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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repeated yeast integrative plasmid (R-YIp) harboring Cre/loxP system was constructed 
to integrate various gene expression cassettes into the yeast chromosome. The R-YIp system contains 
a reusable selective marker (CgTRP1), loxP sequence, and target sequence for integration. Therefore, 
many gene expression cassettes can be integrated into the same position of the same yeast 
chromosome. In the present study, several model enzymes involving xylan/xylose metabolism were 
examined, including endoxylanase (XYLP), β-xylosidase (XYLB), xylose reductase (GRE3) and xylitol 
dehydrogenase (XYL2). Efficient expression of these genes was obtained using two promoters (GAL10p 
and ADH1p) and various plasmids (pGMF-GENE and pAMF-GENE plasmids) were constructed. The 
XYLP, XYLB, GRE3, and XYL2 genes were efficiently expressed under the control of the GAL10 
promoter. Subsequently, R-YIps containing the GAL10p-GENE-GAL7t cassette were constructed, result-
ing in pRS-XylP, pRS-XylB, pRS-Gre3, and pRS-Xyl2 plasmids. These plasmids were sequentially in-
tegrated into chromosome VII of a Saccharomyces cerevisiae strain by repeated gene integration and se-
lective marker rescue. These genes were integrated by the R-YIp system and were stably expressed 
in the yeast transformants to produce active recombinant enzymes.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YIp system will be able to overcome current limitations of the host cells and allow selective marker 
selection for the integration of various genes into the yeast chromo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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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accharomyces cerevisiae (출아효모)는 제약산업, 에탄올 생

산 및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생산 까지 넓은 범위에서 산업적

으로 중요한 산업미생물이며, 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출아효모가 다

양한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용한 외래유

전자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재조합효모를 

이용한 효소 및 바이오매스 생산에 복합배지(complex me-

dium)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출아효모에서 외래유전자

의 발현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발현시스템은 YEp (yeast epi-

somal plasmid, high copy number plasmid)를 사용한 시스템

으로 높은 발현율은 보이나 대규모 연속배양에서 세포분열 

시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많으며, plasmid를 안정적으로 유지

시키기 위해 선택적 조건(selective condition (medium))을 사

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14, 15]. 따라서 숙주세포의 염색체

에 발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유전자(target gene)를 직접 도입

(integration)하는 방법이 출아효모에서 외래유전자를 안정적

으로 발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1]. 유전자

를 효모 염색체내에 도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YIp (yeast 

integrative plasmid) 시스템은 염색체내의 특정 부위에 원하

는 유전자를 자유롭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발현시스템이나 

여러 개의 유전자를 염색체내에 순차적으로 도입(sequential 

integration)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selective marker (선택

표지)를 가진 YIp system을 각각 구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긴다. 때문에 재조합균주를 선별하기 위한 숙주세포의 선택 

및 도입할 수 있는 유전자 갯수의 한계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를 하나의 염색체에 

도입하기 위해 하나의 selective marker 만을 이용한 반복적 

도입(repeated integration)을 시도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효모염색체공학 기술의 하나인 Cre/loxP 

site-specific recombination system [18]을 이용한 PCR-medi-

ated Chromosome Splitting (PCS) method를 개발하여 보고

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염색체를 반복적으로 절단

(split)하여 효모인공염색체(yeast artificial chromosome)를 작

성하고 균주 선별을 위한 selective marker를 반복해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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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smids list used in this study

Plasmids Descriptions

pGMF-XylP

pGMF-XylB

pGMF-Gre3

pGMF-Xyl2

pRS306

pRS-CgTRP1

pRS-PMT6

pRS-XylP

pRS-XylB

pRS-Gre3

pRS-Xyl2

pSH47

XYLP gene expression cassette (GAL10p-MFαs.s-XYLP-GAL7t) [6]

XYLB gene expression cassette (GAL10p-MFαs.s-XYLB-GAL7t)

GRE3 gene expression cassette (GAL10p-MFαs.s-GRE3-GAL7t)

XYL2 gene expression cassette (GAL10p-MFαs.s-XYL2-GAL7t)

YIp type vector, URA3 selective marker [17]

pRS306/ CgTRP1 selective marker

pRS306/ CgTRP1 selective marker, target gene (PMT6)

