATTCATGGCGAAAGCACGC
RRRIII 21

Reverse CTGCAGTCACCGCAGTGAACT
III 21

OOORRRFFF333 Forward GGATCCATGCAGATTGTGCGT
HHHIII 21

Reverse CTGCAGCATCACACTGTGCG
II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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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888...CCCDDD666ppprrriiimmmeeerrrsssdddeeesssiiigggnnn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CCCDDD666 SSSeeeqqquuueeennnccceee(((555′′′→→→333′′′))) LLLeeennngggttthhh(((bbbppp)))

OOORRRFFF111 Forward TATATCAGACACGGATCTTCC 21

Reverse GCAACAATGTTACTCAATATCG 22

OOORRRFFF222 Forward AAGGAATATGAGTATGCAGCG 21

Reverse CCATCAGCGTATCTGGTCC 19

CD3,CD4,CD6의 각 ORF를 subcloning하기 위한 ORFDNA 단편 제조용 PCR조건
은 다음과 같다.

• 조건 2.

• 조건 1.

CCCDDD333(((OOORRRFFF111,,,OOORRRFFF444))),,,CCCDDD666(((OOORRRFFF111,,,OOORRRFFF222)))

Pre-denaturation:94℃ 3min
Denaturation :94℃ 1min
Annealing :52℃ 2min
Extension :72℃ 2min30sec

30cycle

CCCDDD333(((OOORRRFFF222,,,OOORRRFFF333))),,,CCCDDD444(((OOORRRFFF222,,,OOORRRFFF333)))

Pre-denaturation:94℃ 3min
Denaturation :94℃ 1min
Annealing :52℃ 2min 30cycle
Extension :72℃ 2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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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3.

CCCDDD444(((OOORRRFFF111)))

Pre-denaturation:94℃ 3min
Denaturation :94℃ 1min
Annealing :52℃ 2min 30cycle
Extension :72℃ 3min

222...SSSuuubbbccclllooonnniiinnnggg된된된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성성성분분분 대대대사사사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 선선선별별별

형질전환주의 선별은 ampicillin(50 μg/mL)을 가한 M9 고체최소배지(noble agar
15g;Na2HPO46g;KH2PO43g;NaCl5g;NH4Cl1g/L:pH 7.0)에 형질전환주를 도말
한 후 100μL의 (+)-limonene을 기체상태로 공급하면서 28℃에서 평판배양하였다.

333...SSSuuubbbccclllooonnniiinnnggg된된된 균균균주주주의의의 생생생육육육

Subcloning된 형질전환주를 ampicillin(50 μg/mL)을 가한 M9액체최소배지에서 배양
하였다.액체배지의 조성은 3종류로 준비하였다.
① M9minimalmedia+(+)-limonene(유일한 탄소원)
② M9minimalmedia+0.005% yeastextract(탄소원,질소원)
③ M9minimalmedia+(+)-limonene+0.005% yeast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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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상상상동동동성성성 분분분석석석

Subcloning된 4종의 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유전자 ORF의 염기배열을 blast
program(77)을 사용하여 기존의 유전자들과의 상동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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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ssseeeaaassssssaaayyy

4개의 ORF유전자를 지닌 형질전환주들을 50mLM9액체최소배지(15g;Na2HPO4
6g;KH2PO43g;NaCl5g;NH4Cl,1g/L:pH 7.0)가 담긴 cleanoutarm과 depressed
sidearm이 달린 triple-baffled250mLnephelocultureflask에서 (+)-limonene(97%,
Sigma-AldrichCo.,St.Louis,MO,USA)과 0.005% yeastextract,ampicillin(50 μ

g/mL)을 첨가하여 28℃에서 총 1L배양하였고,균 생육도는 A600에서 약 0.02가 되도
록 하였다.배양이 종료된 미생물 배양액을 4℃에서 원심분리(950×g,20min)하여
균체만을 모은 후 15mLM9액체최소배지 15mL로 씻은 후 10mL으로 현탁하였다.
현탁액을 sonicator(Sonics& MaterialInc.,Newtown,CT,USA)를 이용하여 파쇄(2
초 파쇄,7초 얼음,33cycles)한 후 원심분리(950×g,30min,4℃)하여 얻어진 상징액
을 3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PMSF,Sigma-AldrichCo)와 혼합하여 형질전
환주의 총 효소액으로 삼았다.0.2% (+)-limonene 500 μL를 기질로 하고 효소액
400 μL,멸균된 3차 증류수 100 μL,100mM Tris-HCl(Sigma-AldrichCo),0.3mM
PMSF(Sigma-Aldrich Co.,St.Louis,MO,USA)를 혼합하였고 조효소로는 1mM
flavin adenin dinucleotide(FAD,Sigma-Aldrich Co),1 mM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ADH,Sigma-AldrichCo.,St.Louis,MO,USA),1mM FAD+1mM
NADH를 사용하였다.반응액은 28℃ waterbath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이 상징
액은 배양액 1/2부피의 ether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추출한 후,무수 Na2SO4로 수분을
제거하였다.수분이 제거된 추출액은 휘발성 향기성분이므로 질소가스 기류하에서
천천히 정유 상태로 농축하였다.대사산물 분석은 HP6890GC/HP5973MSD(Hewlett
Packard DevelopmentCo.,Wilmington,DE,USA)을 사용하였다.대사산물 분석은
GC-MS의 결과에 따랐고,GC-MS분석 조건을 Table 9에 나타내었다.표준물질의
authenticRI와 비교하여 최종 화합물로 결정하였고,정량을 위하여 향기성분 추출 시
내부표준물질로 첨가된 ethylmaltol과 동정된 향기성분의 peak area값을 이용하여
시료 1L에 함유된 향기성분을 상대적으로 정량하였다.Limonenehydroxylation이 본
형질전환주들의 cellextration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조구로는 본 형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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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주들의 숙주세포 E.coliTG1에 plasmidDNA로 사용된 pUC18vector만 들어있는
균주를 동조건에서 시행하였다.

TTTaaabbbllleee 999...GGGCCC///MMMSSS cccooonnndddiiitttiiiooonnnsss fffooorrrttthhheee aaannnaaalllyyysssiiisss ooofffbbbiiiooocccooonnnvvveeerrrttteeeddd ppprrroooddduuuccctttsss
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Column DB-INNOWAX
30m×0.25mm×0.25μm(J&W Sci.Co.)

Carriergas Helium(1.0mL/min)
Injector 250℃,splitless
Detector 250℃
Columntemp.program 40℃(3min)→

2℃/minupto150℃→
4℃/minupto240℃(5min)
witha3mininitialholdtime

Temperature ionsourceandinterface230℃
Ionization electronimpactionization(EI)
Ionizationvoltage 70eV
Massrange(m/z) 41～600amμ

Injectionvolumn 1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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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ⅠⅠⅠ...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성성성분분분의의의 생생생전전전환환환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미미미생생생물물물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동동동정정정

111...미미미생생생물물물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생생생리리리․․․생생생화화화학학학적적적 동동동정정정

 (+)-Limonene이 유자정유성분의 70-90%를 차지하므로 (+)-limonene을 가한 집적배
양에 의하여 유자껍질로부터 (+)-limonene대사능을 가진 미생물을 분리하였다.분리된
미생물은 배지에 유일한 탄소원으로 (+)-limonene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재검증하기
위하여 M9최소배지에 분리균주를 접종하고 기체상태로 (+)-limonene을 공급하면서
성장정도를 고체 및 액체배양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그리고 분리균주는 동정하기 전까
지 편의상 6L이라고 명명하였다.분리된 균주는 유일한 탄소원인 (+)-limonene이 공급
된 M9고체배지를 28℃에서 2-3일간 평판배양하면 smallcreamycolonies를 생산하였
다.분리균주의 동정을 위한 그람염색법 및 현미경관찰 결과 그람 음성 간균 이였다.
MicrologⅢ system을 통하여 생리․생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10).이 결과
로부터 6L은 Enterobacteragglomerans로 동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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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000...MMMeeetttaaabbbooollliiicccfffiiinnngggeeerrrppprrriiinnntttooofffttthhheeeiiisssooolllaaattteeedddmmmiiicccrrroooooorrrgggaaannniiisssmmm 666LLL

MMMeeetttaaabbbooollliiiccc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666LLL MMMeeetttaaabbbooollliiiccc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666LLL
Water
α-cyclodextrin
dextrin
glycogen
tween40
tween80
N-acetyl-D-galactosamine
N-acetyl-D-glucosamine
adonitol
L-arabinose
D-arabitol
cellobiose
i-erythritol
D-frutose
L-fucose
D-galactose
gentiobiose
α-D-glucose
m-inositol
α-D-lactose
lactolose
maltose
D-mannitol
D-mannose
D-melibiose
β-methylD-glucoside
D-psicose
D-raffinose
L-rhamnose
D-sorbitol
sucrose
D-trehalose
turanose
xylitol
methylpyruvate
mono-methylsuccinate
aceticacid
cis-aconiticacid
citricacid
formicacid
D-galactonicacidlacton
D-galacturonicacid
D-gluconicacid
D-glucosaminicacid
D-glucuronicacid
α-hydroxybutyricacid
β-hydroxybutyricacid
γ-hydroxybutyricaci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hydroxyphenylaceticacid
itaconicacid
α-ketobutyricacid
α-ketoglutaricacid
α-ketovalenicacid
D,L-lacticacid
malonicacid
propionicacid
quinicacid
D-saccharicacid
sebacicacid
succinicacid
bromosuccinicacid
succinamicacid
glucuronamide
alaninamide
D-alanine
L-alanine
L-alanyl-glycine
L-asparagine
L-asparticacid
L-glutamicacid
glycyl-L-asparticacid
glycyl-L-glutamicacid
L-histidine
hydroxyL-proline
L-leucine
L-ornithine
L-phenylalanine
L-proline
L-pyroglutamicacid
D-serine
L-serine
L-threonine
D,L-camitine
γ-aminobutyricacid
urocanicacid
inosine
uridine
thymidine
phenylethylamide
putrescine
2-aminoethanol
2,3-butanediol
glycerol
D,L-α-glycerolphosphate
glucose-1-phosphate
glucose-6-phosph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L: E. agglomerans(gram negative,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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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666SSSrrr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iiinnnggg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동동동정정정

