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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핵활성단백질의 N-terminal부분을 이용한 녹색형 단백질의

Zymomonasmobilis세포 표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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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ZymomonasmobilisusingN-terminaldomainofice

nucleation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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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uv) was displayed on the surface of

ethanol-producing bacteria Zymomonasmobilisusing N-terminaldomain ofice

nucleation protein (INP)asan anchoring motif.Toevaluatetheicenucleation

proteinasplausibleanchormotifinZ.mobilis,GFPuvgenewassubclonedinto

ZymomonasexpressionvectoryieldingpBBR1MCS-3/pPDC/INPN/GFPuvplasmid.,

INP-GFPuvfusionproteinwasexpressedinZ.mobilisanditsfluorescencewas

verifiedbyconfocalmicroscopy.ThesuccessfuldisplayofGFPuvonZymomonas

mobilissuggestthatINPanchormotifcouldbeusedforfuturefusionpartnerinZ.

mobilisstrain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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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1)

그람 음성 박테리아인 Zymomonasmobilis는

표 인 에탄올 생성 균주이다.하지만 사용 가능

한 기질의 제한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산업 으로

는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1].따라

서 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 의 하나로 세포 표

면 발 을 시도하게 되었다.세포의 표면에 기질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정 효소를 부착 발

시켜 기질의 이용성을 증 하려는 것이다.이 논문

에서는 이를 한 선행 연구로 Zymomonas

mobilis에서 세포표면 발 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하여 먼 ,융합단백질로서 발 효과의 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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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Aequoreavictoria형 해 리로부터 유래

된 녹색형 단백질 greenfluorescentprotein을 사

용하 다[4][7].

이 부터 외래 단백질의 박테리아 세포의 표면

발 이 수차례 시도되어져 왔다.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Vaccines, environmental adsorbents,

biocatalysis,bioconversion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5].

따라서 다양한 표면 발 시스템을 해 반드시

필요한 세포 표면으로의 signaling역할을 하는 단

백질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그 종류에는

outermembraneproteins,lipoproteins,secretory

proteins,icenucleationproteins등이 있다[4].이

icenucleationproteins(INP)는 Pseudomonas

syringae와 몇몇의 다른 그람 음성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다.INP의 장 으로는 세포 표

면의 형성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 인

발 이 가능하고,필요에 따라 단백질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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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Restrictionsite Sequence(5'→ 3')

INPN5' NdeⅠ GGAATTCCATATGACTCTCGACAAGGCG

INPN➀ 3' XbaⅠ GCTCTAGACTAGGTCTGCAAATTCTGCGG

INPN➁ 3' EcoRⅠ CGGAATTCGGTCTGCAAATTCTGCGG

GFPuv➀ 5' NdeⅠ CGGGAATTCCATATGAGTAAAGGAGAAGAAC

GFPuv➁ 5' EcoRⅠ CGGAATTCAGTAAAGGAGAAGAACTT

GFPuv3' XbaⅠ GCTCTAGATTATTTGTAGAGCTCATC

Ppdc5' SacⅠ CGAGCTCTTATCGCTCATGATCGCG

Ppdc3' NdeⅠ-XbaⅠ GCTCTAGAGGCATATGTGCTTACTCCATATATTC

rrnBT1T23' ApaⅠ CGGGCCCTAAACAAAAGAGTTTGTA

에 해당하는 반복 서열의 크기를 알맞게 조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NP를 이용한 Zymomonasmobilis의 세포 표면에

서의 발 을 시도하 다.특히 INP의 N-terminal

부분만을 이용하여 Escherichiacoli에서의 발 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의 연구 내용을 토

로 Zymomonasmobilis에서의 발 을 시도하

다[2][6].

2.재료 연구 방법

2.1균주 배양 조건

E.coli내에서의 라스미드 클로닝 단백질

발 을 해 XL10-gold와 DH5α 균주를 사용하

고,Zymomonasmobilissubsp.mobilis(ZM4)와

Pseudomonassyringae(KCTC1832)균주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의 생물자원센터(BRC)에서 구입하

여 각각 사용하 다.