XYLP gene expression cassette, CgTRP1 selective marker, target gene (PMT6) 

XYLB gene expression cassette, CgTRP1 selective marker, target gene (PMT6) 

GRE3 gene expression cassette, CgTRP1 selective marker, target gene (PMT6) 

XYL2 gene expression cassette, CgTRP1 selective marker, target gene (PMT6) 

CRE recombinase, URA3 selective marker [17]

였다[5, 9, 10]. 본 연구에서는 Cre/loxP site-specific recombi-

nation system을 도입한 R-YIp (Repeated-YIp) system으로 반

복적이면서도 다양한 selective marker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유전자도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R-YIp system에는 Cre/loxP 

system과 CgTRP1 selective marker를 가지고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Cre/loxP system은 CRE recombinase와 34 bp loxP 

서열을 CgMARKER (Candida glabrata 유래의 selective marker)

의 양쪽에 가지고 있는 selective marker (loxP-CgMARKER- 

loxP)를 이용하는 system으로, CRE recombinase의 발현유도

에 의해 CgMARKER 양쪽의 loxP 서열간의 자발적인 재조합

이 유도되어 loxP 서열 사이에 있는 CgMARKER 가 pop-out 

되어 결실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CgMARKER로 C. 

glabrata 유래의 TRP1 유전자(CgTRP1)를 사용하였는데, 

CgTRP1 유전자는 S. cerevisiae의 TRP1 유전자와 낮은 염기서

열 상동성(61%)을 가지면서도 세포내의 기능이 유사하여, 유

전자도입 시 integrative plasmid와 효모 염색체내의 TRP1 유

전자좌(loci)와 비정상적인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YIp system의 구축을 위해 모델 유전자로 

xylan/xylose 대사에 관련된 4개의 유전자를 선택하였다. 지

구온난화 및 석유고갈로 인한 환경문제와 제한된 에너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biofuel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탄올, 바이

오부탄올,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biofuel의 생산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에탄올 생산균주로 알려져 있는 S. cer-

evisiae는 값싸고 풍부한 lignocellulosic materials (biomass)로

부터 에탄올 생산을 위해 적합한 xylose를 발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woody plant materials로부터 xylose를 

효율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S. cerevisiae는 효과적인 biofuel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균주의 구축

이 주요한 산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3, 19]. 본 연구에서는 

lignocellulosic biomass 중 hemicellulose를 구성하고 있는 xy-

lan (β-1,4-linked monomers로 구성된 다당)를 발효 가능한 

당으로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 중 대표적인 

4가지의 효소(endoxylanase, β-xylosidase, xylose reductase, 

and xylitol dehydrogenase)를 코드하는 유전자를 R-YIp sys-

tem에 도입하였다. Xylan을 xylose로 단당화하기 위한 1차적

인 효소인 β-1,4-endoxylanase와 β-xylosidase를 각각 코드하

는 XYLP 유전자와 XYLB 유전자를 사용하였고, xylose를 xyli-

tol로 환원시키는 xylose reductase (XR)를 코드하는 XYL1 

(GRE3) 유전자와 xylitol을 xylulose로 산화시키는 xylitol de-

hydrogenase (XDH)를 코드하는 XYL2 유전자를 사용하여 효

모염색체내에 반복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유전자를 도입하고 

동시에 재조합 효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사용 균주 

Plasmid 구축 및 증폭을 위한 Escherichia coli 숙주세포는 

DH5α를 사용하였고, 효모 숙주세포는 Saccharomyces cerevisiae 

SEY2102 (MATα ura3-52 leu2-3 leu2-112 his4-519 suc2△9)의 

TRP1 (ORF 0.7kb)유전자가 KanMX 유전자로 대체되어 TRP1 

유전자가 결실된 SEY2102△trp1 균주를 사용하였다. Bacillus 

sp. KK-1 [2]와 Pichia stipitis KCTC7230 (wild type strain) 균

주(genomic DNA)는 XYLB 유전자와 XYL2 유전자의 PCR을 

위한 주형으로 사용되었다. 