유자정유성분의 대사능을 지닌 모균주 6L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동정하기 위하여
16S rDNA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모균주 6L로부터 분리된 genomicDNA를
bacteriauniversial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고,299bpDNA 단편을 얻었
다.이 염기서열은 E.cowanii와 99% 상동성을 보였다.E.cowanii16SrDNA의 5́과
3́말단에서 oligonucleotide를 합성하여 모균주 6LgenomicDNA와 PCR을 수행하였다.
증폭된 16S rDNA의 nucleotidesequence를 분석하였다.이 sequence분석에 따라
총 1,384bp단편을 확인하였고(Fig.2),E.cowanii와 99% 상동성을 나타냈다.현재 국제
적인 합의(학문적)에 의해 정확한 염기서열 정열후에 유사도가 97% 이상이면 같은
종으로 볼 수 있다.Fig.3에 16SrDNA 염기서열을 기초로한 다른 bacteria와의 계통
발생론적 관계를 나타내었다.Biolog방법을 통하여 6L은 E.agglomerans로 동정되었
다.그러나 6L은 16S rDNA 염기서열을 기초로한 분자생물학적인 동정에 의하여
E.agglomerans와 계통발생학적으로 근접한 균주 였지만(Fig.3),E.cowanii로 동정

되었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자정유성분의 대사능을 지닌 모균주 6L을 E.cowanii6L
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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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 666LLL111666SSSrrr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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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333...PPPhhhyyylllooogggeeennniiiccc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bbbeeetttwwweeeeeennnttthhheeeiiisssooolllaaattteee666LLLaaannndddooottthhheeerrrrrreeelllaaattteeeddd
bbbaaacccttteeerrriiiaaabbbaaassseeedddooonnn111666SSSrrr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eee

Citrobacteramalonaticus(AF025370)
Enterobacterendosymbiont(AY753172)
Enterobacteragglomerans(AF157688)
Enterobactersp.021909(AJ634059)
Enterobactersp.NAB3a(AY395008)
Citrobacterfarmeri(AF025371)

666LLL
Enterobactersp.B901-2(AB114268)
Enterobactercowanii(AJ508303)
Escherichiacoli(AB045731)

Enterobactersp.76996(AF227845)
SalmonellaentericaserovarTyphimu(AF227869)
SalmonellaentericaSE22(U90318)
Salmonellasp.(X80676)
Enterobactercloacae(Y17665)
Klebsiellaplanticola(AB004755)

CitrobacterdiversusstrainCDC(AF025372)
Enterobactersp.XW 122(AY941837)
Enterobacteraerogenes(AF395913)

Enterobactersp.strainXW 116(AY941835)

0.005

0.001

0.002

0.022

0.346

0.344

0.363

0.371

0.005

0.003

0.004

0.366

0.372

0.179

0.182

0.191

0.270

0.270

0.359

0.356

0.013

0.004

0.002

0.003

0.001

0.009

0.006

0.353

0.016

0.017

0.130

0.131

0.228

0.371

0.371

0.361

0.364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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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666LLL로로로부부부터터터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클클클로로로닝닝닝

111...CCClllooonnniiinnnggg

제한효소 BamHI을 cloningsite로 지니는 서로 다른 크기의 DNA 단편을 지니는
3개의 형질전환주를 획득하였고 이를 각각 E.coliEC3,EC4,EC6라 명하였다.E.coli
EC3,EC4,EC6로부터 plasmid를 분리하여 삽입 DNA를 확인하였다.형질전환주들의
plasmidDNA의 분석 결과 EC3에는 약 8.8kb,EC4에는 약 4.6kb,EC6에는 약 8.2
kb의 서로 다른 크기의 DNA단편이 pUC18vetor에 삽입됨을 확인하였고,이 재조합
DNA는 각각 pREC3,pREC4,pREC6라 명명하였다(Fig.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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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I(0)

PstI(5400)

SalI(0)

BamHI(0)

SalI(1000)

BamHI(6400)
SalI(7300)

EcoRV(5800)

BamHI(8800)
  pREC3

 11500bp

  pUC18

(8800-11500)

FFFiiiggguuurrreee444...PPPaaarrrtttiiiaaalllrrreeessstttrrriiiccctttiiiooonnnmmmaaapppooofffttthhheeepppRRREEECCC333
Plasmid pREC3 is a recombinant plasmid
consisting of pUC18 and the 8.8 kb of
E.cowanii6L.Nocleavagesitesweredetected
within the insert for restriction enzymes;
HindⅢ andEc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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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HI(0)HindIII(0)

EcoRV(899)

HindIII(2032)

BamHI(4641)
EcoRV(3122)

EcoRV(3461)
EcoRV(3788)EcoRV(4310)

EcoRI(4641)

  pUC18

(4641-7300)

  pREC4

  7301bp

FFFiiiggguuurrreee555...PPPaaarrrtttiiiaaalllrrreeessstttrrriiiccctttiiiooonnnmmmaaapppooofffttthhheeepppRRREEECCC444
Plasmid pREC4 is a recombinant plasmid
consisting of pUC18 and the 4.6 kb of
E.cowanii6L.Nocleavagesitesweredetected
withintheinsertforrestrictionenzymes;SalI,
EcoRIandP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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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6

 10900bp

  pUC18

(8200-10900)

BamHI(0)

SalI(0)

SalI(780)

EcoRI(1500)

EcoRI(8200)

BamHI(8200)

EcoRI(4100)
SalI(6100)

ClaI(1900)

FFFiiiggguuurrreee666...PPPaaarrrtttiiiaaalllrrreeessstttrrriiiccctttiiiooonnnmmmaaapppooofffttthhheeepppRRREEECCC666
Plasmid pREC6 is a recombinant plasmid
consisting of pUC18 and the 8.2 kb of E.
cowanii6L.No cleavage sites were detected
withintheinsertforrestrictionenzymeHindⅢ.
SixsitesofEcoR Ⅴ andthreesitesofPstI
werein8.2kbinsert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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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SSSooouuuttthhheeerrrnnnbbbllloootttaaannnaaalllyyysssiiisss

형질전환주인 E. coli EC3, EC4, EC6이 지닌 재조합 DNA가 모균주인
E.cowanii6L로부터 유래했으며,이 서로 다른 크기의 재조합 DNA가 서로 중복된
DNA인지 별개의 서로 다른 DNA인지의 확인을 위해 southern blot을 시행하였다.
모균주인 E.cowanii6L의 염색체 DNA를 cloningsite인 BamHI으로 자르고,cloning
된 세 개의 각각 다른 크기의 DNA단편을 지닌 pREC3,pREC4,pREC6를 동 제한효소
로 잘라서 lane1과 2에 각각 전기영동하였다.ProbeDNA로는 삽입된 8.8kb,4.6kb,
8.2kbDNA 단편만을 elution하여 사용하였다.본 실험 결과로부터 삽입된 각기 다른
크기인 3종의 DNA 단편은 모두 모균주인 E.cowanii6L의 염색체 DNA에서 유래하였
음을 확인하였다(Fig.7).그러나 클로닝된 3종의 각기 다른 크기의 DNA간에는 어떠한
상동성을 보이는 band도 확인되지 않아 3조각의 DNA 단편은 중복되지 않는 서로
다른 유전자임을 확인하였다.모균주인 E.cowanii6L은 탄소원으로 (+)-limonene만
공급하였을때 보다 각종 정유성분이 혼합된 유자정유를 미생물 생육 탄소원으로 이용
하였을때 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양의 향기성분이 검출되었다(69,70).이러한 결과로
E.cowanii6L은 (+)-limonene을 대사할 수 있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terpene계
열 물질을 대사 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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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777...SSSooouuuttthhheeerrrnnn bbblllooottt hhhyyybbbrrriiidddiiizzzaaatttiiiooonnn ooofff pppRRREEECCC333,,,pppRRREEECCC444 aaannnddd
pppRRREEECCC666
Eachclonedinserts(8.8,4.6and8.2kb)from E.cowanii6Lwereused
asaprobe.Thin arrow indicatesvectorposition.LaneM:Molecular
weight of 6L DNA, Lane 1: Bam HI digest of 6L DNA,
Lane2:Bam HIdigestofrecombinantplasmid;pREC3,pREC4and
pREC6.