배양조건은 XL10-gold와 DH5α 균주는 LB배지

(NaCl0.5%,Yeastextract0.5%,Tryptone1%)에

서 37℃배양,ZM4균주는 RM배지(Yeastextract

1%,MgSO4 0.1%,(NH4)2SO4 0.1%,KH2PO4

0.2%,glucose2%)에서 30℃로 하 다.항생제의

농도는 ampicillin은 50㎍/㎖
 
,tetracycline은 20

㎍/㎖
 
을 사용하 다.

2.2 라스미드의 제작

E.coli내에서의 INP N-terminal의 클로닝

발 을 해 항시발 vector인 pHCEⅡB를 사용

하 다. 클로닝에 필요한 primer의 제작은

Bioneer(Korea)업체에 의한 주문제작을 이용하

다.INPN의 증폭을 해서 Pseudomonassyringae

(KCTC1832)균주를 이용한 colonyPCR을 이용하

다.PCR을 통해 얻은 모든 DNA는 RealBiotech에서

Table.1.Primersusedinthisstudy

제공하는 T&A CloningKit를 이용한 클로닝 과

정을 우선 으로 거친 후 본 클로닝을 시도하

다.

모든 형질 환 과정은 열충격법을 이용하

고,pHCEⅡB가 들어간 균주는 ampicillin이 들어

간 배지에서 선별하고 pBBR1MCS-3가 들어간 균

주는 tetracycline이 들어간 배지에서 선별하 다.

pHCEⅡB/GFPuv,pHCEⅡB/INPN,pHCEⅡ

B/IPN/GFPuv를 각각 제작하기 해 Table.1의

primer를 사용하 다.pHCEⅡB/GFPuv와 pHCE

ⅡB/INPN의 제작을 해서 각각 GFPuv➀ 5‘와

GFPuv3'primer,INPN5’와 INPN➀ 3'primer를

이용하여 증폭시킨 후 NdeⅠ,XbaⅠ 제한효소

site를 이용하여 pHCEⅡB에 클로닝을 하 다.

pHCEⅡB/INPN/GFPuv의 제작을 해서는 먼

INPN 5'와 stopcodon이 없는 INPN➁ 3'primer

를 이용하여 증폭하여 NdeⅠ,EcoRⅠ 제한효소

site를 이용하여 pHCEⅡB에 클로닝을 한 후,이

게 생성된 pHCEⅡB/INPN에 startcodon이 없는

GFPuv➁ 5'와 GFPuv3'primer를 이용하여 증폭

시킨 후 EcoRⅠ,XbaⅠ 제한효소 site를 이용하여

최종 인 산물을 생성하 다 (Fig1A).

이후,Zymomonasmobilis(ZM4)내에서 INPN

을 발 하기 해 broad hostrange vector인

pBBR1MCS-3를 사용하 다[3].Vector내에는 발

에 필요한 promoter와 terminator가 없기 때문에

ZM4내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pyruvatedecarboxylase(pdc)promoter를 이용하

기 해 Ppdc5'와 Ppdc3'primer를 이용하여

ZM4를 template로 이용하여 colonyPCR을 하

다.이를 SacⅠ,NdeⅠ 제한효소 site를 이용하여

pBBR1MCS-3에 클로닝하여 pBBR1MCS-3/Ppdc

를 생성하 다.그리고 pHCEⅡ내의 terminator

인 rrnBT1T2를 클로닝하기 해 이 에 만든

pHCEⅡB/INPN/GFPu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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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1.Schematic maps of(A)HCEⅡB/INPN/

GFPuv,(B)pBBR1MCS-3/Ppdc/Inpn/GFPuv

INPN 5'와 rrnBT1T23'primer를 이용해 PCR을

하여 얻은 증폭물을 NdeⅠ과 ApaⅠ 제한효소 site

를 이용하여 pBBR1MCS-3/Ppdc에 클로닝하 다

(Fig1B).