재조합 발  plasmid (YEp and YIp)구축 

XYLB, GRE3 (YHR104W)와 XYL2 유전자의 효율적인 발현

을 위해 pGMF-XylB, pGMF-Gre3 그리고 pGMF-Xyl2 plas-

mid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plasmid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유전자는 galactose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

는 GAL10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pGMF-XylP plasmid [6]를 

vector로 사용하였다. pGMF-XylB plasmid는 pGMF-XylP vec-

tor의 XbaI-SalI site에 1.6 kb XYLB 유전자를 삽입하여 구축되

었는데, XYLB 유전자는 Bacillus sp. KK-1균주의 ge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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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ligonucleotides list used in this study

Oligonucleotides Sequences (5’-3’)

XYLB-F
XYLB-R
GRE3-F

GRE3-R
XYL2-F
XYL2-R

PMT6-F
PMT6-R
pBlue-F

pBlue-R
pRSGAL-F
pRSGAL-R

CTCTCTAGATAAGAGAAAAATTATCAATCC
GCACTCGAGTCATAGCTCTTTATAC
AGGTGTTCCTCTAGATAAGAGATCTTCACTGGTTACT

TTCGTTCAAGTCGACTCAGGCAAAAGTGGG
AGGTGTTCCTCTAGATAAGAGAACTGCTAACCCTTCC
TTCGTTCAAGTCGACTTACTCAGGGCCGTC

ACCGCGGTGGAGCTCTTCTCTTCAATAACG
GGAACCTAGAGGCCTATACATGTGTAGAGG
CTACACATGTATAGGCCTCATCGCTTCGCTGATTA

AAAGGAACCTAGAGGTCGATAACGACACCGACAAT
TTTTCTGTCTTCGAACATCGCTTCGCTGAT
TTTTTATCTTTCGAATCGATAACGACACCG

DNA를 주형으로 XYLB-F와XYLB-R primer set를 이용하여 

PCR 증폭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oligonucleotide의 서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pGMF-Gre3와 pGMF-Xyl2 plasmi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In-Fusion HD cloning kit (Clontech 

Laboratories, Inc. TAKARA)를 사용하였다. Vector와 20 bp 

extensions homologous 서열을 가지고 GRE3 유전자에 특이

적인 서열을 가진 GRE3-F와 GRE3-R primer를 사용하여 S. 

cerevisiae SEY2102△trp 균주의 genomic DNA를 주형으로 

GRE3 유전자(984 bp)를 증폭하였다. XYL2 유전자도 XYL2-F

와 XYL2-R primer를 사용하여 P. stipitis KCTC7230 균주의 

genomic DNA를 주형으로 PCR을 통해 XYL2 유전자(1.1 kb)

를 증폭하였다. 증폭된 GRE3 유전자와 XYL2 유전자는 

pGMF- XylP vector에 각각 ligation되었고, pGMF-Gre3와

pGMF- Xyl2 plasmid가 구축되었다. 이어서 XYLP, XYLB, 

GRE3 그리고 XYL2 유전자의 발현 cassette (GAL10p-GENEs- 

GAL7t)는 각각 R-YIp에 도입되었다. 먼저 R-YIp의 vector를 

만들기 위해 yeast integrative plasmid (YIp, pRS306 contain-

ing URA3 selective marker) [17]의 selective marker인 URA3 

유전자를 loxP-CgTRP1-loxP 유전자로 교체한 pRS-CgTRP1 

plasmid를 구축하였다. loxP-CgTRP1-loxP 유전자는 효모형질

전환체의 반복적인 선별을 가능하게 하는 reusable selective 

marker로서 pSKcT plasmid [17]를 주형으로 pBlue-F/ 

pBlue-R primer set을 이용하여 증폭되었다. 또한 

pRS-CgTRP1 plasmid에 효모 7번염색체상에 있는 PMT6 유

전자를 도입하여 pRS-PMT6 plasmid (5.9 kb)를 구축하였는

데, PMT6 유전자는 homologous recombination을 통한 YIp 

integration을 위한 목적유전자(target gene, target region)로 

사용되었다. PMT6 유전자는 S. cerevisiae SEY2102△trp1 균주

의 genomic 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였고, PMT6-F/PMT6-R 

primer set를 이용해 증폭하여 pRS-CgTRP1 vector에 삽입되

었다. 최종적으로 XYLP, XYLB, GRE3 그리고 XYL2 유전자의 

발현 cassette는 각각 pRSGAL-F/pRSGAL-R primer set를 이

용해 증폭되어 pRS-PMT6 vector에 도입되었고, pRS-XylP, 

pRS-XylB, pRS-Gre3 그리고 pRS-Xyl2 plasmid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재조합 plasmid는 E. coli DH5α에서 증폭, 추출

(plasmid purification kit (GeneAll Biotechnology, Seoul, 

Korea))되었고, 구축된 plasmid의 연결서열 및 유전자의 서열

은 ABI 377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통해 분석, 확인하였다. 

