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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bolic Engineering of 

Saccharomyces cerevisiae for the 

Production of 2-Phenylethanol 
 

Bosu Kim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Phenylethanol (2-PE), a fragrance compound with rose-like odor, has 

been widely used in the perfumery, cosmetics, and food industry. So far, 2-PE-

producing yeast strain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screening of natural 

or mutagenized strains. In this study, we report the first metabolic engineering 

approach for 2-PE production in Saccharomyces cerevisiae. In yeast, 2-PE can 

be produced from L-phenylalanine (L-Phe) degradation via Ehrlich pathway, 

which consists of 3 steps involving transamination to phenylpyru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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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rboxylation to phenylacetealdehyde, and finally reduction to 2-PE. Aro9 

and Aro10 act as transaminase and decarboxylase, respectively, in the 

degradation of aromatic amino acids. Phenylacetealdehyde can also be 

oxidized to phenylacetate, competing with 2-PE production. We demonstrated 

that Ald3 aldehyde dehydrogenase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phenylacetealdehyde oxidation, with Ald2 playing a minor role. To enhance 2-

PE production, we deleted ALD3 gene and increased expression levels of 

ARO9 and ARO10, both by episomal overexpression and induction of the 

endogenous genes by overexpression of Aro80 transcription factor involved in 

the activation of ARO9 and ARO10 in response to the aromatic amino acids 

availability. The resulting strain produced 4.7 g/L 2-PE in a medium containing 

10 g/L L-Phe as a sole nitrogen source. Considering the cytotoxicity of 2-PE, 

this production titer is almost the upper limit that can be reached in batch 

cultures, suggesting the great potential of this yeast strains for 2-P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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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개 요 

1.1.1. 고급 알코올로써의 2-phenylethanol 

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에 의해 기체, 고체 

등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에너지가 연구되고 있지만, 특히 수송용 대

체 에너지로서의 액체 바이오 연료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미국은 2022년까지 가솔린에 260억 갤론의 바이오 연료

를 혼합한다는 엄격한 신 재생 연료사용 기준을 세우고 바이오연료

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1]. 액체 바이오 연료 중 현재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에탄올 이지만 이는 에너지 밀도가 낮

고 흡습성이 높아 기존의 연료이용 기반시설과의 호환이 어려운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2]. 따라서 이 약점들을 보완한 부탄올을 비

롯한 고급 알코올(higher alcohol)이 중요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각광

받고 있다.  

가지 사슬 고급 알코올 (Branched-chain Higher Alcohol)은 옥탄가가 

높아 보다 효율적인 연료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화장품, 플라

스틱, 향수 등 다양한 산업적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효용가치가 크다. 고급 알코올은 전통적으로 원유를 분리정제 하여 

나온 부산물들의 화학적 합성 방법으로 생산해 왔으나, 최근 들어 화

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다른 생산방법의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

황이다. 고급 알코올을 생물학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은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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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해당 물질을 효과적으로 생

산 할 수 있는 균주의 개발은 신∙재생 에너지-바이오에너지 생산 시

장을 선점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1.2. 2-Phenylethanol의 구조 및 특성 

2-phenylethanol은 무색, 무취의 액체로써 기존의 고급알코올들처럼 

연료첨가제로 쓰일 뿐만 아니라, 장미향이 나기 대문에 착 향이 필요

한 화장품, 식품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3]. 현재까지 2-phenylethnol

은 에텔린과 벤젠의 프리델-크래프트 반응(Freidel-Craft Reaction)으로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이나 식품에 첨가되면 피부에 직접적으

로 접촉하거나 섭취되기 대문에 합성법에 의한 물질의 구조적 차이

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합성방법으로 생성한 2-phenylethanol 

보다 미생물을 이용해 생성된 물질이 선호된다. 2-phenylethanol 은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0,000톤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

고, 그 중 약 8,500톤이 화장품이나 식품산업 등 화학합성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질로는 활용이 제한적인 분야에 쓰이고 있다[4]. 화학적으

로 합성 된 2-phenylethanol은 약 US$15/kg의 가격인 것에 비해 미생

물을 이용하여 합성 된 2-phenylethanol의 가격은 US$1,000/kg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4]. 현재까지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생산 방법으로

는 0.5ton/y이라는 미량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

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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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 of 2-phenylethnol.  

