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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mycetes are gram-positive filamentous bacteria that are well-known for producing a vast array of bioactive 
compounds, including more than 70 % of commercially important antibiotics. For the research about Streptomyces sp., 
the protoplast and electroporation transformation method have been the general techniques for the construction of 
transformants. However, these techniques have low efficiency and are time-consuming. Another option is intergenic 
conjugation, which is used for DNA transfer using methylation-deficient E. coli as a DNA donor to avoid the methylated-
DNA-dependent restriction systems of actinomycetes. This conjugation method has been widely improved and applied 
to many other actinomycetes. In this research, an effective transformation procedure for the construction of expression 
vector by using gateway system was established to avoid limit of restriction enzyme site for cloning of target gene based 
on transconjugation by Escherichia coli ET12567/pUZ8002 with a pSET152 integration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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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선균 (Actinomycetes)이란 그램 양성의 토양 세균으

로 곰팡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자와 균사체를 형성하는 

형태분화능력을 지닌 미생물로써 기저균사, 기중균사, 분

생포자, 포자 발아의 life cycle을 가지고 있다 (Chapter. 

1993; Kieser et al., 2000). 방선균 중에서도 Streptomyces로 

대표되는 방선균속 미생물들에 의해 현재 사용되는 항생

물질의 약 70%를 생산해 내는 이차대사산물 생산능력으

로 인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온 미생물로써 

형태분화, 일차대사 및 이차대사산물 생산에 관한 조절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Du et 

al., 2011; Park et al., 2011; Swiatek et al., 2012). 최근에 흥미

를 끌고 있는 방선균이 생산하는 생리활성물질로는 각

종 효소저해제, 면역증강제, 제초제, 구충제 등이 있으며 

(Demain et al., 1989; Hosoya et al., 2012; Hwang et al., 2005; 

Kim et al., 2011), 이들 몇몇의 물질들은 이미 산업화에 성

공하여 의약 및 농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항생물질 내성균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이차대

사산물의 필요성과 기존의 항생물질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이 방선균이라는 미생물을 활발히 연구하게 된 계기

가 되었으나, 새로운 방선균을 분리한다거나 UV나 화학

적 방법을 통한 변이주를 획득하는 등의 일반적인 탐색

방법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

근에 분자레벨에서의 형질전환을 통한 방선균 연구가 이

루어져 왔으며 방선균의 형질전환에는 주로 protoplast법

과 eletroporation법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

은 형질전환율이 높지 않거나 적용되는 방선균이 제한적

이라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Escherichia coli를 이용하여 plasmid DNA를 전달하는 

접합전달법 (conjugal transfer)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Choi et al., 2004; Kitani et al., 2000). 접합전달법은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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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구축 및 조작이 가능하며 

구축되어진 플라스미드를 방선균으로 전달할 수 있어 유

전자 클로닝, 유전자 파괴, 변이 유전자 회복 등에 폭 넓

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현 벡터를 제조하기 위

해서는 발현시키고자 하는 목적 유전자와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cloning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지는데, 이러한 방

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제한 효소 인식 부위가 목적 유전

자에 존재하거나 또한 벡터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한 효

소 사이트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현 벡터의 구축에 어려

움이 따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효소 인

식 부위에 따른 발현 벡터 구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Gateway system (Invitrogen)을 이용한 방선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현 벡터 구축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희소방선균인 Saccharopolyspora erythreae의 seaR 

유전자를 사용하여 발현 벡터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및 Plasmids 

발현 벡터 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사용된 목적 유전자

인 seaR gene은 Saccharypolyspora erythreae IFO 13426의 

chromosomal DNA로부터 증폭하여 사용하였다. Entry 벡

터는 목적 유전자인 seaR gene의 cloning을 위하여 In- 

vitogen 사의 pENTR/D-TOPO Cloning kit를 사용하였다. 