 

효모형질 환, 배지 조성  배양조건

S. cerevisiae 균주에 YEp (pGMF-XylP, pGMF-XylB, pGMF- 

Gre3 and pGMF-Xyl2 plasmid)를 도입하기 위해서 salmon 

testes 유래의 single-stranded carrier DNA를 사용하는 high 

efficiency transformation법[4]을 이용하였다. Integrative plas-

mids (pRS-XylP, pRS-XylB, pRS-Gre3, and pRS-Xyl2)의 형질

전환을 위해서는 각각의 plasmid를 AccIII 제한효소(PMT6 유

전자내의 제한효소)로 선형화한 후, S. cerevisiae SEY2102△trp 

균주의 7번염색체내에 integration하여 Trp
+
 형질전환체를 선

별하였다. Trp+ 형질전환체의 선별을 위해 synthetic complete 

(SC) 배지 (SC-TRP, 6.7 g/l yeast nitrogen base without ami-

no acids (YNB), 20 g/l dextrose, appropriate amino acids 

(20 mg/l uracil, 100 mg/l leucine, 20 mg/l histidine), and 

15 g/l agar)를 사용하였다. S. cerevisiae 균주의 증식배지로는 

YPD 배지(10 g/l yeast extract, 20 g/l peptone, 20 g/l dex-

trose)를 사용하였으며, 효모에 도입된 각 유전자의 발현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YPDG 배지(10 g/l yeast extract, 20 g/l pep-

tone, 10 g/l dextrose, 10 g/l galactose)를 사용하였다. 반복적

인 유전자 도입을 위해 YPD-5-FOA (YPD medium containing 

0.1% 5-fluoroorotic acid (5-FOA))의 배지에서 uracil auxo-

trophs를 선별하였다. 재조합 효모 균주는 5 ml YPD 배지에서 

16~24시간 동안 전배양 한 후 50 ml YPDG 배지에 접종(initial 

OD600 0.1)하여 30℃, 190 rpm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효소활성 측정

Endoxylanase 효소활성 측정은 xylan을 분해해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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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sugar (xylose)를 분석하는 3,5-dinitrosalicylic acid 

(DNS) 법[12]을 사용하였다. 50 μl의 효소액을 400 μl의 1% 

birchwood xylan (Sigma)과 50 μl의 50 mM sodium phos-

phate buffer (pH 6.0)와 혼합하여 50℃에서 15분간 반응시키

고, DNS solution 첨가 후 boiling하여 540 nm의 흡광도에서 

흡광값을 측정하였다. 1 unit는 1분간 1 μmole의 환원당

(xylose)을 생산하는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β-xylosidase

의 활성측정을 위해서는 ρ-nitrophenyl-β-D-xylopyranoside 

(ρNPX (N2132), sigma)를 기질로 사용하였다. 450 μl의 5 mM 

ρNPX (in 50 mM phosphate buffer (pH 6.5))와 50 μl 의 효소

액을 혼합하여 40℃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00 μl의 0.5 M 

Na2CO3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분해되어 나온 ρ-ni-

trophenol을 405 nm의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2]. 1 unit는 

1분간 1 μmole의 ρ-nitrophenol생산을 촉매하는 효소의 양으

로 정의하였다. Xylose reductase의 효소활성은 700 μl의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 100 μl의 효소액, 100 

