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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physiological changes in a thermotolerant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KNU5377 cell
exposed to 48-hour alcohol fermentation at 40

o
C were investigated. After 12 hours of alcohol fermenta-

tion at 40
o
C, the C16:1 unsaturated acid of plasma membrane increased to 1.5 times more than the C16:0

saturated fatty acid, and to about 2 times more for the C18:1 unsaturated fatty acid. Fermentation at
both 30oC- and 37oC- fermentation showed the same pattern as that done at 40oC. The pH of the alco-
hol-fermentation medium was reduced to pH 4.1 from a starting pH of 6.0 through the 12-hr fermen-
tation and then maintained this level during the continuing fermentation. With the process of fermen-
tation, the remaining glucose was reduced, but its amount remaining during the 40

o
C-fermentation

was less reduced than those fermented at 30
o
C and 37

o
C. In the study investigating the changing pat-

tern of cellular proteins in the alcohol-fermenting cells, the SDS-PAGE and 2-D data indicated the
most expressed dot was phosphoglycerate kinase, which is one enzyme involved in glycolysis. Why
this enzyme was most expressed in the cells exposed to unfavorable conditions such as high temper-
atur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produced alcohol and long time exposure to other stress factors re-
mains un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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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과 이들의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

화 및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

는 국제유가 등으로 인해, 이들을 대체할 에너지개발이 필요

하게 되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섬유소 에탄올과 같은 바이

오 연료용 알코올이 대체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

연료용 알코올의 생산원료는 크게 전분계와 목질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분계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기술은 이미 세계적

으로 잘 확립되어있다. 국가차원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장려하

는 미국의 경우 연료용 에탄올은 주로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

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작물을 이용한 연료용 알코올 생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서 작물의 연작피해, 토양영양의 유실, 식량과의

경쟁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 세계적 기아 발생의 원인 제공

등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 최근 세계는 지속적이고도 환경 친

화적인 대체에너지로서 작물이 아닌 임산, 농산폐자원 등을

이용한 목질계 연료용 알코올의 생산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연료용 알코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점이 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끊임없는 태양에너지의 공급

과 그로 인한 광합성작용의 결과 거의 무진장 축적되고 있는

섬유소의 고효율 당화기술의 확립이며, 둘째는 고온내성 발효

미생물의 확보이다. 현재 사용중인 당화기술로는 섬유소의 당

화반응은 고온(50
o
C)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뒤이어지는 알코

올반응은 자연히 이 온도에서 시작되게 되므로 당연히 고온내

성 발효미생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는 일반적으로 37oC이

상의 고온에선 생육이 어려우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알코

올 내성이 감소하여 고온성 알코올 발효가 어려운 것으로 알

려져 있다[9,10]. 그래서 알코올 생산은 30
o
C와 33

o
C 사이에서

발효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아직 기질인 섬유

소 또는 전분의 당화과정은 통상 고온에서 이뤄지므로 당화

후 당화액을 발효가능온도까지 식혀야 하는데, 이런 단점 보

완과 발효공정의 효율을 더욱 높여 생산비의 절감 및 연료용

에탄올의 상용화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고온에서 발효 생

산을 할 수 있는 발효미생물의 개발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40
o
C 정도의 고온에서 알코올발효가 가능한 미생물을 확보한

다면 당화액의 냉각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전체 발효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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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teins arrowed on the 2-D gel in Fig. 7 were identified by MALDI-TOF MS analysis

Spot No. Protein information Score Cov. (%) pI MW

1 Structure of a mutant adenylate kinase (Adk1) 2.41 55 6.2 24.02

2 Cyc3p 2.39 27 5.3 30.29

3 Phosphoglycerate kinase (Pgk) 2.37 76 5.4 13.86

7 Tdh3p 1.73 24 6.5 35.84

8 Translation elongation factor (EF) 1.75 30 5.2 22.38

9 Phosphoglycerate kinase (pgk) 2.13 64 5.4 13.86

10 Phosphoglycerate kinase (Pgk) 1.99 49 5.4 13.86

드는 시간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28].