2-phenylethanol is the organic compound with the formula C6H5CH2CH2OH. This 

colourless liquid is an alcoho with a pleasant floral odor.  

  



4 

 

1.1.3. 현재까지 연구동향 

최근 들어 미국 식약청에서 식품 첨가물 중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합성한 물질의 비중을 점차 늘릴 것을 권고하자 장미로부터 직접 2-

phenylethanol을 추출해 내는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4]. 이는 온화

한 반응 조건과 최소한의 부산물 생성 야기 등의 장점이 있었지만 

정작 2-phenylethanol 수율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 방향족 화합물을 자체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로 초점이 옮겨졌다. 현재까지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의’ 

2-phenylethanol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독일의 M.M.W. 

Etschmann 그룹과 중국의 Dongliang Hua 그룹을 중심으로 발효조건 

및 추출 효율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Table 

1][Table 2].  

이로써 ISPR 기술을 도입하여 미생물에서 생성되는 2-phenylethanol

을 결손 없이 직접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유전

자 재조합 기술을 도입하여 2-phenylethanol의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균주 개발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phenylethanol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 한 균주를 개발하고 

이를 현재 발명된 ISPR 기술에 도입하면 천연의 2-phenylethanol 생산

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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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2-PE production by medium composition or culture condition 

Strain Method of medium composition optimization or culture 

condition optimization  

2-PE 

production 

Referance 

K. marxianus 

CBS600 

Using a genetic algorithm, 13 medium constituents and 

the temperature were varied 

5.6g/L Etschmann et al., 

2004[5] 

P. fermentans 

L-5 

Carbon and nitrogen source,  0.5g/L Huang et al., 

2000[6] 

P. fermentans 

L-5 

Cultivation temperature, medieum pH, shaking speed 0.5g/L Huang et al., 

2001[6] 

K. marxianus 

CBS6556 

Central composite desig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0.8g/L Garavaglia et al., 

2007[7] 

S. cerevisiae 

CWY132 

Single-factor test and uniform design experiment 4g/L Cui et al., 2011[8] 

S. cerevisiae 

BD-25-39 

Single-factor test an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4.8g/L Mei and Min et 

al., 2007[9] 

S. cerevisiae HJ Single-factor test and orthogonal test 2.1g/L Wang et al., 

2008[10] 

K. marxianus 

van der Walt 

Single-factor test, semisynthetic medium 1g/L Fabre et al., 

1998[11] 

S. cerevisiae  

P-3 

Single-factor test, temperature and initial pH 3g/L Hua et al.,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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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methods of 2-PE production by ISPR technique  

Strain Characteristic of ISPR techniques 2-PE 

production 

Referance 

S. cerevisiae 

HJ 

Oleic acid and PPG1500 as extractant 2.2g/L Wang et al., 

2008[10] 

S. cerevisiae 

CICIMY0086 

Oleic acid as extractant 3.0g/L Lu and Zhang 

et al., 

2008[13] 

K. marxianus 

CBS600 

Oleyl alcohol as extractant 3.0g/L Etschmann et 

al., 2003[14] 

S. cerevisiae 

Giv 2009 

Oleic acid as extractant, two-phase fed-batch 12.6g/L Stark et al., 

2002[15] 

K. marxianus 

CBS600 

PPG1200 as extractant, fed-batch 26.5g/L Etschmann 

and Schrader 

et al., 

2006[16] 

S. cerevisiae 

Ye9612 

Biophasic ionic liquid aqueous system using MPPyr or BMIM 5.0g/L Sendovski et 

al., 2010[17] 

S. cerevisiae 

BD 

Nonpolar macroporous resin D101 6.2g/L Mei et al., 

2009[13] 

S. cerevisiae  

P-3 

Resin HZ818 6.6g/L Hua et al., 

2010[12] 

 

  



7 

 

1.1.4. 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2-phenylethanol의 생산 

경로 

1980 년대 후반에 밝혀진 Ehrlich 경로에서 phenylalanine 으로부터 2-

phenylehtnaol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Aro9, Aro10, 

ADHs로 밝혀졌다[Fig. 2][18].  

2-Phenylethanol 을 자체적으로 생성 할 수 있고 2-phenylethanol에 저

항성을 갖는 효모 균주를 스크리닝 한 결과 S.cerevisiae에서 효율적인 

2-phenylethanol의 생성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11]. 현재 미생물로부

터 생산한 2-phenylethanol 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만 활발히 진행 되어질 뿐 균주 자체를 조작하는 연구결과는 발표되

고 있지 않다. 