Destination 벡터의 제조에는 Choi 등 (Choi et al., 2004)에 

의해 목적 유전자의 constitutive expression을 위한 erythro- 

mycin promoter가 삽입되어 있는 pSET152 (Bierman et al., 

1992) 유래의 벡터를 기본 벡터로 사용하였으며 entry 

벡터와 recombina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Reading frame 

cassette RfC.1 (Invitogen)를 삽입하였다. 최종적으로 entry 

벡터와 destination 벡터의 recombination을 통한 seaR 

expression vector 제조를 위하여 gateway LR clonase enzyme 

mixture (Invitrogen)가 사용되었다. Entry 벡터의 형질전

환용 competent cell은 Mach1-T1 cell (One Shot Mach1-T1 

Chemically Competent E. coli, Invitogen)을 사용하였고, 

destination vector 및 expression vector의 형질전환 및 대량

회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competent cell인 E. coli DH5α

를 사용하였다. 

배지 및 배양조건 

Saccharopolyspora erythreae IFO 13426의 chromosomal 

DNA를 추출하기 위하여 Tryptic Soy Broth (TSB, BD 

science)를 사용하여 28℃에서 140 rpm으로 진탕 배양하

였다. E. coli의 일반 배양 및 형질전환에는 Luria-Bertani 

broth (LB)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entry 벡터의 형질전환

균의 배양시에는 50 μg/ml의 농도로 ampicillin, destination 

벡터의 형질전환균의 배양시에는 50 μg/ml의 농도로 

apramycin을 선택 항생물질로써 첨가하여 37℃에서 120 

rpm으로 각각 진탕 배양하였다. 

DNA 조작 및 분리 

방선균의 chromosomal DNA 분리는 Hopwood법 (Kieser 

et al., 2000)에 따라 실행하였고, E. coli DH5α competent 

cell은 Hanahan법 (Sambrook et al., 1989)으로 제작하였다. 

Plasmid DNA의 분리는 FlexiPrep kit (GE life science) 및 

alkaline-SDS 추출법 (Sambrook et al., 1989)을 사용하였으

며, 모든 제한 효소, 수식 효소 및 DNA marker는 Takara 

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발현 벡터 확립에 사용된 Saccharypolyspora erythreae

의 seaR 유전자는 NCBI의 nucleotide sequence database의 

GenBank accession number AB188088를 토대로 entry vector

에 특이적인 primers (Table 1)를 제작하여 PCR 방법으로 

증폭하였다. PCR은 Applied Biosystems 사의 GeneAmp 

PCR System 2400을 사용하였으며 PrimeSTAR HS DNA 

Polymerase (Takar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CR 반응

을 위한 조성 및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PCR 산물의 염기배열 결정 및 해석 

목적 유전자인 seaR gene을 entry 벡터에 cloning한 후 

목적 유전자에 mutation 삽입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질전환균을 50 μg/ml의 농도로 ampicillin이 첨가된 3 

ml LB 액체배지를 사용하여 배양 후 plasmid를 분리하

여 sequenc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Sequencing은 DNA 

sequencer (MegaBASE500, Amersham Biosciences)를 이용하

거나 SolGent 사에 의뢰하였고, sequence 분석과 homology 

비교는 GENETYX-WIN (version. 3.2, Software Development)

과 NCBI BLAST database를 이용하였다. 

 

결  과 

PCR을 통한 목적 유전자의 회수 

Saccharopolyspora erythreae IFO 13426의 chromoso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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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추출하여 PCR 반응을 위한 template로 사용하였

다. 발현 벡터 확립에 사용된 목적 유전자인 seaR gene을 

증폭하기 위하여 seaR gene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제

작된 primers (Table 1)을 이용하여 PCR (Table 2)을 수행하

고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후 615 bp의 목적 DNA 단

편 (Fig. 1)을 회수하였다. 