우리 연구진은 40oC에서도 에탄올을 30oC의 경우처럼 거의

정상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고온성 효모균주 Saccharomyces

cerevisiae KNU5377을 자연에서 분리 동정하였다[15,16]. 고온

내성과 고온발효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S. cerevisiae KNU5377

의 특성인자를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에서 이

효모의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조사해오고 있으며[11,12,13,14],

이러한 생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인자를 밝히려는 연구

를 시도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지금까지의 얻은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하여, 이 효모균주 S. cerevisiae KNU5377을 사용

하여 40
o
C에서 장시간 에탄올을 발효할 때 발효과정중에 일어

나는 세포내의 생리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

었다.

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이 실험에서는 우리 연구진이 자연계 토양에서 직접 분리한

Saccharomyces cerevisiae KNU5377 (이하 KNU5377로 약칭)을

사용하였다[15]. 이 균주는 고온성 연료용 알코올 발효 효모균

주로서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 특히 알코올 발효 중에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다중내성을 가지고 있는 야생형균주이며

[21,22], 이 균주의 전배양에 사용된 배지로는 전형적인

Saccharomyces 영양배지인 YPD medium (Yeast extract 1%,

Peptone 2% and Glucose 2%)를 사용하였고, 알코올 발효를

위해선 GY medium (Glucose 20%, Yeast extract 1%)을 사용

하였다. 고온에서 알코올을 발효동안 일어나는 KNU5377의

세포 내 proteome의 분석을 위해, 유전적 배경이 잘 알려진

S. cerevisiae S288C (S288C로 약침) 효모균주를 대조용

(reference strain)으로 사용하였다.

배양 및 생육도 측정

본격적으로 알코올 발효를 하기 전에 KNU5377을 YPD

media에 접종하여 30
o
C에서 overnight culture 하여 전배양하

였다. 이 전배양액 15 ml씩을 살균처리된 300 ml GY에 각각

접종한 뒤, 30oC, 37oC 및 40oC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각각

배양하였다.

그리고 균의 생육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GY배지에 접종

후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채

취하여 spectrophotometer로써 OD660 nm에서 측정하였고, 그

OD값은 균의 탁도로서 이용하였다. 아울러 발효과정중인 배

지의 pH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균생육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단위로 배양액

을 pH meter로 측정하였다.

잔당의 분석

발효과정 중 배지내의 잔당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균생육

도 측정시와 동일한 발효시간에 채취한 배양액을 원심분리하

여 그 상등액을 당도계(refractometer)로 측정하였다.

지방산 분석

KNU5377을 접종하여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배양

시킨 후 각각의 배양액을 원심분리 후 균체를 얻어 멸균수로

세척하였다. 약 300 mg의 균체를 teflon-lined screw cap tube

에 옮긴 후 saponification solution (15% NaOH를 첨가한 50%

methanol 용액) 1 ml을 가하고, 100
o
C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실온에서 냉각하였다. 여기에 2 ml의 methylation solution (6

N HCl 325 ml + methanol 275 ml)을 가하여 80o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급냉하고, 1.25 ml의 extraction solution [hexan/

methyl-tert-butylether (1:1)]을 넣고 10분간 교반기에서 잘 혼

합하였다. 반응액은 실온에 정치하여 2개의 층으로 분리시킨

후, 따로 뽑아낸 상등액에 3 ml의 희석 NaOH (10.8 g

NaOH/900 ml)를 첨가하고, 5분간 교반기에 혼합한 다음, 포

화 NaCl을 몇 방울 가하여 층 분리를 확실하게 하였다. 상등액

의 2/3정도를 screw-capped sample vial에 옮겨 뚜껑을 닫고,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21].

알코올 농도 측정

배양한 KNU5377의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단위의

배양액을 모아 원심분리기로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그 상등액 80 ml를 취하여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냉각

관을 통해 1차 증류하였고, 이 증류액을 주정계(hydrometer)로

비중을 측정한 다음, 그 값을 Gay Lussac table로 온도 보정하

여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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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PAGE

각각 30
o
C, 37

o
C, 40

o
C 온도와 다양한 배양 시간에 따라 처

리된 세포를 원심 집균한 후, 멸균 증류수로 3회 세척하였다.