μl의 2 mM NADPH와100 μl의 1 M xylose 기질을 포함한 

반응액에서 측정되었다. Xylose가 없는 반응액을 25℃에서 1

분간 반응시킨 후, xylose를 첨가하고 340 nm 흡광도에서 10

분간 흡광값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8]. Xylose reductase 

활성의 1unit는 1분당 1 μmol의 NADPH를 전환(산화)하는 

양으로 정의하였다. Xylitol dehydrogenase의 효소활성 측정

은 700 μl의 50 mM Tris buffer (pH 9.0), 100 μl의 효소액, 

100 μl의 2 mM NAD(P)+를 포함하는 반응액을 1분간 25℃에

서 반응하고, 100 μl의 1 M xylitol의 기질을 첨가한 후 340 

nm에서의 흡광값의 변화량을 2분간 모니터링하여 측정하였

다[8]. 1 unit는 1분간 1 μmol NAD(P)+를 전환하는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Protein 농도는 Bradford법[1]으로 정량하

였고, BSA (Bovine Serum Albumin)를 표준물질로 0 mg/ml, 

0.2 mg/ml, 0.4 mg/ml, 0.6 mg/ml, 0.8 mg/ml, 1.0 mg/ml의 

양만큼 첨가하여 표준적정곡선을 작성하였다.

Pulse field gel electrophoresis와 Southern hybrid-

ization

효모형질전환체들의 karyotype (핵형) 및 각각 도입한 유전

자가 7번 염색체의 위치에 제대로 integration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pulse 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와 Sout-

hern hybridization을 실시하였다.  PFGE를 위해 먼저 각 균주

의 chromosomal DNA는 Sheehan and Weiss [16]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1% low melting agarose (Sigma)를 사용해 DNA 

plug형태로 만들어 준비하였다. Chromosomal DNA는 CHEF- 

DRIII system (Bio-Rad Laboratories)를 사용하여 0.5x TBE 

buffer에 1% gold agarose (pulsed field certified agarose; 

Bio-Rad Laboratories, Richmond, CA, USA) gel 에서 분리하

였다. CHEF gel electrophoresis의 조건은 120°의 angle로 6.0 

V/cm에서 15시간 동안 60초의 interval로 switching 후, 6.0 

V/cm에서 9시간 동안 90초의 interval로 switching하였다. 전

기영동 후 0.5 μg/ml의 ethidium bromide (EtBr)로 염색 후 

UV상에서 karyotype 을 확인하였다.  Southern hybridization

을 위해 DNA를 Hybond-N+ membranes (Amersham Biosci-

ences, Piscataway, NJ, USA)으로 transfer하였고 probe DNA

는 PMT6, XYLP, XYLB, GRE3, XYL2 유전자의 PCR 산물을 

사용하였다. Probe의 labelling과 signal detection은 ECLTM 

Direct Nucleic Acid Labelling와 Detection system (Amer-

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을 사용하여 수행하

였다.

결과  고찰

XYLP, XYLB, GRE3와 XYL2 유 자의 발 시스템 선별

S. cerevisiae는 고등생물세포와 유사한 번역 후 수식계가 있

어 folding, disulfide 결합 등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천연상

태로 생산할 수 있으며, 대장균에 비해 유전자 재조합단백질

을 더 효율적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 생산할 수도 있다[13]. 따

라서 효모세포를 이용한 재조합단백질의 생산을 위해서는 분

비서열을 사용한 단백질의 분비를 유도하거나 발현시키고자 

하는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 발현에 적합한 promoter (constit-

utive or inducible promoter)와 유전자의 combination을 선택

해야 한다[7]. 그러므로 XYLP, XYLB, GRE3와 XYL2 유전자의 

발현에 적합한 promoter를 알아보기 위해 pAMF-XylP, pAMF- 

XylB, pAMF-Gre3와 pAMF-Xyl2 plasmid 를 추가로 구축하

였다. 이들 plasmid는 galactose에 의해서 유도되는 GAL10 

promoter 대신에 ADH1 (alcohol dehydrogenase, constitu-

tive)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plasmid로서 세포증식과 함께 

항시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promoter이다. 

따라서 promoter에 따른 XYLP, XYLB, GRE3와 XYL2 유전자 

발현에 의한 효소활성을 비교 조사해보았다. GAL10 promoter

를 가진 형질전환주들은 galactose가 첨가된 YPDG 배지를 사

용하였으며, ADH1 promoter를 가진 형질전환주들은 YPD 배

지를 사용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유전

자 모두 GAL10 promoter를 사용한 발현에서 ADH1 promoter

를 사용하여 발현한 경우보다 재조합 효소의 활성이 1.6배에

서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이 결과로부터 xylan 대사에 관여하는 XYLP, XYLB, GRE3와 

XYL2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서는 GAL10 promoter에 의한 발

현유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R-YIp system구축을 위해

서 GAL10p-GENEs-GAL7t의 발현 cassette를 사용하였다.