효모 내에서 phenylalanine의 transamination 반응을 통해 생성된 

phenylpyruvate는 decarboxlyation을 거쳐 phenylacetaldehyde가 되고 최

종적으로 2-Phenylethanol로 전환된다. 이 과정 중에서 

phenylacetaldehyde가 phenylacetate로 변환되는 경쟁반응이 일어나게 된

다. 추가적으로 transamination과 decarboxylation에 작용하는 효소 Aro9

과 Aro10은 Aro80에 의한 발현 조절을 받는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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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hrlich Pathway for 2-Phenylethanol Production.  

Major metabolic pathways leading to the fromation of 2-phenylethanol in S.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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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 목적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자 고급 알코올을 생물공학적으로 합성

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2-phenylethenol은 장미향이 

나는 고유의 성질 때문에 식품, 화장품 등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방법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천연의 2-phenylethanol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급량은 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이에 따라 화학적 합성법으로 합성된 2-phenylethanol의 가격이 $15/kg

인데 반해 똑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 2-phenylethanol은 

$1000/kg의 가격에 시장이 형성된다. 지금까지 천연의 2-phenylethanol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장미에서 직접 추출을 하거나 미생

물의 대사과정 중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추출 효율을 높이

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공급량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2-

phenylethanol을 다량 생산 할 수 있는 효모 균주를 개발 함으로써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이 실험의 목적이다. 

이 실험에서 개발된 균주와 기존에 밝혀진 추출법을 접목시키면 늘

어가는 천연 2-phenylethanol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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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사용 된 균주 

본 연구에서 야생형 균주로는 Saccharomyces cerevisiae, W303a (MATa 

ade2-1 ura 3-1 his3-11,15 trp1-1 leu2-3,112can1-100)가 사용되었다. ALD2

가 결여된 균주를 만들기 위해, pUG72 벡터를 주형으로 ald2Δ::URA3 

cassette를 증폭하여 효모에 형질전환 시키고, URA3 유전자는 pSH62 

벡터 형질전환을 통한 loxP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ald3Δ, ald2Δald3Δ 위하여 PET28b 벡터를 주형으로 ald3Δ::KanMX6 

cassette를 증폭하고 형질전환 시켰다. 

 

2.2. 플라스미드 

유전체 DNA로부터 PCR을 통해 ARO9과 ARO80를 증폭하고, 제한

효소 Spe1 과 Xho1 을 이용하여 잘라낸 후 각각 pRS425ADH와 

pRS424ADH 벡터에 복제하였다. ARO10의 경우 유전체 DNA로부터 

증폭하고 제한효소 Sma1과 Xho1을 이용하여 pRS426ADH 벡터에 복

제하였다. 복제된 벡터를 효모 내로 형질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리튬

아세트산법 (Lithium acetate method)를 이용하고 완료된 형질전환 체를 

선별하기 위해 해당 아미노산이 결여된 SC 배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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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lasmids used in this study. 

Plasmid 

 

pRS424-ADH1-ARO80 

pRS425-ADH1-ARO9 

pRS426-ADH1-ARO10 

pUG72 

pSH62 

pET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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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imers used in this study. 

Primers Sequence 

ARO80-F 5’-GC ACTAGTATGTCTGCTAAGAAAAGG-3’ 

ARO80-R 5’-GCGCTCGAGTTATTTACGCGTTATTGG-3’ 

ARO9-F 5’-GCGACTAGTATGACTGCTGGTTCTGCC-3’ 

ARO9-R 5’-GCGCTCGAGTCAACTTTTATAGTTGTC-3’ 

ARO10-F 5’-GCGCCCGGGATGGCACCTGTTACAATT-3’ 

ARO10-R 5’-GCGCTCGAGCTATTTTTTATTTCTTTT-3’ 

Deletion(loxP)-

ALD2-F 

5’-ATGCCTACCTTGTATACTGATATCGAAATCCCACAATTGAA 

CAGCTGAAGCTTCGTACGC-3’ 

Deletion(loxP)-

ALD2-R 

5’-TTAGTTGTCCAAAGAGAGATTTATGTGAACTGCTTTTG 

GCATAGGCCACTAGTGGATCTG-3’ 