- 41 -

333...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의의의 성성성장장장 곡곡곡선선선

형질전환주 EC3,EC4,EC6세 균주는 (+)-limonene이나 유자정유가 유일한 탄소원
으로 하는 M9액체최소배지내에서 균 생육도를 보이지 않았다.(+)-Limonene이나
유자정유 내의 terpenoid화합물은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므로 생육저
해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형질전환주 EC3,EC4,EC6세 균주는 모두 0.005%
yeastextract만 첨가된 배양액에서의 생육도(A600:0.01)보다 0.005% yeastextract와
(+)-limonene이나 유자정유를 함께 첨가한 구에서 2.5-2.8배 높은 생육도(A600:
0.025-0.028)를 보였고,28℃에서 각 형질전환주의 생육곡선을 살펴보면 배양후 약 48
시간에 최고의 생육도를 나타내다가 이 시간 이후 정지기에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Fig.8).이와 같은 결과는 (+)-limonene이나 유자정유 구성 성분이 각각의 형질전환
주 대사계에 중요한 탄소 공급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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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888...GGGrrrooowwwttthhhooofffEEECCC333iiinnnMMM999mmmiiinnniiimmmaaalllmmmeeedddiiiaaawwwiiittthhh
(+)-llliiimmmooonnneeennneeeooorrr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aaasssaaa
sssooollleeecccaaarrrbbbooonnnsssooouuurrrccceeeaaattt222888℃℃℃
Top:limonenefeeding.
Bottom:citronessentialoil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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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999...GGGrrrooowwwttthhhooofffEEECCC444iiinnnMMM999mmmiiinnniiimmmaaalllmmmeeedddiiiaaawwwiiittthhh
(+)-llliiimmmooonnneeennneeeooorrrccciiitttrrrooonnn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aaasssaaa
sssooollleeecccaaarrrbbbooonnnsssooouuurrrccceeeaaattt222888℃℃℃
Top:limonenefeeding.
Bottom:citronessentialoil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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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000...GGGrrrooowwwttthhhooofffEEECCC666iiinnnMMM999mmmiiinnniiimmmaaalllmmmeeedddiiiaaawwwiiittthhh
(+)-llliiimmmooonnneeennneeeooorrrccciiitttrrrooonnn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aaasssaaa
sssooollleeecccaaarrrbbbooonnnsssooouuurrrccceeeaaattt222888℃℃℃
Top:limonenefeeding.
Bottom:citronessentialoil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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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성성성분분분 대대대사사사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의의의 단단단독독독배배배양양양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생생생전전전환환환 대대대사사사산산산물물물 분분분석석석

유자정유성분 대사능을 지닌 형질전환주 EC3,EC4,EC6생전환에 의해 생성된 향기
성분을 추출하였고,향기성분의 분석(GC-MS)조건은 Table3과 같이 시행하였다.모균
주의 생육최적온도인 28℃에서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를 지닌 EC3,EC4,EC6을 배양
하였다(Fig.8).28℃에서 각 형질전환주의 생육시기에 따라 3,12,24,36시간 마다그
대사산물을 비교 분석하였다.대조구로는 같은 온도,같은 배양시간 동안 동일한 배양
조건인 M9액체최소배지에 유일한 탄소원으로 유자정유를 기체상태로 공급하고 균체
만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삼았다(Table11).GC-MS분석에 의해 대조구에서 검출되
는 모든 화합물의 양을 뺀 화합물양을 미생물에 의한 생전환된 화합물양으로 간주하였
다.GC-MS분석전에 모든 시료는 후각 테스트를 통하여 추출물의 전체적인 향에 대한
관능검사를 시행하였다.EC3시료에서는 floral향수와 비슷한 꽃향기가 났고,EC4시료
에서는 citrus계열 향과 시원한 꽃향기가 났으며,EC6시료에서는 화한 냄새와 mild
floral향이 났다.모든 시료에서 탄소원으로 공급한 유자정유와는 전혀 다른 향이 났으
며,각 시료에서 각각의 다른 향을 느낄 수 있었다.EC3(Table12),EC4(Table13),
EC6(Table14)모두 유자정유를 대사하여 새로운 terpene화합물을 생산하는데 배양시
간에 따라서 대사산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게 나타났다.EC3,EC4는 배양 24시간에,
EC6는 배양 12시간에 가장 많은 종류의 화합물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되는 화합물의
양도 일정한 함량으로 안정되게 생산되었다.세 형질전환주 모두 대사산물 중 linalool
이 가장 많은 함량으로 검출되었다.Linalool의 함량은 배양 3시간부터 점차 증가하여
배양 24시간에 최고에 달하였으며 36시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대조구에 비하여서
EC3는 3시간:31배,12h:2.6배,24시간:동일,36시간:22배 높게 검출되었다.EC4
는 3시간:41.8배,12시간:1.7배,24시간:1.5배,36시간:25.4배 높게 검출되었다.
EC6는 3시간:57.5배,12시간:4.5배,24시간:1.2배,36시간:28배 더 많이 검출되
었다.배양 12시간,24시간에 많은 양의 linalool이 생성되었으나 대조구에 비해 비율
이 낮은 것은 동조건에서 기체가 액체배지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즉 공급되는 기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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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linalool과 생전환되어 생산되는 linalool량의 합이 최대량 즉 포화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즉 본 실험의 분석방법이 액체배지에 녹아 들어가는 방향성분만을 검출하게
되어 있어서 액체배지내에서 균체에 의해 생전환된 방향성분은 액체배지에 녹아 있는
방향성분과 기체상태로 flask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방향성분의 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액체배지에 녹아 있는 방향 성분만을 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일 것이다.
Terpinen-4-ol과 α-terpineol도 주요 대사산물이였다(Fig.11).Linalool과 같이 함량은
배양 3시간부터 점차 증가하여 배양 후 24시간에 최고에 달하였으며 36시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이외에 소량씩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형질전환주 배양에 따라 독특한
terpene계열 화합물이 각 형질전환주의 대사산물로 검출되었다.즉,EC3배양은 thujyl
alcohol과 nerolidol이, EC4는 nerol, veridiflorol, spathulenol이, EC6는 nerol,
veridiflorol등이 각각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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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lool

α-Terpineol

Terpinen-4-o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 SSStttaaannndddaaarrrddd

FFFiiiggguuurrreee111111...MMMaaassssssssspppeeeccctttrrraaaooofffllliiinnnaaallloooooolll,,,αααα---ttteeerrrpppiiinnneeeooolllaaannndddttteeerrrpppiiinnneeennn---444---ooolll
leftlaneismassspectraofbioconversionproducts.
rightlaneismassspectraofstandard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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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111...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cccooonnntttrrrooolll(((pppUUUCCC111888/// TTTGGG111)))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333hhh 111222hhh 222444hhh 333666hhh

Linalool 0.04 2.70 8.70 0.30

α-Terpineol 0.01 0.25 1.54 0.05

Limonene ND 1.03 0.65 0.05

γ-terpinene ND 0.15 0.11 ND

Terpinen-4-ol ND 0.18 1.05 0.02

Thujylalcohol ND ND 0.08 ND

Dodecanal ND ND 0.02 ND

Trans-geraniol ND ND 0.23 ND

Tetradecanol 0.02 ND ND ND

Hexadecanol ND 0.24 0.10 ND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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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222...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EEECCC333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333hhh 111222hhh 222444hhh 333666hhh

Linalool 1.29 9.60 17.62 6.36

α-Terpineol 0.18 1.35 3.34 0.95

Limonene 0.02 1.53 1.19 0.23

γ-terpinene ND 0.23 0.20 0.03

4-Terpineol 0.03 0.25 2.15 0.62

Thujylalcohol ND 0.08 0.22 0.07

Dodecanal ND ND 0.06 0.02

Trans-geraniol ND 0.13 0.38 ND

Citral ND 0.04 0.07 ND

Nerolidol ND 0.06 0.11 0.30

Tetradecanol 0.12 ND 0.10 0.10

Hexadecanol 0.09 0.44 0.40 0.03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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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333...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EEECCC444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333hhh 111222hhh 222444hhh 333666hhh

Linalool 1.71 7.40 21.48 7.92

α-Terpineol 0.21 0.75 3.29 1.08

Limonene 0.73 1.57 4.25 2.35

γ-terpinene 0.08 0.20 0.57 0.25

4-Terpineol 0.13 0.55 1.60 0.72

Linalooloxide ND ND 0.08 0.06

β-Terpineol ND ND 0.08 0.03

Z-Citral ND ND 0.01 0.02

Citral ND ND 0.09 ND

Nerol ND 0.02 0.04 ND

Hexadecanol 0.19 0.28 0.17 ND

Veridifloral ND ND 0.24 0.06

Spathulenol ND ND 0.21 0.23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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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444...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EEECCC666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333hhh 111222hhh 222444hhh 333666hhh

Linalool 2.34 14.86 19.27 8.70
α-Terpineol 0.27 3.05 3.84 1.85

Limonene 1.06 2.49 1.71 0.60
γ-terpinene 0.10 0.23 0.24 0.04

4-Terpineol 0.18 2.05 2.50 0.97

Thujylalcohol ND 0.01 0.18 0.10
β-Terpineol ND 0.14 0.09 0.06
Z-Citral ND 0.07 0.05 0.04
Nerol 0.02 0.14 0.09 0.03
Veridifloral ND 0.20 0.13 0.07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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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주주주의의의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