유 자의 sequential integration을 한 R-YIp system

GAL10 promoter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XYLP, XYLB, 

GRE3와 XYL2 유전자를 효모염색체내에 안정적으로 도입하

기 위한 R-YIp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각각의 유전자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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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for strength of GAL10 promoter and ADH1 

promoter in SEY2102△trp1/pAMF-Xylp and SEY2102△

trp1/pGMF-Xylp, SEY2102△trp1/pAMF-XylB and SEY 

2102△trp1/pGMF-XylB, SEY2102△trp1/pAMF-Gre3 and 

SEY2102△trp1/pGMF-Gre3, SEY2102△trp1/pAMF-Xyl2 

and SEY2102△trp1/pGMF-Xyl2 transformants, respec-

tively. 

A

B
Fig. 2. Schematic of the R-YIps; pRS-XylP, pRS- 

XylB, pRS-Gre3 and pRS-Xyl2 plasmid 

(A) and procedure for repeated integra-

tion of foreign genes expression cassette 

by Cre/loxP system (B). CgTRP1 : TRP1 

gene of C. glabrata, loxP : ATAACTTCGT 

ATAATGTATGCTATACGAAGTTAT 

(for sequential integration).

cassette는 pRS-PMT6 vector에 In-fusion cloning을 통해 clon-

ing되었고, pRS-XylP, pRS-XylB, pRS-Gre3 그리고 pRS-Xyl2 

plasmid가 구축되었다(Fig. 2A). 이 plasmid에는 sequential 

integration을 위한 selective marker로서 loxP-CgTRP1-loxP 

marker를 포함하고 있다. LoxP서열간의 재조합을 유도하기 

위해 CRE recombinase를 발현하는 pSH47 plasmid를 사용하

였고, CRE 유전자는 galactose에 위해 유도 발현되도록 설계

되었다[17]. 먼저 pRS-XylP plasmid를 PMT6 target sequence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AccIII 제한효소로 선형화 한 후, S. 

cerevisiae SEY2102△trp 군주에 형질전환하여 SC-TRP배지에

서 Trp+ 형질전환체를 선별하여 SEY2102△trp/pRS-XylP 

(designated Strain P) 균주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pRS-XylB 

plasmid를 도입하기 위해 P 균주의 CgTRP1 selective marker

를 CRE recombinase를 발현시켜 제거(pop-out)하였다. CRE 

recombinase의 발현을 위해 도입된 pSH47 plasmid는 5-FOA

배지의 사용(uracil auxotroph selection)에 의해 결실시키고, 

선형화 된 pRS-XylB plasmid를 P균주에 형질전환하여 SEY 

2102△trp/pRS-XylP, pRS-XylB (designated Strain PB) 균주

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pRS-Gre3와 pRS-Xyl2 plasmid도 같은 

방법으로 효모염색체내에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SEY2102△

trp/pRS-XylP, pRS-XylB, pRS-Gre3 (designated Strain PBG) 

균주와 SEY2102△trp/pRS-XylP, pRS-XylB, pRS-Gre3, pRS- 

Xyl2 (designated Strain PBG2) 균주를 구축하였다(Fig. 2B). 

R-YIp system을 통해 도입된 유 자의 확인  효소활성 

분석

pRS-XylP, pRS-XylB, pRS-Gre3 그리고 pRS-Xyl2 plasmid

를 순차적으로 형질전환하여 구축한 P 균주, PB 균주, PBG 

균주, 그리고 PBG2 균주의 염색체내에 도입된 각각의 유전자

가 제대로 발현이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유전자 발현유도를 

위해 각 균주들을 YPDG 배지에서 48시간 동안 baffled-flask 

배양하여 endoxylanase, β-xylosidase, xylose reductase 그리

고 xylitol dehydrogenase의 활성을 분석해 보았다(Table 3). 