2.3XL10-gold에서 재조합 단백질 pHCEⅡB/

INPN/GFPuv의 발

E.coli균주인 XL10-gold에 삽입된 pHCEⅡB/

INPN/GFPuv를 LB배지에서 약 12시간 배양하

다.배양이 끝난 후 4,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여 배지를 제거하 다.이후 PhosphateBuffered

Saline(PBS)pH 7.4로 두 번 세척하 다.PBS로

재 탁 후 음 쇄기를 이용하여 30 씩 3번

에 걸쳐 세포를 쇄하 다. 쇄된 세포추출액을

SDS sample완충용액과 섞은 후 12% polyacryl

amidegel을 이용하여 기 동을 수행하 다.

Fig.2.SDS-PAGE analysesofpHCEⅡB/INPN/GFPuv

expressedinE.coliXL10-gold.Lane1:totalcell

lysateofvectorcontrol(pHCEⅡB),Lane2:total

celllysateofINPN(pHCEⅡB/INPN),Lane3:total

celllysateofGFPuv(pHCEⅡB/GFPuv),Lane4:

totalcelllysateofINPN-GFPuvfusion(pHCEⅡ

B/INPN/GFPuv).

2.4pBBR1MCS-3/Ppdc/INPN/GFPuv의 ZM4로

의 형질 환

ZM4로의 형질 환은 electroporation을 사용하

다.형질 환 효율을 높이기 해 DH5α 균주에

들어가 있는 라스미드를 New EnglandBiolabs

(NEB)에서 구입한 dam-/dcm- 균주로 옮겼다.

dam-/dcm-균주는 dam,dcm methylation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dam,dcm mutation에

의한 형질 환 효율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이

게 옮겨진 dam-/dcm- 균주를 miniprep하여

electroporation에 필요한 DNA를 획득하 다.

ZM4는 50㎖을 OD660값이 약 0.6이 될 때까지 정

치배양한 후 10% 리세롤이 첨가된 증류수로 두

번 세척을 하여 염을 제거하 다.최종 으로 500

㎕의 10% 리세롤이 첨가된 증류수로 탁하

다.이를 40㎕씩 microtube에 담아 차가운 상태로

보 해 두었다.

Electroporation을 실행하기에 앞서 Bio-Rad사

의 0.2㎝ GenePulserCuvette과 DNA,microtube

에 담긴 40㎕의 ZM4를 얼음에 두어 차가운 상태

로 유지하 다.100ng에서 1.5㎍의 DNA를 40㎍의

ZM4에 첨가한 후 얼음에 10분간 두었다.

electroporation은 Bio-Rad사의 MicroPulser장치

의 Ec2mode(E.coli-0.2㎝ cuvette,2.5kV)를 이용

하 고,pulse를 가한 후 RM배지를 바로 넣어주어

30℃에서 약 1.5시간 동안 배양하 다. 이후,

tetracycline이 들어간 RM 아가배지에 도말하고

약 5일간 배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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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Agarose gelelectrophoresis analysis of

plasmidsinrecombinantZymomonasmobilis

(ZM4).Lane1:negativecontrol,Lane2:pBBR1

MCS-3/Ppdc,Lane3:pBBR1MCS-3/Ppdc/INPN,

Lane4:pBBR1MCS-3/Ppdc/GFPuv,Lane5:

pBBR1MCS-3/Ppdc/INPN/GFPuv.

2.5 미경을 통한 ZM4에서의 INPN/GFPuv

발 여부 확인

형질 환된 ZM4를 30℃,200rpm 조건에서 24시

간 동안 배양하 다.배양이 끝난 후 3000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배지를 제거하고 PBS(pH7.4)

로 두 번 세척하 다.

미경을 이용한 세포의 형 측정은 강원 학교

공동실험실습 에 의뢰하여 진행하 다. 기기는

Confocallasermicroscope(CLM)인 OLYMPUS사

의 FLUOVIEW-FV300을 사용하 다.GFPuv의

발 을 보기 해 ArLaser488㎚를 이용하 고

배율은 800:1로 확인하 다.