Deletion(loxP)-

ALD3-F 

5’-CCTTGGACTTGTATCATAGAGATATAGATTATACACATTTA 

CAGCTGAAGCTTCGTACGC-3’ 

Deletion(loxP)-

ALD3-R 

5’-TTATTTATCCAATGAAAGATCCACATGGACTGATTTTA 

GCATAGGCCACTAGTGGATC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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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양 조건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효모는 YPD 배지 (20 g/L glucose, 10 g/L 

yeast extract and 20 g/L bacto-peptone) 이나 SC 배지 (20 g/L glucose, 6.7 

g/L yeast nitrogen base without amino acids, 5.4 g/L NaH2PO4∙H2O and 0.85 

g/L amino acids)에서 배양하였다. 형질전환 된 효모를 선별하기 위해서 

SC 배지에서 적절한 아미노산이 제외 된 배지가 사용되었다. 

Phenylalanine를 유일한 N source로 사용 하게 하기 위한 배지는 yeast 

nitrogen base without amino acids without ammonium sulfate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5 mL의 배지에 1차 접종 후 50 ml 배지에 2차 접종 하

였다. 모든 효모는 30 ℃에서 170 rpm 조건에서 250 ml 플라스크에 배

양하였다.  

 

2.4. Realtime PCR 

Aro9, Aro10, Aro80의 mRNA의 발현 량은 RT-PCR로 측정하였다. 42 ℃

에서 55분 동안 역 전사효소와 0.1 mg의 oligo-(dT)를 포함한 20 μL 혼

합액에서 1 mg의 RNA가 역 전사에 사용되었으며 1 μL의 반응물이 

PCR 반응에 사용되었다. 증폭은 95℃에서 10 초, 55 ℃에서 30 초 

72 ℃에서 30초씩 총 25회의 과정을 거쳤다.  

 

2.5. 시료 채취 및 2-phenylethanol의 검출 

배양 된 효모를 포함 한 배지를 각 시간마다 2 ml씩 채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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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fuge를 이용한 cell down 후 상등액 1.8 mL을 대사물질 검출에 사

용하였다. 얻어진 1.8 ml의 배지는 Chloroform 과 1 대 1 비율로 1 시

간 동안 반응하여 2-phenylethanol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추출에 사용

된 chloroform은 speed-vac을 이용하여 기화시키고 남은 2-phenylethanol

은 물 200 μL에 녹여 농축하였다. 최종적으로 2-phenylethanol의 농도

는 HPLC로 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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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경쟁 경로 제거가 2-phenylethanol 생산에 미

치는 영향 

효모 균주 내에서 phenylacetaldehyde는 산화하여 phenylacetate를 형

성하는데 이는 phenylacetaldehyde이 2-phenylethanol으로 변환되는 것과 

경쟁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작용할 수 있는 효모 내 aldehyde 

dehydrogenase로써 최소 6가지 이상이 밝혀져 있는데 그 중 Ald2, Ald3, 

Ald6 세가지는 세포질에, Ald4, Ald5, Hfd1은 미토콘드리아 상에 존재한

다. phenylacetaldehyde에서 phenylacetate가 생성되는 반응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Ald6는 acetaldehyde로부터 acetate의 형성에 주로 

관여한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phenylacetaldehyde의 산화 반응에는 

Ald2 혹은 Ald3가 작용 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ALD2와 ALD3를 각각 제거한 균주와 ALD2, ALD3가 모두 

결여된 균주의 2-phenylethanol 생산량을 비교하였다. ALD2와 ALD3 각

각 하나의 유전자가 결여된 균주의 경우 배양 시작 55 시간 후에 각

각 10.35 mg/L, 12.6 mg/L의 2-phenylethanol을 생산하였고 이는 야생형 

균주에 비해 1.9 배, 2.3 배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또한 

ALD3가 결손 된 균주가 ALD2가 결손 된 균주보다 더 높은 2-

phenylethanol 생산 능력을 보였으며 이는 phenylacetaldehyde의 산화에 

있어서 Ald3가 Ald2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ALD2

와 ALD3가 모두 결손 된 균주의 경우 ALD3만 결손 된 균주와 비슷

한 수준의 2-phenylethanol 생산량을 보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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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2-Phenylethanol Production.  