세척한 세포에 lysis buffer (50mM Tris-HCl, pH 7.5, 5% glyc-

erol, 2% SDS, 1.0% β-mercaptoethanol, 1 mM PMSF, and

protease inhibitor cocktails)를 세포양의 2배를 넣고 glass

bead를 세포양과 동량 첨가한 후, 4oC에서 micromixer

(TAITEC, Micromixer E-36)로 1분간 vortexing한 다음 2분간

cooling하는 과정을 5회 반복하여 파쇄하였다. 파쇄 후 원심분

리(13,000 rpm, 4
o
C, 20 min)한 상등액을 Lowry assay방법으

로 단백질 정량하였고, 샘플로서 사용하여 SDS-PAGE (12%)

를 실시하였다. Coomassie solution (0.001% Coomassie Blue

R-250, 45% Methanol, 10% acetic acid)으로 염색한 후, de-

staining solution (10% methanol, 10% acetic acid)으로 탈색

하였다.

고온 알코올발효 중인 세포의 proteome 분석

KNU5377가 고온에서 어떻게 우수한 알코올발효 생성을

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40
o
C에서 48시간 발효한

세포의 proteome 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유전적 배경이 잘

알려진 S288C 세포를 대조구로서 비교하였다.

즉 KNU5377와 S288C를 GY배지에서 40
o
C에서 48시간 배

양한 후, 채집하여 원심분리 한 cells에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7.5, 2% SDS, 5% glycerol, 1% mercaptoethanol)

에 1 mM PMSF, protease inhibitor cocktails와 동량의 glass

beads (425-600 microns, Sigma)를 넣고, 1분간 vortexing 및

2분간 cooling을 5회 반복하여 cells을 파쇄한 뒤, DNase/

RNase/MgCl2 solution (0.5 mg/ml DNase I, 0.25 mg/ml

RNase A, 50 mM MgCl2)을 1/10 volume 넣고 ice상에서 15분

반응한 다음, 즉시 끓는 물에 5분간 boiling한 다음 cooling

후, 원심분리(13,000 rpm, 4
o
C, 20 min)하여 상등액을 추출하

였다. 상등액에 10% TCA (final concentration)를 넣고 45분간

ice에서 반응시키고 원심 분리하여, pellets에 0.07% β

-mercaptoethanol 을 함유하는 100% ethanol을 넣어 -20
o
C에

서 2시간 동안 침전시켰다. 그런 다음 100% ethanol solution

(100% ethanol, 0.07% mercaptoethanol)으로 pellets을3번,

80% ethanol solution (80% ethanol, 0.07% mercaptoethanol)

으로 1번 씻은 후 Vacuum Drier로 pellets을 건조시킨다. 건조

된 pellets은 sample buffer [9 M urea, 4% CHAPS, 100 mM

DTT, 40 mM Tris, 0.2% Bio-Lyte (3-10; Bio-Rad)]를 넣고 실온

에서 1시간 동안 녹인 후 원심분리(15,000 rpm, 30 min)하여

상등액을 회수 한 다음,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IPG strips은 pH 4-7, 길이 17 cm, 두께 1.0 mm (Bio-Rad)를

사용하였으며, protein sample을 loading (1.0 mg) 후 12시간

동안 active condition (50 V, 20
o
C) 하에서rehydration과정을

거친 후, 20
o
C에서 250 V에서 30분, 10,000 V에서 5시간, 10,000

V에서 80000 V-H로 전압을 걸어 수행하였다. First electro-

phoresis 과정이 끝나면 strip을 equilibration buffer I [6 M

urea, 2% SDS, 0.375M Tris-HCl pH 8.8, 20% glycerol, 2%

DTT]과 equilibration buffer II [6 M urea, 2% SDS, 0.375 M

Tris-HCl pH8.8, 20% glycerol, 2.5% iodoacetamide]에 넣어

각각 15분간 처리한 후, 12% SDS-PAGE 상에서 전기영동을

수행하였다. 전기영동 후 CBB staining 및 destaining을 수행

하였다[1,27]. S288C보다 KNU5377균주에서 over-expression

된 spots을 cutting 및 trypsin으로 in-gel digestion 후

MALDI- TOF MS analysis를 수행하였다.

결 과

생육곡선

KNU5377의 온도와 시간에 따른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GY 배지에 접종 후 발효과정의 생육 정도를

확인하였다(Fig. 1).