111...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의의의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장장장곡곡곡선선선

E.coli형질전환주 EC3,EC4,EC6공동배양액을 M9액체최소배지에서 유일한 탄소
원으로 유자정유를 기체 상태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28℃에서 진탕배양하였다.A600
에서의 혼탁도로 측정하여 공동배양액의 성장곡선을 측정하였다.공동배양에서 각각의
형질전환주는 동 시간대에 A600에서 0.3에서 0.4에 이르는 모두 매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Fig.12).따라서 E.coli형질전환주를 단독배양했을 때 보다 공동배양했을
때 약 12-13배 더 높은 세포 배양을 할 수 있었다.유자정유의 주요화합물인 limonene
및 그 밖의 terpene화합물의 대사능을 지닌 미생물의 대사경로는 이미 밝혀진 것들이
있다(30,56).이들 미생물의 대부분은 이 경로들 중 한 가지를 주 경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E.cowanii6L은 이중 한 가지 대사경로만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경로를 동시 다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E.cowanii6L(70)
로부터 각각의 다른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 단편을 클로닝하여 지니고 있는 E.coli
형질전환주인 EC3,EC4,EC6는 모균주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자정유 대사능 경로를
지니고 있지 않고 그 중 한부분에 속하는 정유 대사능을 지니고 있다.각각의 다른
대사경로에 해당하는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를 동시에 발현시키는 시스템인 공동배양
에서는 부분적인 유자정유 대사능이 상보적으로 전체대사에 관계하므로 단독배양에서
보다 높은 대사체계 구축이 가능하였고,그러므로 동 시스템에서 단독배양에서보다
높은 균 생육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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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222...GGGrrrooowwwttthhh oooffffffooouuurrrcccooo---cccuuullltttuuurrreeesss iiinnn MMM999 mmmiiinnniiimmmaaalllmmmeeedddiiiaaa wwwiiittthhh
ccciiitttrrrooonnn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aaasssaaasssooollleeecccaaarrrbbbooonnnsssooouuurrrccceeeaaattt22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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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생생생전전전환환환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 대대대사사사산산산물물물 분분분석석석

단독배양에서와 같이 공동배양에서도 GC-MS 분석전에 모든 시료를 후각을 통한
관능검사를 시행하였다.EC3+EC4에서는 연한 citrus계열 향이 났고,EC3+EC6에서는
달콤한 귤냄새,EC4+EC6에서는 꽃향과 시원한 citrus 계열 향이 섞여서 났으며
EC3+EC4+EC6에서는 꽃향과 달콤한 향이 섞인 화장품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이는
유자정유 냄새와는 전혀 다른 향이였으며,단독배양 시료의 향과도 다른 향을 느낄 수
있었다.공동배양액의 대사산물은 Table15～19에 나타내었다.공동배양액에서도 단독
배양액에서와 같이 유자정유를 생전환시킨 대사산물 중 linalool이 가장 많은 함량으로
검출되었고,terpinen-4-ol과 α-terpineol이 주요 대사산물이었다(Fig.11).E.coli형질
전환주 공동배양에서 검출되는 그 밖의 화합물들은 단독배양과는 각기 다른 terpene계
열 화합물들이 각각의 공동배양액 대사산물로 검출되었다.즉 EC3+EC4의 공동배양에
서는 β-myrcene,β-terpineol,(Z)-citral,nerol,nerolidol,EC3+EC6의공동배양에서는
nerolidol,EC4+EC6의 공동배양에서는 (Z)-citral,그리고 EC3+EC4+EC6의 공동배양에
서는 ocimene,β-cyclocitral,nerol,veridiflorol이 각각 검출되었는데 이들 화합물들이
각각의 공동배양에 따른 독특한 향을 나타내는 원인물질로 추정된다.공동배양의 배양
시간에 따른 대사산물의 생산은 주 대사산물인 linalool의 경우 배양 후 12시간과 24
시간에 걸쳐 점차 증가하여 72시간 배양액에서는 최대 생산량을 나타냈다.이 밖의
대사산물의 생산도 단독배양에서는 배양 12시간에서 24시간만에 최대생산이 이루어
졌으나 공동배양에서는 배양 48시간에서 72시간만에 최대생산을 얻을 수 있었다.즉
배양 후 72 시간에 단독 배양시의 linalool최대생산량보다 EC3+EC4 공동배양은
약 2-2.7배,EC3+EC6 공동배양은 약 1.2-1.8배,EC4+EC6 공동배양은 약 1.4-2배,
EC3+EC4+EC6공동배양은 약 2배 더 높았고,terpinen-4-ol은 단독배양보다 공동배양
EC3+EC4은 약 2-3배,EC3+EC6은 약 1.2-1.6배,EC4+EC6은 약 1.5배,EC3+EC4+EC6
은 약 1.7배 더 높았으며,α-terpineol은 공동배양 EC3+EC4은 약 1.6-2.4배,EC3+EC6
은 약 1.3배,EC4+EC6은 약 1.52배,EC3+EC4+EC6은약 1.7배씩 각각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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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555...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cccooonnntttrrrooolll(((pppUUUCCC111888/// TTTGGG111)))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111222hhh 222444hhh 444888hhh 777222hhh

Linalool 2.70 8.70 8.80 2.46

α-Terpineol 0.25 1.54 1.38 0.20

Limonene 1.03 0.65 0.87 0.84

γ-terpinene 0.15 0.11 0.16 0.13

Terpinen-4-ol 0.18 1.05 0.98 0.16

Thujylalcohol ND 0.08 0.03 ND

Dodecanal ND 0.02 ND ND

Trans-geraniol ND 0.23 0.08 ND

Hexadecanol 0.24 0.10 ND ND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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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666...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EEECCC333+++EEECCC444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111222hhh 222444hhh 444888hhh 777222hhh

β-Myrcene 0.09 0.08 0.13 0.27

Linalool-oxide 0.01 0.02 0.08 0.18

Linalool 7.10 15.5 23.00 26.76

α-Terpineol 0.81 2.39 3.40 4.60

Limonene 2.73 2.03 3.87 3.24

Terpinen-4-ol 0.58 1.68 2.48 3.56

β-Terpineol 0.02 0.06 0.003 ND

(Z)-Citral ND 0.01 0.01 ND

Nerol 0.02 0.09 0.02 0.15

Nerolidol ND 0.14 0.19 ND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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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777...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EEECCC333+++EEECCC666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111222hhh 222444hhh 444888hhh 777222hhh

Linalool 7.40 13.10 23.12 18.2

α-Terpineol 0.75 2.04 3.56 2.50

Limonene 2.43 1.35 4.67 2.54

γ-terpinene 0.45 0.24 0.91 0.47

Terpinen-4-ol 0.60 1.45 2.57 1.96

Thujylalcohol ND 0.09 ND 0.07

Nerolidol 0.03 0.09 0.24 0.23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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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888...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EEECCC444+++EEECCC666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111222hhh 222444hhh 444888hhh 777222hhh

Linalool 6.70 15.20 20.23 20.78

α-Terpineol 0.73 2.30 3.68 2.92

Limonene 1.62 2.22 1.47 1.86

γ-terpinene 0.25 0.41 0.25 0.32

Terpinen-4-ol 0.58 1.65 2.41 3.20

Trans-geraniol 0.03 0.28 0.16 0.12

(Z)-Citral 0.01 0.01 0.04 0.20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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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999... VVVooolllaaatttiiilll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sss ppprrroooddduuuccc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bbbyyyEEECCC333+++EEECCC444+++EEECCC666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111222hhh 222444hhh 444888hhh 777222hhh

Linalool 7.88 15.20 22.00 20.16

α-Terpineol 0.94 2.44 3.48 3.20

Limonene 2.26 2.12 2.17 1.44

γ-terpinene ND ND 0.36 ND

Ocimene ND ND 0.01 0.02

β-cyclocitral ND ND 0.03 0.08

Terpinen-4-ol 0.64 1.67 2.38 2.36

Nerol 0.02 0.02 ND 0.09

Veridiflorol ND ND ND 0.20

a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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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을을을 지지지닌닌닌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고고고발발발현현현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축축축

111...고고고발발발현현현용용용 hhhooossstttvvveeeccctttooorrrsssyyysssttteeemmm

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유전자의 강력한 단백질 발현을 위해 pET system을 이용
하여 고발현을 시도하였다.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유전자 CD3,CD4,CD6를
pET29b(+)plasmid상의 강력한 T7phagepromoter하류에 삽입하여 pETC3,pETC4,
pETC6(Fig.13)를 재조합하였다.재조합된 유전자를 E.coliBL21에 형질전환 시켜
숙주균에서 공급하는 T7 RNA polymerase에 의해 전사되어 고발현용 형질전환주
ECC3,ECC4,ECC6를 획득하였다.