Entry 벡터의 제조 

Entry 벡터 제조를 위하여 Invitogen 사의 pENTR/ 

D-TOPO Cloning kit를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였다. PCR로 

증폭 후 회수된 seaR gene 단편은 pENTR/D-TOPO 벡터

에 특이적으로 삽입될 수 있도록 5′쪽에 CACC 염기를 

포함하고 있기에 pENTR/D-TOPO cloning kit에 포함되어 

있는 ligation 효소에 의하여 pENTR/D-TOPO 벡터에 특

이적으로 삽입이 된다. seaR gene이 삽입된 형질전환균으

로 부터 plasmid를 분리하여 삽입된 seaR 유전자의 염기

배열을 해석한 결과, PCR에 의한 nucleotide mutation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목적 유

전자인 seaR이 삽입된 3.2 kb의 entry 벡터를 제조하였다 

(Fig. 2). 

 

Destination 벡터의 제조 

Destination 벡터는 pSET152 (Bierman et al., 1992) 유래

의 벡터로 방선균에서 유전자의 대량 발현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Saccharopolyspora erythraea 유래의 promoter 유

전자 (ermEp*) (Kieser et al., 2000)가 삽입되어 있는 벡터

로써 entry 벡터에 cloning된 seaR gene의 상하류에 존재

하는 attL site와 recombination이 일어날 수 있는 attR site

를 가지고 있는 reading frame cassette RfC.1 (Invitogen)을 

제한 효소 XbaI 및 탈인산화 반응을 거친 promoter 유전

자 (ermEp*)가 삽입되어 있는 pSET152의 cloning site에 

ligation을 통하여 삽입하여 제조하였다 (Fig. 2). 

최종 seaR 발현 벡터의 구축 

Entry 벡터에 삽입된 유전자의 상, 하류에 존재하는 

attL site와 destination 벡터에 삽입되어 있는 reading frame 

cassette에 존재하는 attR site와의 recombination, 즉 LR 

reaction을 위하여 gateway LR clonase enzyme mixture 

(Invitrogen)가 사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seaR 발현 벡터가 

제조되었다 (Fig. 2). 구축된 발현 벡터를 접합전달용 공

여균주로 사용할 E. coli ET12567/pUZ8002에 형질전환하

였다. 형질전환된 균으로부터 plasmid를 분리하여 전기영

동한 결과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 kb 정도로 나

타났고, 분리된 plasmid DNA를 seaR 단편 및 destination 

벡터에 하나씩의 제한 효소 사이트가 존재하는 ClaI으로 

처리한 결과 1.1 kb 및 5.5 kb의 2개의 단편이 확인되었으

며 (Fig. 3B), 제조된 seaR expression vector를 pEV615라고 

명명하였다. 제조된 pEV615는 oriT, attP, ermEp*과 seaR 

Table 1. Design of PCR primers 

 Sequences 5' → 3' 

SeaR-F CACCCGGAGTCGCCGGAGCCGCGTGATGCC

SeaR-R TCAGCGGGGGCGTTCGTCGGGCGGCTGGAG

Table 2. Composition and condition for PrimeSTAR HS DNA 
polymerase 

PCR composition PCR condition   

Template (100 ng/μl) 1 μl 98℃  5 min  

SeaR1-F (10 pmol/μl) 1 μl 98℃ 10 sec 
 

SeaR1-R (10 pmol/μl) 1 μl 55℃  5 sec 30 cycles

dNTP (2.5 mM) 4 μl 72℃  1 min 

5 × PrimeSTAR 
Buffer 10 μl 72℃  7 min  

PrimeSTAR HS 4℃ ∞  

 

DNA Polymerase 
(2.5 U/μl) 

0.5 μl 

dH2O 32.5 μl 

Total 50 μl 

    

Fig. 1. Gel electrophoresis of amplified PCR products from 
isolated Saccharopolyspora erythraea genome DNA. M, λ-EcoT14
digest marker; 1, amplied seaR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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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단편을 가지고 있는 방선균용 발현 벡터이다. 