각 균주에서 초기 생육기간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대수

기에는 온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배양 시간이

48시간 이후로는 생육균수가 감소하는 사멸기에 도달하는 것

으로 보여지는데, 사멸기에 도달하면 생육균수가 감소하는 시

기이다. 배양온도가 높아질수록 생육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0
o
C의 경우는 일반적인 효모 생육온도이기 때

문에 잘 생육하였으나, 37
o
C는 생육하기에 다소 높은 온도이

나 30
o
C에 비해 생육정도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고온인 40
o
C에 경우에서는 30

o
C에 비해 생육정

도에 차이가 났지만, 생육하기 어려운 고온이라는 조건 속에

Fig. 1. Growth curve of Saccahromyces cerevisiae KNU5377 in the

GY medium at different temperatures. Cells were

pre-cultured at 30
o
C for overnight. After inoculating the

pre-culture into the GY medium (5%, v/v) cells were

grown to ferment ethanol in the GY medium for 72 hr

at given temperatures like 30
o
C, 37

o
C, 40

o
C and each

growth level was determined by optical density (OD) at

66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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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발효시간에 따른 pH의 변화

알코올발효 과정 중 온도와 시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발효

초기 약 pH 6.0에서 발효 12시간에 약 pH 4.1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그 후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Fig. 2). pH의

경우 온도가 높아질수록 pH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시간과 온도에 따른 잔당량

온도와 시간의 차에 따라서 발효과정 중의 배지 내에 남아

있는 잔당인 포도당의 양을 측정하였다(Fig. 3). 알코올발효는

당을 사용해서 알코올을 생성하기 때문에 발효시간이 경과

될수록 배지 내의 당이 소모된다. 이러한 이유로 발효과정이

경과함에 따라 GY내의 당이 감소하였고, 고온인 40
o
C의 경우

30
o
C와 37

o
C에 비해 당의 소모가 천천히 감소하였다.

지방산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세포의 막 지방산들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

방산으로 혼합되어 있다[5]. 그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들이 많

이 구성되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도 2중 결합의 수에 따라

그 구성되는 비율에 차이를 갖는다[6].

Saccharomycese cerevisiae KNU5377의 경우 다른 효모균과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의 구성비가 높았

는데, 특히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이중결합이 하나인 불포화

지방산(예. C16:1)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16:1,

C18:1)[21] (Fig. 4). 특히 지방산 중 C16:1과 C18:1은 막 유동성 및

Fig. 2. Changes of pH during fermentation of Saccahromyces cer-
evisiae KNU5377 at different temperatures. Cells were

pre-cultured at 30
o
C for overnight. After inoculating the

pre-culture into the GY medium (5%, v/v) cells were

grown to ferment ethanol in the GY medium for 72 hr

at 30
o
C, 37

o
C, 40

o
C, respectively and the pH of each

culture broth was measured.

Fig. 3. Quantitative changes of glucose remaining in the broth

during fermentation of Saccahromyces cerevisiae KNU5377

at different temperatures. Cells were pre-cultured at 30oC

for overnight. After inoculating the pre-culture into the

GY media (5%, v/v) cells were grown to ferment ethanol

in the GY medium for 72 hr at each temperature of 30oC,

37oC and 40oC and the residual sugar in each culture

broth was measured by refractometer.

외부스트레스에 대한 일차적인 방어인자로서 반응한다고 알

려져 있다[31,32]. 이 실험결과에서는 발효과정 중에 6가지의

지방산에 대한 조성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배양의 경우

KNU5377 불포화지방산(C16:1)의 구성비가 높은 것을 알게 되

었고, 발효과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지방산의 조성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으나 포화지방산인 C16:0의 감소 및 C16:1의 불포화

지방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결과로써 이 두 가지 지방산

이 발효과정에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알코올발효

GY에서 각각 30
o
C, 37

o
C, 40

o
C에서 배양한 KNU5377이 생

성하는 알코올 농도를 조사한 결과, 30
o
C와 37

o
C에서 배양한

경우 알코올 도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40oC의 경우는

다른 온도에 비해 알코올 생산능이 다소 낮은 것을 알았다

(Fig. 5). 비록 40
o
C의 경우 알코올 생산능이 상대적으로 낮기

는 했으나, 11.4%의 알코올을 발효하였다.

SDS-PAGE를 통한 단백질 발현 변화 분석

발효과정 중인 사용균주 세포의 단백질 발현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10% gel SDS-PAGE를 수행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배양한 KNU5377에 비해 GY에서 발효 과정을

거친 KNU5377에서 다양한 크기의 저분자 단백질[35,30,24,

20, 14 kDa 등(화살표시)]들이 유도(induction) 생성되었다.