FFFiiiggguuurrreee 111333...RRReeecccooonnnssstttrrruuuccctttiiiooonnn ooofff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dddeeegggrrraaadddiiinnnggg gggeeennneeesss iiinnn
pppEEETTT222999bbb(((+++)))vvveeeccctttooo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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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고고고발발발현현현 시시시스스스템템템에에에서서서의의의 균균균생생생육육육

2-1.Limonene에서의 고발현 균주 균생육

고발현용 3종의 형질 전환주를 (+)-limonene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하는 M9최소배
지에서 생육하였을 때 ECC3과 ECC4는 배양 3시간 이후,ECC6는 배양 2시간에
정지기에 도달하였으며,ECC3은 A600에서 0.249,ECC4는 A600에서 0.272,ECC6는 A600
에서0.264의 균생육도를 보임으로써 일반 vectorsystem인 pUC18vector(A600≃0.025)
에서 보다 고발현 vector인 pET system에서 균 생육은 약 10배 더 증가하였다(Fig.
14).pET system의 lacUV5promoter에 의한 IPTG(isopropylthio-β-D-thiogalactoside;
Sigma,USA)induction을 시도하였을 때 ECC3은 0.025mM의 IPTG를 첨가하였을때
최대값인 0.303,ECC4는 0.075mM의 IPTG를 첨가하였을 때 0.380,ECC6는 0.075mM
의 IPTG를 첨가하였을 때 0.395의 높은 생육도를 보였다(Fig.14).IPTG induction을
시도한 균주는 IPTG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구에 비하여 ECC3은 1.2배,ECC4는 1.4배,
ECC6는 1.5배 높은 균 생육도를 보였다.

2-2.유자정유에서의 고발현 균주 균생육

유자정유를 유일한 탄소원으로 하는 최소배지에서는 일반 vectorsystem에서는
limonene에서와 별 차이 없이 A600≃0.025-0.03정도의 생육도를 나타내었으나,고발현
vectorsystem에서 생장시 ECC3은 A600에서 0.398,ECC4는 A600에서 0.606,ECC6는
A600에서 0.801의 균생육도를 보임으로써 일반 vectorsystem인 pUC18vector(A600≃
0.025)에서보다 고발현 vector인 pET system에서 균 생육은 약 16-26.7배 더 증가 하
였다.pET system의 lacUV5promoter에 의한 IPTGinduction을 시도하였을 때 ECC3
은 0.01mM의 IPTG를 첨가하였을 때 최대값인 0.588을,ECC4는 0.01mM의 IPTG를
첨가 하였을 때 0.762,ECC6는 0.01mM의 IPTG를 첨가 하였을 때 0.950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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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생육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Fig.14).IPTG induction을 시도한 균주는 IPTG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구에 비하여 ECC3은 1.5배,ECC4는 1.3배,ECC6는 1.2배 높은 균
생육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고발현 시스템하에서 IPTG induction유무와 상관없이 높은 균 생육을

보이는 결과는 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고발현 균주가 IPTG 유도 이전에도 T7RNA
polymerase가 일부 발현하여 높은 균 생육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76).Lacoperon
based프로모터인 lacUV5와 같은 inducible프로모터를 이용한 단백질의 생산시 요구
되어지는 isopropylthio-β-D-thiogalactoside(IPTG)는 그 값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toxic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고발현 시스템은 생산 공정에 이용되어지기
어렵다(76).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조합된 고발현균주 ECC3,ECC4,ECC6는 IPTG첨가
없이도 일반 vectorsystem인 pUC18vector(A600≃0.025)에서 보다 고발현 vector인
pET system에서 균 생육은 (+)-limonene을 탄소원으로 한 경우 약 10배,유자정유를
탄소원으로 한 경우는 16-26.7배 높은 균 성장을 보인다.또한 유자정유와 같은
terpenoid화합물은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해 강력한 독성작용이 있으므로 유자정유의
생전환에 의한 고부가가치 향기물질 생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영양물의 추가공급 없이
도 유자정유내의 terpenoid화합물만을 잘 대사할 수 있는 강력한 미생물의 대사시스템
과 보다 많은 cellmass가 요구되어진다.위와 같은 연구결과로 유일한 탄소원으로
(+)-limonene이나 유자정유를 공급한 최소배지에서 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형질전환
주에 의하여 높은 균 생육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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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444...GGGrrrooowwwttthhhooofffttthhhrrreeeeeetttrrraaannnsssfffooorrrmmmaaannntttsssuuusssiiinnngggaaapppEEETTT sssyyysssttteeemmm iiinnn
MMM999mmmiiinnniiimmmaaalllmmmeeedddiiiaaawwwiiittthhhllliiimmmooonnneeennneeeooorrrccciiitttrrrooonnn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
aaasssaaasssooollleeecccaaarrrbbbooonnnsssooouuurrrccceeeaaattt222888℃℃℃

ECC3ECC3ECC3ECC3

0

0.2

0.4

0.6

0.8

0 1 2 3 4 5 6

Time (h)Time (h)Time (h)Time (h)

AA AA
6
0
0

6
0
0

6
0
0

6
0
0

limonene

limonene+0.025mM IPTG

citron oil

citron oil+0.01mM IPTG

ECC4ECC4ECC4ECC4

0

0.2

0.4

0.6

0.8

1

0 1 2 3 4 5 6

Time (h)Time (h)Time (h)Time (h)

AA AA
6
0
0

6
0
0

6
0
0

6
0
0

limonene

limonene+0.075mM IPTG

citron oil

citron oil+0.01mM IPTG

ECC6ECC6ECC6ECC6

0

0.2

0.4

0.6

0.8

1

1 2 3 4 5 6 7

Time (h)Time (h)Time (h)Time (h)

AA AA
6
0
0

6
0
0

6
0
0

6
0
0

limonene

limonene+0.075mM IPTG

citron oil

citron oil+0.01mM IPTG



- 64 -

333...고고고발발발현현현 시시시스스스템템템에에에서서서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생생생전전전환환환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대대대사사사산산산물물물 분분분석석석

고발현 시스템에서 유자정유의 생전환을 시행하였다.고발현 시스템 하에서의 ECC3,
ECC4,ECC6를 M9액체최소배지에서 유일한 탄소원으로 유자정유를 기체상태로 지속
적으로 공급하면서 28℃에서 진탕배양하여 생전환을 시도하였다.배양시간에 따른
생전환 최적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12,24,48,72시간 동안 배양한 배양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3종의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인 CD3,CD4,CD6를 지닌 고발현 시스템에
서 생전환시 3종의 균주 모두 주요 대사산물로는 linalool,terpinen-4-ol,α-terpineol을
공통적으로 생산하였다(Table20).그러나 minor산물의 양과 종류는 균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Table21),3종의 미생물에 의한 중요한 향의 차이는 이 minor
물질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여겨졌다.즉 CD3를 지닌 ECC3에서는 꽃향과
달콤한 향이,CD4를 지닌 ECC4는 citrus계열과 같은 상큼한 향이,CD6를 지닌 ECC6
에서는 부드러운 꽃향과 달콤한 향이 주 향으로 나타났다.ECC3와 ECC4는 12시간대
에,ECC6는 12시간에서 24시간대에서 가장 강하게 향을 느낄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
는 배양시간에 따라 생산된 생전환 물질의 양을 분석한 결과,배양 12시간에서 24시
간 사이에 가장 많은 향기물질이 생산되며 그 이후 차차 감소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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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222000...IIIdddeeennn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 ooofffmmmaaajjjooorrr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 ppprrroooddduuuccctttsss fffooorrrmmmeeeddd 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yyy hhhiiiggghhh llleeevvveeelll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hhhooosssttt---vvveeeccctttooorrr
sssyyysssttteeemmmsss

CCCuuullltttiiivvvaaatttiiiooonnn
TTTiiimmmeee(((hhh)))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EEECCCCCC333 EEECCCCCC444 EEECCCCCC666

12

linalool 2.30 6.90 2.10

terpinen-4-ol 0.20 0.60 0.14

α-terpineol 0.20 0.93 0.18

24

linalool 0.50 2.90 2.60

terpinen-4-ol 0.04 0.20 0.20

α-terpineol 0.09 0.30 0.26

48

linalool 0.34 0.70 0.38

terpinen-4-ol 0.02 0.04 0.02

α-terpineol 0.02 0.05 0.02

72

linalool 0.85 0.74 0.79

terpinen-4-ol 0.06 0.05 0.04

α-terpineol 0.07 0.09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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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111...IIIdddeeennn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mmmiiinnnooorrrbbbiiiooocccooonnnvvveeerrrsssiiiooonnnppprrroooddduuuccctttsssfffooorrrmmmeeedddfffrrrooommm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bbbyyy hhhiiiggghhh llleeevvveeelll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hhhooosssttt---vvveeeccctttooorrr
sssyyysssttteeemmmsss

CCCuuullltttiiivvvaaatttiiiooonnn
TTTiiimmmeee(((hhh)))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EEECCCCCC333 EEECCCCCC444 EEECCCCCC666

12
dodecanol,veridiflorol,

spathulenol

dodecanol,
citronellylacetate,

β-terpinylacetate,
nerol,nerolidol,
veridiflorol,

spathulenol,elemol,
carvone,(Z)-citral

4-dodecanol,
veridiflorol,
spathulenol,
β-terpineol

24 -
octadecane,veridiflorol,

spathulenol

cyclohexanone,
4-ethyl,
veridiflorol,
spathul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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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결결결정정정