3.결과

3.1INPN유 자의 확인

PCR을 통하여 증폭시킨 INPN 유 자를

T-vector클로닝한 것을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유

자 서열의 정확도를 확인하 다.염기서열분석은

Macrogen사에 의뢰를 하 다.

확인 결과 NationalCenterforBiotechnology

Information(NCBI)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537bp크기의 sequence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

3.2 SDS-PAGE를 통한 E.coli에서의 INPN/

GFPuv의 발 여부 크기 확인

SDS-PAGE를 이용하여 INPN/GFPuv의 발

유무를 확인하 다 (Fig2).

그 결과 45.7KDa에 해당하는 INPN/GFPuv의

Fig.4. GFP expression in Zymomonas mobilis

(ZM4).Panels A,B representthe phase

contrast (A), GFP fluorescence (B)

micrographs ofthe same field ofZM4

(pBBR1MCS-3/Ppdc).PanelsC,Drepresent

the phase contrast(C),GFP fluorescence

(D)micrographsofthesamefieldofZM4

(pBBR1MCS-3/Ppdc/GFPuv).Panels E,F

represent the phase contrast (E), GFP

fluorescence(F)micrographsofthesame

fieldofZM4(pBBR1MCS-3/Ppdc/GFPuv).

단백질 band가 정확히 검출되었다.이를 통하여

단백질의 발 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DNA상에서의 ZM4내 형질 환 유무 확인

ZM4내로의 형질 환을 한 후 실제 라스미드

가 세포 내에서 복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약 24시간 배양한 후 miniprep을 하 다.실험

은 Invitrogen사의 plasmidDNA purificationkit를

사용하 다.miniprep후 0.8% agarosegel에 기

동을 하여 확인하 다 (Fig3).

그 결과 희미하지만 라스미드가 ZM4세포 내

에서 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참고

로 라스미드는 나선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sizemarker로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3.4 미경을 통한 ZM4에서의 INPN/GFPuv

발 여부 확인

미경을 통해 ZM4내에서 INPN/GFPuv이 발

되는지를 확인하 다 (Fig4).각각의 세포가 제



산업기술연구(강원 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제29권 B호,2009.

빙핵활성단백질의 N-terminal부분을 이용한 녹색형 단백질의 Zymomonasmobilis세포 표면 발

-119-

로 발 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상차와

GFPuv의 형 을 모두 확인한 결과,GFPuv유

자가 있지 않은 pBBR1MCS-3/Ppdc는 형 이 나

타나지 않았고 그 외의 pBBR1MCS-3/Ppdc/

GFPuv와 pBBR1MCS-3/Ppdc/INPN/GFPuv는 형

이 밝게 나타났다.따라서 pBBR1MCS-3/Ppdc/

INPN/GFPuv가 정상 으로 발 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4.고찰

ZM4세포 표면에서의 효소 발 은 21세기에 새

롭게 각 받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 연구에

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실제 산업 규

모에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탄올 생성균

주인 효모의 경우 이미 이러한 세포 표면에서의

효소 발 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큰 성

과들이 있었다.하지만 효모의 경우 Zymomonas

mobilis에 비해 균주의 생장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

라 에탄올 생성능도 떨어지는 단 을 갖고 있다.

따라서 Zymomonasmobilis에 한 세포 표면에서

의 효소 발 연구가 성공 으로 이루어질 경우

Yeast에 못지않은 산업 에탄올 생성균주로서 충

분히 자격을 갖출 것이라 믿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람음성 균주에서 표 으로

시도되고 있는 세포 표면 발 역할의 추인

signal단백질인 INP의 N-terminal부분을 사용하

여 GFPuv의 성공 인 발 을 이루어냈다.

추후에 이 게 만들어진 재조합 균주를 이용하

여 단백질의 발 이 실제 세포 표면에서 이루어졌

는지에 한 확인 실험이 더 필요하다.이러한 확

인 실험을 거친 후 GFPuv가 아닌 cellulase등의

효소를 이용한 연구를 추가 으로 진행할 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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