이차원 전기영동으로 본 발효에 대한 단백질 양상

일반적으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양한 단백질에

변화가 일어난다. 단백질이 손상이 되거나, 여러 가지 방어

작용을 통해 평소 보다 많이 발현하는 단백질도 있다. 이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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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fatty acid composition during fermentation

of Saccahromyces cerevisiae KNU5377 at different

temperatures. Cells of the exponential phase were aerob-

ically cultured at 30oC for overnight in the YPD medium.

Collected cells were suspended in 1 ml saponification

reagent (15% NaOH in 50% MeOH), then reacted to heat

at 100oC for 5 min. After cooling, 2 ml of methylation

reagent (6.0 N HCl 325 ml, MeOH 25 ml) was added

and heated at 80
o
C for 10 min. The mixture was cooled

with tap water, 1.25 ml of extraction solvent (50% hex-

ane, 50% methyl-tert butyl ether) was added. Fatty acid

methyl esters were removed from the acidic aqueous

phase and an organic phase transferred to new tube.

Add 3 ml of saturated NaCl solution to each tube and

transfer the upper phase to GC vial. Samples were ana-

lyzed using MIDI. C16:1 palmitoleic acid; C18:1 oleic acid;

C16:0 palmitic acid; C18:0 stearic acid.

Fig. 5. Effect of temperature on alcohol fermentation of

Saccahromyces cerevisiae KNU5377. Alcohol was pro-

duced by S. cerevisiae KNU5377 at 30oC, 37oC and 40oC,

respectively for given times. Cells were pre-cultured at

30
o
C for overnight. After inoculating the pre-culture into

the GY medium (5%, v/v), fermentation was carried out

for 72 hr at each given temperature such as 30
o
C, 37

o
C

and 40
o
C. Alcohol productivity (%, v/v) was measured

by alcohol hydrometer.

전기영동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Fig. 7).

2-D 전기영동을 수행하여 단백질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변화가 눈에 띄는 부분인 pH 4-7 부분의 분석을 실시

하였다. 단백질의 발현양상은 Fig. 7에서 보듯이 S288C에 비해

KNU5377에서 눈에 띄게 단백질의 발현이 더 많이 일어난 걸

알 수 있다. 특히 저분자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다. 발현된

단백질 중 phosphoglycerate kinase가 발현되었는데 이를 통

해 KNU5377이 발효과정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 이러한 단백

질을 발현하였다고 생각된다[5]. 또 다른 발현 단백질 struc-

ture of a mutant adenylate kinase는 adenylate kinase로 ad-

enine nucleotides의 interconversion을 촉매작용 하는 phos-

photransferase enzyme이다. 이러한 촉매반응을 2 ADP ⇔

ATP + AMP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4]. ADP를 ATP로 glyco-

lytic enzymes이나 oxidative phosphorylation를 통해 phos-

phorylation이 이루어진다. 또 Cyc3p의 경우는 cytochrome c

heme lyase로 미토콘드리아 intermembrane 공간에서 apo-

cytochrome c (Cyc1p or Cyc7p)를 heme에 부착하고 있다.

Cyc3p는 electron transport system에 관여하고 있고[26], elec-

tron transport system은 glycolysis 과정에서 생기는 NADH,

FADH를 이용하여 전자를 O2에 전달하면서 ATP를 생성한다.

과발현된 단백질 Tdh3p는 glyceraldehyde-3-phosphate de-

hydrogenase인데[17,20], 이 catalytic enzyme은 glycolysis와

gluconeogenesis 과정에 관여하는 것 외에도 DNA repli-

cation, DNA repair, nuclear RNA export, membrane fusion,

microtubule bundling 등의 과정에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18,29]. 따라서 KNU5377균주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에

너지 생성 및 스트레스 방어 관련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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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DS-PAGE analysis for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uring fermentation of Saccahromyces cerevisiae KNU5377