111...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결결결정정정

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모균주 E.cowanii6L로부터 클로닝된 3개의 유전자 CD3,
CD4,CD6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Fig.15～17).CD3는 8,585bp크기이며 이 안에
4개의 openreadingframe(ORF)이 존재하였다.CD4는 4,641bp크기이며 이 안에 3개
의 ORF가 존재하였다.CD6는 7,719bp크기이며 이 안에 2개의 ORF가 존재하였다
(Fi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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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555...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ssseeeqqquuueeennnccceeeaaannnddddddeeeddduuuccceeedddooopppeeennn rrreeeaaadddiiinnnggg fffrrraaammmeeeaaammmiiinnnooo
aaaccciiiddd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CCCDDD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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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666...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ssseeeqqquuueeennnccceeeaaannnddddddeeeddduuuccceeedddooopppeeennn rrreeeaaadddiiinnnggg fffrrraaammmeeeaaammmiiinnnooo
aaaccciiiddd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CCCDDD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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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777...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ssseeeqqquuueeennnccceeeaaannnddddddeeeddduuuccceeedddooopppeeennn rrreeeaaadddiiinnnggg fffrrraaammmeeeaaammmiiinnnooo
aaaccciiiddd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CCCDDD666



- 83 -

222...상상상동동동성성성 분분분석석석

2-1.CD3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 CD3는 8,585bp크기이며 이 안에 4개의 ORF가 존재하였다.
이 4개의 ORF와 기존 database의 다른 유전자들과 아미노산 상동성 분석결과 ORF1,
ORF2,ORF3는 nitratetransportcomponent와 유전자의 일정 부분이 70-80%에 이르
는 상동성을 나타내었고,ORF4는 nitrateregulatoryprotein과 유전자의 일정 부분이
35%의 아미노산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2-2.CD4

CD4는 4,641bp크기이며 이 안에 3개의 ORF가 존재하였다. ORF1(1,515bp)은
ATP-binding componentofhigh affinity L-arabinosetransportsystem과 88%의
상동성을 나타내었고,ORF2(627bp)는 L-arabinosebindingperiplasmicprotein과 89%
의 상동성을, ORF3(573bp)는 ABC-type arabinose transport system permease
component와 95%의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2-3.CD6

CD6는 7,719bp크기이며 이 안에 2개의 ORF가 존재하였다. ORF1(1,776bp)는
putative signaling protein과 39% ORF2(1,356bp)는 hypotheticalproteins와 38%의
상동성을 각각 나타내었다.



- 84 -

     O rf1

(4 8 93 -6 15 5 )

      O rf4

  (3 42 0 -4 6 3 7)

8 ,585  bp

C 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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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bp

CD6

FFFiiiggguuurrreee 111888... GGGeeennnooommmiiiccc 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 ooofff ccciiitttrrrooonnn eeesssssseeennntttiiiaaalll oooiiilll dddeeegggrrraaadddiiinnnggg
gggeeennneeesss(((CCCDDD333,,,CCCDDD444,,,CCCDDD666)))fffrrrooommm 666LLL



- 85 -

ⅦⅦⅦ...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구구구조조조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sssuuubbbccclllooonnniiinnnggg

111...균균균주주주선선선별별별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를 지닌 형질전환주의 선별은 ampicillin(50 μg/mL)을 가한
M9 고체최소배지(nobleagar,15g;Na2HPO4,6g;KH2PO4,3g;NaCl,5g;NH4Cl,
1g/L:pH 7.0)에 형질전환주를 도말한 후 100 μL의 (+)-limonene을 기체상태로 공급
하면서 28℃에서 평판배양하였다.약 5일 배양 후 CD3-ORF2(920bp),
CD4-ORF1(1,515bp),CD6-ORF1(1,776bp),CD6-ORF2(1,356bp)의 단편을 지닌 형질전
환주만이 동배지에서 작은 집락을 형성하였다.집락을 형성한 형질전환주는 putative
limonenehydroxylasegene으로써 두 차례 더 M9고체최소배지에서 (+)-limonene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하는 배지에서 연속해서 배양시 집락을 재현하여 형성하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다.선정된 형질전환주는 CD3-ORF2를 지닌 균주는 EC3-2,CD4-ORF1
를 지닌 균주는 EC4-1,CD6-ORF1를 지닌 균주는 EC6-1,CD6-ORF2를 지닌 균주는
EC6-2로 각각 명명하였다.

222...SSSuuubbbccclllooonnniiinnnggg된된된 균균균주주주의의의 생생생육육육

Subcloning된 4종의 limonene hydroxylase gene을 함유한 형질전환주를
M9minimalmedium +(+)-limonene,M9minimalmedium +0.005% yeastextract,
M9minimalmedium +(+)-limonene+0.005% yeastextract와 같이 각각의 3가지 조
건으로 배양하였다.4종의 형질전환균주 모두 M9minimalmedium +(+)-limonene
배지에서는 거의 생육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M9minimalmedium + 0.005% yeast
extract배지에서는 A600에서 약 0.01정도의 생육을 보였으나, M9 최소배지에
(+)-limonene과 생육보강제로 0.005% yeastextract를 가한 배지에서는 A600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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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정도의 생육을 나타내어 이 4종의 ORF유전자가 모두 limonenedegradingfunction
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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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111999...GGGrrrooowwwttthhh ooofff 444 tttrrraaannnsssfffooorrrmmmaaannntttsss iiinnn MMM999 mmmiiinnniiimmmaaalllmmmeeedddiiiaaa wwwiiittthhh
(((+++)))---llliiimmmooonnneeennneeeaaassssssooollleeecccaaarrrbbbooonnnsssooouuurrrccceeeaaattt222888℃℃℃
L:(+)-limoneneassolecarbonsource.
Y :0.005% yeastextract.
EC3-2:E.coliTG1transformantharboringORF3-2DNA fragment.
EC4-1:E.coliTG1transformantharboringORF4-1DNA fragment.
EC6-1:E.coliTG1transformantharboringORF6-1DNA fragment.
EC6-2:E.coliTG1transformantharboringORF6-2DNA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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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SSSuuubbbccclllooonnniiinnnggg된된된 OOORRRFFF의의의 상상상동동동성성성분분분석석석

333---111...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ssseeegggeeennneee과과과의의의 유유유전전전자자자 상상상동동동성성성 분분분석석석

Subcloning된 균주의 생육실험에 의하여 CD3의 4개 ORF중 ORF3-2가,CD4의 3개
ORF 중 ORF 4-1이,CD6의 2개 ORF 중에서는 이 두개의 ORF 모두 limonene
degradingstructuralgene즉 putativelimonenehydroxylasegene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세균으로부터 (+)-limonene을 대사할 수 있는 유전자로서 클로닝되어 그

염기서열이 규정된 유일한 보고인 Cheong 과 Oriel 등이 보고한
B.stearothermophilusBR388로부터의 limonenehydroxylasegene(82)과 본 실험에서
subcloning된 4개의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NCBI의 BLAST 및 ExPASYprogram(77)
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Oriel등의 limonenehydroxylasegene(82)과 CD3-ORF2는
약 34%,CD4-ORF1과는 약 46%,CD6-ORF1과는 약 47%,ORF2와는 약 45%의 상동
성을 나타내었다(Table22).CD3-ORF2가 이들 유전자간의 상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나머지 유전자들은 B.stearothermophilusBR388의 limonenehydroxylase유전
자와 약 50%에 이르는 상동성을 나타내었다(Table22).본 연구에서 분리된 4종의
ORF간의 상동성을 살펴보면 CD3-ORF2,CD4-ORF1,CD6-ORF1간에는 약 37-40%의
상동성을 보이나 CD6-ORF2는 나머지 3개의 유전자와 44-46%에 이르는 보다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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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222...AAAmmmiiinnnoooaaaccciiidddiiidddeeennntttiiitttyyybbbeeetttwwweeeeeennn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ssseeegggeeennneeefffrrrooommm
BBBRRR333888888aaannndddccciiitttrrrooonnneeesssssseeennntttiiiaaallloooiiillldddeeegggrrraaadddiiinnnggg

gggeeennneeesss fffrrrooommm 666LLL

gggeeennneee hhhooommmooolllooogggyyy(((%%%))) sssooouuurrrccceee

Limonenehydroxylase 100 (82)

CD3-ORF2 35.8 inthiswork

CD4-ORF1 45.7 inthiswork

CD6-ORF1 46.9 inthiswork

CD6-ORF2 44.8 inthis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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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SSSuuubbbccclllooonnniiinnnggg된된된 유유유자자자정정정유유유 대대대사사사능능능 유유유전전전자자자와와와 기기기존존존 dddaaatttaaa bbbaaassseee를를를 통통통한한한
OOORRRFFF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상상상동동동성성성 분분분석석석

Subcloning된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 4개를 NCBI의 blast(77)를 통하여 상동성
분석을 실시하였다.ORF3-2는 nitrateuptakesystem을 지닌 NasFED sequence와
70%에 이르는 높은 상동성을 가진다(Fig.20).NasFED는 periplasmicbindingprotein,
membrane-spanning protein, ATP-binding protein을 암호화하고 있다. Nitrate
transport는 nitrateassimilation의 첫 단계이며 ATP는 생체계에서 자유에너지의 보편
적인 유통 매체이다.생체는 세 가지 주요한 목적을 위하여 자유에너지를 계속해서
얻어야 한다.세 가지 목적이란 근육수축,그 밖의 세포들의 운동에서 하는 기계적인
일,분자와 이온을 능동적으로 운반하는 것 그리고 간단한 선구물질들로부터 고분자들
과 그 밖의 생체분자들을 합성하는 과정들이다.ORF4-1은 L-arabinose transport
ATP-binding protein araG 와 80%에 이르는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Fig.21).
Arabinose는 5탄당이며 이러한 탄수화물은 여러 개의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 화합물이다.탄수화물은 모든 형태의 생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유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62).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자정유는 재조합 균주의 중요한 탄소원이며 그 중 L-arabinose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또한 자유에너지 유통 매체인
ATP를 binding한다는 것은 ATP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유전자가 발효 즉
대사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ORF3-2와 ORF4-1
유전자가 유자정유성분 대사계에 영향을 미치며 electrontransfer에 관계하는 유전자임
을 추정할 수 있다(62).
ORF6-1은 putativesignalingprotein과 39%의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Fig.22).