처음으로 염색체내에 도입한 XYLP 유전자의 의한 endoxyla-

nase의 활성은 13.37 unit/ml로 XYLB, GRE3와 XYL2 유전자

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도 P균주에서

부터 PBG2균주의 구축에 있어서 endoxylanase활성을 잘 유

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β-xylosidase 효소활성의 

경우에도 PB 균주, PBG 균주와 PBG2균에서 활성을 잘 유지하

고 있었으며, PBG 균주에서 endoxylanase와 β-xylosidase 효

소활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종 균주인 PBG2 

균주에서 다시 활성을 회복하여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GRE3와 XYL2 유전자를 추가로 도입한 PBG균주

와 PBG2 균주의 경우에도 xylose reductase와 xylitol de-

hydrogenase의 활성을 확인 할 수 있어 정상적인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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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ell growth, endoxylanase, β-xylosidase, xylose reductase (XR) and xylitol dehydrogenase (XDH) activity 

in each transformant. Each transformant was cultivated in YPDG medium for 48 hr

Strains*
Dry cell weight 

(DCW)

Endoxylanase activity

(unit/ml)

β-xylosidase activity 

(unit/ml)

XR activity

(unit/mg)

XDH activity

(unit/mg)

P

PB

PBG

PBG2

4.85

5.63

5.51

5.74

13.37

14.23

11.28

13.14

-

0.28

0.14

0.22

-

-

0.13

0.14

-

-

-

0.015

* Strain P; SEY2102△trp/pRS-XylP transformant.

Strain PB; SEY2102∆trp/pRS-XylP, pRS-XylB transformant.

Strain PBG; SEY2102∆trp/pRS-XylP, pRS-XylB, pRS-Gre3 transformant.

Strain PBG2; SEY2102∆trp/pRS-XylP, pRS-XylB, pRS-Gre3, pRS-Xyl2 transformant.

Fig. 3. Confirmation of integration position of each gene by PFGE and Southern hybridization. PMT6, XYLP, XYLB, GRE3 and 

XYL2 genes were used as probe. Lane 1; SEY2102△trp (Host strain), lane 2; 2102△trp/pRS-XylP (P), lane 3; SEY2102△

trp/pRS-XylP, pRS-XylB (PB), lane 4; SEY2102△trp/pRS-XylP, pRS-XylB, pRS-Gre3 (PBG), lane 5; SEY2102△trp/pRS-XylP, 

pRS-XylB, pRS-Gre3, pRS-Xyl2 (PBG2) transformant 

발현이 유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같은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적인 유전자 integra-

tion을 유도하는 경우, target gene (region)으로 사용한 유전자

의 copy number가 증가하게 되어 유전자의 과발현이 발생되

는데, 이를 막기 위해 R-YIp system에는 2.2 kb의 PMT6 유전

자의 5`말단에서 1 kb만을 target region으로 사용하여 정상적

으로 발현 가능한 PMT6 유전자의 copy number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부분적인 PMT6 유전자간의 

homologous recombination (상동성재조합)이 일어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도입한 유전자 및 R-YIp sys-

tem 자체가 염색체로부터 pop-out 될 수도 있다. 따라서 P 

균주, PB 균주, PBG 균주와 PBG2 균주에 도입된 XYLP, 

XYLB, GRE3와 XYL2 유전자의 위치 및 karyotype을 PFGE와 

Southern hybridization법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먼저 각 형질

전환주로부터 chromosomal DNA plug를 제작하여 PFGE를 

실시하고, Southern hybridization을 위해 PMT6, XYLP, 

XYLB, GRE3, XYL2 유전자의 약 0.5~1 kb 정도 크기의 DNA

를 추출하여 probe DNA로 사용하였다. Fig. 3에 나타낸 것처

럼, PMT6 유전자를 probe로 사용한 경우는 숙주세포(SEY 

2102△trp)를 포함한 모든 형질전환주에서 7번 염색체상의 

PMT6 유전자가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XYLP 유전자를 probe

로 사용한 경우에는 숙주세포를 제외한 P 균주, PB 균주, PBG 

균주와 PBG2 균주에서 XYLP 유전자의 band를 확인할 수 있

었고, XYLB 유전자를 probe로 사용한 경우에는 숙주세포와 

P 균주를 제외한 PB 균주, PBG 균주와 PBG2 균주에서 XYLB

유전자의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GRE3 유전자를 probe로 

사용한 경우는 원래 숙주세포의 8번 염색체(562 kb)에 GRE3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균주에서 positive control로 