at different temperatures. Cells were grown in the GY

media for 72 hr at 30
o
C, 37

o
C, 40

o
C respectively. Each

cell lysate from the given condition was electrophoresed

by SDS-PAGE, and each lane indicated protein patterns

of samples depending on given fermentation duration

at given temperatures, marked with ⓐ to ⓝ. ⓐ seed

culture KNU5377, ⓑ KNU5377 30
o
C for 24 hr, ⓒ

KNU5377 30
o
C for 48 hr, ⓓ KNU5377 30

o
C for 72 hr,

ⓔ KNU5377 40oC for 24 hr, ⓕ KNU5377 40oC for 48

hr, ⓖ KNU5377 40
o
C for 72 hr, ⓗ seed culture KNU5377,

ⓘ KNU5377 37
o
C for 24 hr, ⓙ KNU5377 37

o
C for 48

hr, ⓚ KNU5377 37oC for 72 hr, ⓛ KNU5377 40oC for

24 hr, ⓜ KNU5377 40
o
C for 48 hr, ⓝ KNU5377 40

o
C

for 72 hr

스펙트럼의 단백질들을 효과적으로 발현시킴으로써, 고온 발

효과정에서 우수한 알코올 생성능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고 찰

Saccharomyces cerevisiae KNU5377 (KNU5377)은 고온 내성

을 가진 균주로 30
o
C에서만 아니라 고온에서도 11.4% 알코올

발효율을 보이는 균주이다[15,16,21,22]. 이 알코올발효 효모는

열에 대한 내성이 높은 균주로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

리 연구실에서 얻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온 알

Fig. 7. Two-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for analysis of

over-expressed proteins during 48 hr fermentation of

Saccahromyces cerevisiae KNU5377 at 40oC with compar-

ison to S. cerevisiae S288C. Protein extraction and

two-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from both cells

grown for 48 hr at 40oC in the GY medium were done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fter electro-

phoresis, the gels were stained, destained, and

photographed. Proteins overexpressed in KNU5377

strain were marked as arrows. Protein identification fol-

lowing MALDI-TOF MS analysis was performed on

ProFound (http://prowl.rockefeller.edu).

코올 발효 과정에서 KNU5377균주의 생리적 특성의 변화하는

양상을 조사하여 보았다.

발효온도에 따른 KNU5377의 발효능을 보게 되면 고온인

40oC 발효에서는 30oC에 비해 생육도 및 알코올의 발효는 낮

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30oC 및 37oC 48시간 발효결과 15%

alcohol을 생성한 데 비해, 40oC 48시간 발효에서는 11.4% alco-

hol을 생성하여 우수한 발효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산업현장의 알코올발

효온도는 30~33
o
C 정도인데 비해[31], KNU5377의 경우에는

40oC에서도 생육은 물론 산업적 규모의 발효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실험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40oC에서 장시간

노출된 이 알코올발효 효모 균주는 고온, 고농도의 생성알코

올, 영양분의 고갈 등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러한 가혹한 스트

레스 환경 속에서 놓이게 되면 자연히 생리적 방어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4,26]. 이러한 생체방어작용으로서 stress반응

을 하기 위하여 heat shock protein (Hsp)이 필요하다. 많은

종류의 Hsp들이 stress에 의해 즉각 생성되며, 변성중이거나

이미 변성된 단백질들을 그 변성정도에 따라 원래대로 입체구

조로 회복시키거나 또는 더 이상 못쓰게 된 경우 이를 분해

제거하는 단백질분해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4,5].

일반적으로 고온 stress 조건에서는 막의 불안전성, 단백질

의 변성, 및 glycolysis의 방해 등이 일어난다[8]. 우선 처음

stress를 받게 될 때 세포가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곳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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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막이다[4,26]. 세포막의 경우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cell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와 ion의 운반체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세포막의 유동성은 세포의 homeo-

stasis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5].

이 발효효모균주의 경우 고온 장시간에 걸친 에탄올발효를

하면서 제1차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선인 세포막의 성분

조성이 발효온도에 따라 불포화지방산의 증가가 일어났다. 특

히 지방산 중 C16:1, C18:1은 막 유동성 및 외부스트레스에 대한

일차적인 방어인자로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21]. 발효과

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지방산의 조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나, 포화지방산인 C16:0 palmitic acid의 감소 및 C16:1 palmi-

toleic acid 의 불포화 지방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결과로

써 이 두 가지 지방산이 발효과정에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

여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세포막이 고온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막의 물질 투과성이

증가하여 positive proton의 세포내 유입이 증가한다[4,7]. 이

러한 proton의 유입 증가는 세포막 주위에 형성되어져 있는

electrochemical potential gradient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세

포 안과 밖의 평형이 파괴되면서 세포 내 pH가 감소한다(20).