단백질을 목표로 찾아가는 것은 진핵생물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도 단백질의 연속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 단백질들을 찾아간다.갓 합성되는 사슬에 있는 아미노 말단의
신호 연속부분들은 박테리아의 단백질들을 세포막과 외막을 가로지르도록 하는 단백질
자리 옮김기능을 가진다(62).이와 같은 결과로 ORF6-1은 유자정유성분을 분해할 수



- 90 -

있는 효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ORF6-2은 hypotheticalprotein과 38%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Fig.23).

Hypotheticalprotein은 아직까지 기작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로써 ORF6-2유전자가
유자정유 대사능에 관여하는 유전자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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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000...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ttthhheeedddeeeddduuuccceeedddOOORRRFFF333---222 fffrrrooommm 666LLL
aaannnddd aaallliiigggnnnmmmeeennnttt wwwiiittthhh nnniiitttrrraaattteee tttrrraaannnssspppooorrrttteeerrr pppeeerrrmmmeeeaaassseee
cccooommmpppooonnneeennntttfffrrrooommm sssuuubbbsssppp...aaatttrrrooossseeeppptttiiicccaaa
SSSCCCRRRIII1110004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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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111...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ttthhheeedddeeeddduuuccceeedddOOORRRFFF444---111fffrrrooommm 666LLL
aaannnddd aaallliiigggnnnmmmeeennntttwwwiiittthhh LLL---aaarrraaabbbiiinnnooossseee tttrrraaannnssspppooorrrtttAAATTTPPP---bbbiiinnndddiiinnnggg
ppprrrooottteeeiiinnnaaarrraaaGGGfffrrrooommm iiiCCCFFFTTT00077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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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222...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ttthhheeedddeeeddduuuccceeedddOOORRRFFF666---111fffrrrooommm 666LLL
aaannnddd aaallliiigggnnnmmmeeennnttt wwwiiittthhh pppuuutttaaatttiiivvveee sssiiigggnnnaaallliiinnnggg ppprrrooottteeeiiinnn fffrrrooommm

sssuuubbbsssppp...aaatttrrrooossseeeppptttiiicccaaaSSSCCCRRRIII1110004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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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333...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ttthhheeedddeeeddduuuccceeedddOOORRRFFF666---222fffrrrooommm 666LLL
aaannndddaaallliiigggnnnmmmeeennntttwwwiiittthhhhhhyyypppooottthhheeetttiiicccaaalllppprrrooottteeeiiinnnYYYPPP111111666111fffrrrooommm

bbbiiiooovvvaaarrrmmmeeedddiiieeevvvaaallliiisssssstttrrr...999111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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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ssseeeAAAssssssaaayyy

유자정유 대사능에 관여하는 ORF 유전자를 지닌 형질전환주의 limonene
hydroxylation 기능 확인을 위하여 (+)-limonene을 기질로 하여 각각의 균주로부터
분리해낸 crude enzyme을 28℃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조효소로써 1 mM FAD,
1mM NADH 그리고 1mM FAD와 1mM NADH 혼합액을 사용하였다.각각의
조효소에 따른 대사산물 생산량은 정량을 위하여 향기성분 추출 시 내부표준물질로
첨가된 ethylmaltol과 동정된 향기성분의 peakarea값을 이용하여 시료 1L에 함유된
향기성분을 상대적으로 정량하였다(Table23～27).EC3-2는 1mM NADH 구에서
linalool이 가장 많은 함량으로 검출되었으며 1 mM FAD 구를 제외하고,소량의
dihydrolinalool도 생산되었다(Table24).EC4-1은 모든 구에서 많은 양의 linalool이
검출되었으며 소량의 dihydrolinalool도 생산되었다(Table25).EC6-1은 FAD만 처리
된 구에서 linalool이 1,066mg/L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1mM NADH 구에서도
1,028mg/L검출 되었다.Perillylalcohol은 1mM FAD와 1mM NADH 혼합구에서
434mg/L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Table26).EC6-2균주의 limonenehydroxylation
주요 대사산물은 perillylalcohol, α-terpineol,linalool이였다.Perillylalcohol(35.2
mg/L)과 α-terpineol(32.5mg/L)은 1mM FAD와 1mM NADH 혼합구에서
가장 많은 함량으로 검출되었다.Linalool은 1mM NADH만 사용한 구에서 가장 많은
양 생성(209mg/L)되었다.그밖에 소량의 dihydrolinalool과 γ-terpineol이 검출되었다
(Table27).
대조구인 pUC18vector를 지닌 형질전환주 E.coliTG1을 비롯하여 유자정유 대사

능 ORF유전자를 지닌 4개의 형질전환주 모두 linalool과 dihydrolinalool을 생산하였다.
Linalool은 대조구 보다 4개의 형질전환주에서 약 2-17배 더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의 subcloning이전에 전체 유전자를 지닌 형질전환주를 단독,
공동,고발현 시스템에서 배양 하였을때 모든 형질전환주에서 유자정유를 대사하여
생산된 물질중 최대생산 물질이 linalool이였다.이것은 각기 다른 유자정유 대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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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CD3,CD4,CD6)내에 공통적으로 limonenehydroxylation에 의해 linalool이
생성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Dihydrolinalool도 대조구 보다 약 3-26배 더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이상의 결과로 Linalool과 dihydrolinalool의 생산은 형질전환주의
limonenehydroxylase의 작용과 함께 limonene자동산화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EC6-1로부터 분리된 crude enzyme은 limonene 7번 위치에서 hydroxylation을

일으켜 perillylalcohol을 생산하였고,EC6-2는 limonene1번(γ-terpineol),7번(perillyl
alcohol),8번(α-terpineol)위치에서 hydroxylation을 일으킴을 알 수 있었다(Fig.24,
Table26,27).
이상의 결과는 조효소로 사용된 FAD는 dehydrogenase 반응 촉진을 NADH는

monooxygenase반응을 촉진하여 limonenehydroxylation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FAD,NADH를 단독 또는 혼합하여 시행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E.cowanii6L의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 CD3,CD4,CD6로부터

subcloning된 CD3-ORF2,CD4-ORF1,CD6-ORF1그리고 CD6-ORF2유전자는 모두
limonenehydroxylation기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고 이러한 각 유전자 기능의 확
인은 Fig.19에서 각 유전자를 지닌 형질전환주가 limonene 최소배지에서 모두
A600=0.03정도의 생육을 나타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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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333...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tttiiiooonnn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bbbyyypppUUUCCC111888/// TTTGGG111ccceeellllll
eeexxxtttrrraaacccttt(((cccooonnntttrrrooolll)))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FFFAAADDD NNNAAADDDHHH FFFAAADDD+++NNNAAADDDHHH

Dihydrolinalool 0.5 0.5 18.8

Linalool 85.0 91.6 63.5

FAD:1mM,NADH:1mM,FAD+NADH:1mM each.

TTTaaabbbllleee222444...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tttiiiooonnn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bbbyyyEEECCC333---222ccceeelllllleeexxxtttrrraaacccttt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FFFAAADDD NNNAAADDDHHH FFFAAADDD+++NNNAAADDDHHH

Dihydrolinalool NDa 11.2 19.8

Linalool 98.7 1199.0 1097.0

aND,notdetected
FAD:1mM,NADH:1mM,FAD+NADH:1mM each.



- 99 -

TTTaaabbbllleee222555...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tttiiiooonnn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bbbyyyEEECCC444---111ccceeelllllleeexxxtttrrraaacccttt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FFFAAADDD NNNAAADDDHHH FFFAAADDD+++NNNAAADDDHHH

Dihydrolinalool NDa 13.3 10.0

Linalool 1475.0 1386.0 1072.0

aND,notdetected
FAD:1mM,NADH:1mM,FAD+NADH:1mM each.