8번 염색체 위치의 original GRE3 유전자의 band가 검출되었

고, PBG 균주와 PBG2 균주에서 추가로 도입된 GRE3 유전자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XYL2 유전자를 probe로 사용한 

경우는 PBG2 균주에서만 XYL2 유전자의 band를 확인할 수 

있어 의도한 목적 염색체와 위치에 정확히 R-YIp system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 cerevisiae의 경우에 세포분열 및 

증식 중에 homologous recombination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 

유전자의 발현조절이나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GRE3 유전자의 경우에도 7번 염색체에 도입된 

pRS-Gre3 plasmid와 8번 염색체에 있는 original GRE3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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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homologous recombination이 일어날 수 도 있고, 또는 

pRS- Gre3 plasmid가 비정상적으로 8번염색체의 GRE3 유전

자좌에 integration이 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Fig. 

3의 결과에서처럼 7번 염색체와 8번염색체의 GRE3 유전자의 

band signal의 intensity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져 pRS-Gre3 

plasmid는 의도한대로 7번 염색체의 PMT6 유전자좌에 in-

tegration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R-YIp system을 통해 하나의 

selective marker (CgTRP1 gene)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4개

의 서로 다른 유전자(XYLP, XYLB, GRE3, XYL2 유전자)를 하

나의 효모염색체상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였고, 각각의 유전자

는 활성형의 재조합효소를 생산함을 확인하였다. 본 system에

는 비정상적인 homologous recombination의 발생을 막기 위

해 C. glabrata의 selective marker를 사용하였으며, target gene

의 copy number 증가에 의한 과발현 억제도 고려되었다. 또한 

여러 유전자의 도입에 있어 제한이 되는 selective marker를 

하나만 사용해도 반복적인 다수의 유전자 도입이 가능함으로 

다양한 균주를 숙주세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할 수 있다. 원핵세포에서는 관련된 대사경로에 있는 유전

자군(gene cluster)이 하나의 promoter 하류에 연결되어 있는 

operon을 구성하여 각각의 유전자를 조절, 발현되고 있다. 진

핵세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의 유전자

에 하나의 promoter가 연결되어 있는 발현 cassette (one pro-

moter-one gene)를 구성하고, 동일한 염색체가 아닌 서로 다

른 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잡

한 조절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R-YIp system을 통해 

하나의 대사경로에 있는 다수의 유전자 cassette를 하나의 염

색체 위에 인공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인공적으로 염색체화하

는 방법으로 새로운 효모균주의 육종이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산업에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군을 가진 균주의 제작에

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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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동의대학교 바이오응용공학부 의생명공학전공) 

본 연구에서는 효모염색체내에 다양한 유전자 발현 cassette를 도입하기 위해 Cre/loxP system을 가진 repeated 

yeast integrative plasmid (R-YIp)를 구축하였다. R-YIp는 반복적으로 형질전환체를 선별할 수 있는 selective 

marker (CgTRP1)와 loxP 서열, 그리고 integration을 위한 목적서열을 함유하고 있어 같은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에 여러 개의 유전자 발현 cassette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xylan/xylose 대사에 관련된 endoxylanase 

(XYLP), β-xylosidase (XYLB), xylose reductase (GRE3) 그리고xylitol dehydrogenase (XYL2)의 효모염색체내에 

도입을 시도하였다. 먼저 XYLP, XYLB, GRE3그리고 XYL2 유전자의 효율적인 발현을 위한 promoter를 선별하기 

위해 pGMF-GENE과 pAMF-GENE plasmid를 구축하였고, 각 유전자들의 발현에 GAL10 promoter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GAL10p-GENE-GAL7t cassette를 가진 pRS-GENE plasmid (R-YIp)를 구축하여, 반복적 in-

tegration 과정과 selective marker의 제거를 통해 각각의 R-YIps를 효모 7번염색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R-YIp system을 통해 효모염색체내에 도입된 유전자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발현되었고, 활성형의 재조합효소를 

생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외래유전자를 효모염색체내 도입함에 있어 selective marker와 숙주세

포 선택의 한계를 R-YIp system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