그러한 이유로 고온 발효가 시간이 경과될수록 배지의 pH가

낮아진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이번 연구결과 얻게 된 발효진행

에 따른 배지의 pH 감소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stress가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세포막내 H
+
-ATPase

가 증가하지만, Hsp30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막의 H+-

ATPase는 감소하게 된다(23, 24, 25, 27,31, our unpublished

data). 이런 결과를 통해서 Hsp30의 경우 스트레스 반응 중

세포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6,24,26].

효모의 stress 반응 과정 중 cytosol내에 존재하는 phospho-

glycerate kinase가 stress protein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5], glycolysis수행을 방해하는 stress조건 속에서 이

균주 KNU5377의 경우 이 phosphoglycerate kinase을 다량

발현하는 것을 2-D data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stress

조건이지만, 해당과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Cyc3P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이 해당과

정의 유지가 이 균주의 고온 생육 및 알코올 발효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ATP 에너지생성과정에 관여하는 cyto-

chrome c는 cytochrome c heme synthase (lyase)의 촉매에

의해 apocytochrome, 즉 intact polypeptide에 heme이 부착됨

으로써 기능을 가지게 된다. 바로 cyc3p의 발현증대는 곧 에너

지생성과정의 증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인 에너지생성과정은 해당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환원형 화합

물인 NADH 또는 NADPH를 이용하는 전자전달계의 활성화

로 말미암아 ATP 생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전달계의

초기과정에 관여하는 Cyc C의 활성화를 말해주는 Cyc3P의

발현증대는 곧 에너지대사과정의 유지 및 수행이 스트레스조

건에서 세포의 생육과 알코올발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2-D 결과 알게 된 Tdh3P의 발현증대로 이들과

연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즉 Tdh3P의 발현증대는 이에 의해

서 코드되는 glyceraldehyde-3- phosphate dehydrogenase의

발현증대를 의미한다. 이 효소는 glycolysis에 직접 관여하는

효소이다. 그래서 이처럼 가혹한 스트레스조건에서 이 균주가

왜 이렇게 해당과정의 한 단계의 효소를 고발현하는지, 과연

이 고발현과 고온내성 및 고농도 알코올내성과 어떠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들 정보만으로는 추정하기 힘이 들지

만 이 현상들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발현하

고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진이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연

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21]. 즉 스트레스 하에 포도당을 첨가함

으로써 membraneous H+-ATPase의 발현이 증대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S. cerevisiae KNU5377은 발효과정

중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phosphoglycerate

kinase을 다량 발현하였고, 이러한 단백질의 다량 발현을 통해

서 고온에서 해당과정을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생육

및 발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진다.

이 결과를 통해 알게 된 발효과정 중 phosphoglycerate kinase

의 다량 발현 및 membraneous H
+
- ATPase의 발현 증대의

연관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발현과 Hsp 30의 상관관계 또한 차후 밝혀져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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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40oC 48시간 에탄올발효 과정 중 일어나는 Saccharomyces cerevisiae KNU5377의 생리

변화

곽선혜
1
․김일섭

1
․강경희

1,2
․이정숙

3
․진익렬

1
*

(1경북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과, 2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3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포도당 20%와 효모엑기스가 함유된 배지에서 40
o
C에서 48시간에 걸친 에탄올발효 과정 중에 일어나는 고온성

알코올 발효 효모균주 Saccharomyces cerevisiae KNU5377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

다. 그 결과, 이 발효 효모균주는 40oC 48시간의 발효로써 11.4% alcohol을 생성하여, 고온발효인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발효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2시간 발효과정동안 배지의 pH가 시작단계의 pH 6.0이 4.1

로 내려갔으며, 이후 에탄올발효가 완성될 때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이 값으로 유지되었다. 발효 12시간이 지나

면서 세포막의 지방산의 조성은 불포화지방산인 C16:1 (palmitoleic acid)가 포화지방산인 C16:0 (palmitic acid)보다

1.5배나 증가하였으며, C18:1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48시간 배양한 세포의 2차 전기영동

(2-D)을 통한 세포내 단백질의 발현정도를 proteomics분석법으로 살펴본 바, phosphoglycerate kinase가 가장 크

게 발현했음을 Mass Spectrometry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adenylate kinase, Cys3p, Tdh3p, transla-

tional elongation factor 등이 크게 발현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해당과정에 관여하는 인자들

이어서, 고온 장시간에 걸친 에탄올발효를 하는 이 발효 효모균주의 세포에게는 생존과 에탄올발효를 위하여 해

당과정 관여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