 

고  찰 

 

토양 미생물인 방선균은 원핵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기

저균사, 기중균사, 분생포자, 포자 발아의 복잡한 형태분

화를 나타내므로 원핵 생물 중에서도 가장 진화한 미생

물이라 생각되어지며, 형태분화 메카니즘의 해명이라고 

하는 기초 생물학적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미생물이다. 

또한 방선균은 항생물질, 효소, 효소저해제, 색소 등 다

종 다양한 유용산물을 생산하는 미생물로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제한계의 

존재에 따른 외래 유전자 도입의 어려움 및 형질전환 시

스템의 부재로 인해 분자생물학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Baltz, 1993; MacNeil, 1988). 최근 방선균 연구에 

있어서 E. coli를 이용한 접합전달이 Mazodier 등 (1989)

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방선균에 존재하는 메틸

화된 DNA의 제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NA의 공여균

주 (donor)로 메틸화가 결손된 E. coli ET12567/pUZ8002 

(Bierman et al., 1992)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속 

(genus)의 방선균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Matsushima 

and Baltz. 1996; Stegmann et al., 2001; Voeykova et al., 1998).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접합전달을 위한 백터들 가

운데 방선균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attB site로 integration

되는 bacteriophage φC31 유래의 attachment site (attP)와 

intergrase (int) 기능을 가진 벡터들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eser et al., 2000). 이러한 백터들은 접합전

달을 통해 E. coli로부터 방선균으로 전달되고 전달된 백

터의 attP site는 integrase에 의해 방선균 염색체의 attB 

Fig. 2. Construction of expression vector (pEV615) for seaR gene expression. Facilitates recombination of an attL substrate (entry 
vector) with an attR substrate (destination vector) to create an attB-containing expression clone. This reaction is catalyzed by LR Clonase 
enzyme mix. 

A B 

Fig. 3. Agarose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of pEV615. (A)
Plasmid was isolated from transformant (ET12567/pUZ8002). M,
λ-EcoT14I digest marker; 1, 2, pEV615. (B) pEV615 was digested
with ClaI. M, λ -EcoT14I digest marker; 1, 2, pEV615 digested
by C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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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로 삽입되게 된다 (Combes et al., 2002; Kieser et al., 

2000). 방선균용 pSET152 벡터는 attP site를 보유하고 있

어 숙주 방선균의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attB site에 in- 

tegration에 의해 목적 유전자들을 염색체 상에 도입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형질전환체의 선별을 위한 apramycin 

약제내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질전환체의 

선별이 용이한 특징이 있으며 현재까지 Streptomyces 속 

및 희소 방선균이 생산하는 이차대사산물의 생산량 증

가 및 외래 유전자의 기능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Paudel et al., 2011; Jnawali et al., 2011; Jeon et al., 2011). 하

지만 본 연구에서 발현 벡터로 사용된 pSET152의 경

우 cloning할 유전자의 지속적인 발현을 위하여 ermEp* 

(erythromycin promoter)가 삽입됨으로 인하여 목적 유전자

의 cloning을 위한 제한 효소 사이트가 BamHI과 XbaI만 

존재하므로 만약 cloning 하고자 하는 목적 유전자 염기

서열 중에 BamHI과 XbaI의 제한 효소 사이트가 존재하

게 된다면 cloning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목적 유전자의 cloning을 통한 

발현 벡터 구축에 있어서 PCR을 통한 목적 유전자의 증

폭 및 회수 후 entry 벡터 제조를 통하여 제한 효소 사이

트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조된 entry 

벡터와 ermEp* (erythromycin promoter)가 삽입되어 있는 

pSET152 벡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진 destination 

벡터를 사용하여 LR reaction을 통한 최종 발현 벡터 구

축에도 제한 효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유전

자도 쉽고 빠르게 발현 벡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된 seaR 발현 벡터를 사용하여 

Streptomyces 속 방선균에 형질전환시켜 형질전환된 방선

균의 형태변화 관찰을 통하여 형질전환에 사용된 Non-

Streptomyces sp. 유래의 SeaR 단백질의 기능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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