TTTaaabbbllleee222666...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tttiiiooonnn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bbbyyyEEECCC666---111ccceeelllllleeexxxtttrrraaacccttt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FFFAAADDD NNNAAADDDHHH FFFAAADDD+++NNNAAADDDHHH

Dihydrolinalool 9.7 NDa 1.6

Linalool 1066.0 1028.0 307.0

Perillylalcohol 344.0 271.0 434.0

aND,notdetected
FAD:1mM,NADH:1mM,FAD+NADH:1mM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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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777...LLLiiimmmooonnneeennneeehhhyyydddrrroooxxxyyylllaaatttiiiooonnn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bbbyyyEEECCC666---222ccceeelllllleeexxxtttrrraaacccttt

MMMeeetttaaabbbooollliiittteeesss
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ooofffppprrroooddduuuccctttsss(((mmmggg///LLL)))

FFFAAADDD NNNAAADDDHHH FFFAAADDD+++NNNAAADDDHHH

Dihydrolinalool 0.8 1.6 1.0

Linalool 109.0 209.0 12.6

α-Terpineol 30.3 25.2 32.5

γ-Terpineol 3.6 2.6 4.0

Perillylalcohol 28.6 23.3 35.2

FAD:1mM,NADH:1mM,FAD+NADH:1mM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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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유자에는 비타민 A,C등의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유자 특유의
향을 결정하는 많은 정유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과피의 건조중량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정도의 정유성분을 함유하고 있다.이 정유성분은 (+)-limonene과 같은
monocyclicterpenoid화합물이며 유자나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껍질 정유성분의 공통
적인 주요성분으로 약 70-90%정도를 차지한다.
(+)-limonene은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terpene류로서,많은 식품이

나 그 밖의 향료산업에 직접 이용되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대사체계를
이용하여 값비싼 다른 향기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초기 기질물질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자관련 연구가 유자차나 유자잼 제조 등의 1차 가공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유자의 정유성분이나 기타 수용성 향기 성분들에 대한 분석에 관한 몇
건의 보고가 있으나 유자정유 성분의 주를 이루는 (+)-limonene및 monoterpenoid를
미생물학적으로 생전환 시키려는 시도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비해 선진 외국에서는 (+)-limonene 및 monoterpenoid를 미생물학적으로

생전환 시킨 여러 건의 연구보고가 있다.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감귤류 껍질에
공통물질로 존재하는 정유성분인 (+)-limonene을 여러 가지의 향기 성분으로 생전환
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선별하고,이 미생물이 (+)-limonene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이용
하여 생산한 각종 대사산물이 어떠한 향기성분인가를 알아보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자연계에 분포하는 야생균주로부터 limonene의 생전환 체계는 그 대사산물

의 생산량이 소량이고 대사체계가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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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야생 균주로부터의 (+)-limonene생전환능 유전자 조절을 위하여,유전자를
대장균으로 클로닝하고 그 재조합체 대장균이 야생 모균주 보다 안정되게 고부가가치
향기성분을 생산하고,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규명한 연구가 미국 미시간 대학의
Dr.Oriel팀의 유일한 보고가 있다.그러나 이 유전자는 (+)-limonene만을 대사할 수
있는 limonenehydroxylasegene으로 규명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에서보다 (+)-limonene및 유자정유에 대해 30-40배

높은 저항성 및 유자정유가 유일한 탄소원인 최소배지에서 A600=4.3을 보이는 우수한
대사능을 지닌 우량균주를 분리했다.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닌 모균주 6L을 그람염색법
및 현미경 관찰,Microlog Ⅲ system을 통한 생리․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16Sr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E.cowanii로 동정되었으며 E.cowanii6L로 명명
하였다.
E.cowanii6L로부터 유자정유성분 대사능을 지닌 전혀 다른 3종(CD3,CD4,CD6)

의 유전자를 분리하였으며,이를 지닌 E.coli재조합 균주를 E.coliEC3,EC4,EC6라
고 각각 명명하였다.Southern blotanalysis를 통하여 재조합 DNA가 모균주인
E.cowanii6L로부터 유래했으며,각각의 재조합 DNA가 서로 별개의 DNA임을 확인
하였다.야생 분리 균주인 6L의 대사계는 매우 다양하여 불안정 하지만 (+)-limonene
및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를 지닌 형질전환주는 모균주 보다 안정된 대사계를 갖게
되었다.모균주가 배양 120시간(5days)만에 대사산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형질전환주
는 모균주 보다 빠른 대사속도로 12-24시간(1day)만에 대사산물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고,모균주에 비해 각 형질전환주간의 대사산물도 단순화 되었다.
유자정유성분 대사능을 지닌 형질전환주들의 효율적인 미생물 발현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하여 각각의 서로 다른 E.cowanii6L의 DNA단편을 지닌 형질전환주 EC3,EC4,
EC6을 혼합하여 공동배양을 하였다.유일한 탄소원으로 유자정유만이 공급된 배지에서
공동배양시 단독배양에서 보다 약 12-13배 더 높은 균 생육도를 보였으며,동 시스템
에서 주요 대사산물의 생산도 많아졌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단독배양에서는 EC3,
EC4,EC6가 가진 부분적인 유자정유 대사능이 공동배양에서는 상보적으로 전체대사에
관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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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system을 이용한 고발현을 위하여 IPTG induction을 시도하였을때 일반 vector
system에서 보다 고발현 vectorsystem에서 균 생육은 약 10배 더 증가하였다.IPTG
induction을 시도한 균주는 IPTG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구에 비하여 ECC3은 1.5배,
ECC4는 1.3배,ECC6는 1.2배 높은 균 생육도를 보였다.이와 같이 IPTG induction하
지 않은 균과 IPTG induction균주의 생육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고발현
균주가 IPTG 유도 이전에도 T7RNA polymerase가 일부 발현하여 높은 균 생육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독배양,공동배양,고발현 시스템을 통한 생전환시 3종의 균주 및 공동배양액

모두 주요대사산물로는 linalool,terpinen-4-ol,α-terpineol을 공통적으로 생산하였고
minor산물의 양과 종류는 균종과 공동배양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생전환에
의한 중요한 향의 차이는 이 minor물질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E.cowanii6L의 염색체 DNA로부터 분리된 CD3,CD4,CD6유자정유 대사능 유전

자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CD3는 8,585bp크기이며 이 안에 4개의 openreading
frame이 존재하였다.CD4는 4,641bp크기이며 이 안에 3개의 ORF가 존재하였다.CD6
는 7,719bp크기이며 이 안에 2개의 ORF가 존재하였다.(+)-Limonene대사능 유전자
에 관한 유일한 보고인 B.stearothermophilusBR388로부터의 limonenehydroxylase
gene의 염기서열과 본 연구에서의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 각각의 ORF별 아미노산
상동성을 살펴보면 CD3,CD4,CD6의 주요한 ORF는 모두 약 45%정도의 높은 상동성
을 나타내었다.
클로닝 된 3개의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ORF가 전체 유자정유

대사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subcloning을 시도한 결과
CD3-ORF2(920bp),CD4-ORF1(1,515bp),CD6-ORF1(1,776bp),CD6-ORF2(1,356bp)의
단편을 지닌 형질전환주만이 (+)-limonene이 유일한 탄소원으로 공급된 M9고체최소
배지에서 작은 집락을 형성하여 limonene degrading structuralgene 즉 putative
limonenehydroxylasegene임을 확인하였다.
ORF3-2는 nitrateuptakesystem을 지닌 NasFED sequence와 70%에 이르는 높은

상동성을 ORF4-1은 L-arabinosetransportATP-bindingproteinaraG 와 80%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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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이와 같은 결과로 ORF3-2,ORF4-1은 electrontransfer
에 관계하는 유전자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ORF 6-1은 putativesignalingprotein과
39%의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이와 같은 결과로 ORF 6-1은 유자정유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었다.ORF6-2는
hypotheticalprotein과 38%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임으로 유자정유 대사능을 지녔음
을 유추할 수 있었다.각각의 ORF 유전자의 domain별 분석결과 각기 다른 4종류의
ORF유전자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자정유 대사능 유전자를 구성하는 subcloning된 ORF가 유자정유 대사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ehydrogenase 반응 촉진을 위하여 FAD를
monooxygenase반응 촉진을 위하여 NADH를 사용 하여 limonenehydroxylaseassay
를 시행하였다.대조구로 사용된 pUC18vector를 지닌 형질전환주 E.coliTG1을 비롯
하여 유자정유 대사능 ORF 유전자를 지닌 4개의 형질전환주 모두 linalool과
dihydrolinalool을 생산하였고,4종의 형질전환주의 생산량이 대조구에 비해 linalool은
약 2-17배,dihydrolinalool은 3-26배 높았다.이러한 결과로 linalool과 dihydrolinalool은
limonene의 자동산화와 hydroxylation에 의해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추정 된다.EC6-1
로부터 분리된 crude enzyme은 limonene 7번 위치에서 hydroxylation을 일으켜
perillylalcohol을 생산하였고,EC6-2는 limonene1번(γ-terpineol),7번(perillylalcohol),
8번(α-terpineol)위치에서 hydroxylation을 일으킴을 알 수 있었다.이상의 결과는 4종
의 ORF균주가 각각의 조효소에 대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것은 모균주인
E.cowanii6L의 terpenoid계열 화합물 대사계가 다양하여 limonene뿐 아니라 유자정유
성분을 대사할 수 있는 균주 였으며,그로부터 전혀다른 3종의 유전자 및 subcloning된
4종의 ORF유전자를 분리해낸 결과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유자정유 대사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보고된바 없다.본 연구에서는 유자
정유 대사능에 관여하는 전혀 다른 3종의 유전자를 분리하였으며 유전자의 구성(ORF
유전자 4종)및 특성(limonenehydroxylation)을 규명한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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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① 유자가공 시에 발생하는 폐자원인 유자
껍질(유자정유)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 난분해성인 terpenoid화합물을 분해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③ 그와 더불어 생물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고부가가치 향기물질로 생전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는데 의의를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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