Cell growth rate and 2-PE concentration in broth as a function of time in YPD 
media. wild-type (○), ald2Δ (■), ald3Δ (▲), ald2Δald3Δ (●) were tested.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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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응효소와 전사조절 인자 과 발현이 2-

phenylethanol 생산에 미치는 영향 

3.2.1. 전자조절 인자 (Aro80) 과 발현 

Transamination 반응과 decarboxylation에 각각 작용하는 Aro9 과 

Aro10은 Aro80에 의하여 발현 량이 조절된다. 따라서 Aro80을 과 발

현하여 내생의 Aro9 과 Aro10의 발현 량을 늘려줌으로써 2-

phenylethanol 의 생산량 증가를 꾀하였다. Aro80 은 pRS424ADH 벡터

에 재조합 하여 형질전환 하였다. SC-Trp 배지에서 배양하는 조건 하

에서 야생형 균주가 110.1 mg/L의 2-phenylethanol을 생성하는 동안 동

일 조건 하에서 Aro80이 과 발현 된 균주는 173.8 mg/L의 2-

phenylethanol을 생성하였다[Fig. 4].  

추가적으로 앞서 3.1에서 확인 한 YPD 배지에서 배양 할 때보다 

SC 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야생형 기준 약19 배의 2-phenylethanol 생

산량 증가가 확인되었다.  

  



18 

 

 

 

Figure 4. 2-Phenylethanol Production.  

Cell growth rate (A) and 2-PE concentration in broth (B) as a function of time in 
SC-Trp media. wild-type (○), ARO80(■) were tested.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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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Aro9, Aro10의 직접 과 발현 

Transamination 반응과 decarboxylation 반응에 작용하는 효소인 Aro9 

과 Aro10을 직접 플라스미드에 재조합 하여 과 발현 했을 때 2-

phenylethanol의 생산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두 효소는 pRS425ADH, 

pRS426ADH 벡터에 각각 재조합 하여 형질전환 시켰다. 하나의 효소

만을 과 발현 했을 때 모두 야생형 대비 2-phenylethanol 생산량 증가 

효과를 보았으나 두 효소 모두를 하나의 균주에 과 발현 하였을 경

우에 가장 많은 양의 2-phenylethanol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야

생형 균주가 102.8 mg/L의 2-phenylethanol 을 생성 할 때 두 효소가 

모두 과 발현 된 균주의 경우 355 mg/L의 2-phenylethanol 생산량을 보

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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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2-Phenylethanol Production.  

Cell growth rate (A) and 2-PE concentration in broth (B) as a function of time in 

SC-Leu-Ura media. wild-type (○), ARO9 (■), ARO10 (▲), ARO9ARO10 (●) were 

tested.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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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Aro9, Aro10, Aro80를 플라스미드로 과 발현 했을 때 

각 유전자의 발현 정도 

qRT-PCR을 통하여 지금까지 실험에 사용된 균주의 Aro9, Aro10, 

Aro80 효소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Aro80이 과 발현 되었을 때 

야생형 대비 1.5 배 정도의 Aro9, Aro10의 발현 량을 확인 했으며, 

Aro9, Aro10을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직접 과 발현 했을 때 각각 60 

배, 50 배의 발현 량 증가를 확인하였다[Fig. 6]. 또한 Aro9, Aro10이 과 

발현 된 상태에서 Aro80을 추가적으로 과 발현 할 경우 Aro9, Aro10

의 발현 량이 더욱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내생 수준에서 많은 양의 

Aro9, Aro10의 발현을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플라스미드를 통한 과 발

현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은 양의 Aro9, Aro10이 발현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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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pression level of ARO9, ARO10 and ARO80.  

Expression level test of related enzymes (ARO9, ARO10, ARO80) by qRT PCR. 

wild-type (□), ARO80 (■), ARO9ARO10 (■), ARO9ARO10ARO80 (■) were tested.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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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쟁 경로 제거와 효소 과 발현의 합동 효과

가 2-phenylethanol과 phenylacetate 합성에 미

치는 영향 

3.3.1. 2-Phenylethanol 합성 량 변화 

가장 좋은 효율로 2-phenylethanol을 생산 할 수 있는 균주를 만들기 

위하여 앞선 두 절의 결과를 조합하였다. Phenylacetaldehyde의 산화에 작

용하는 Ald2와 Ald3 효소를 제거하고, 이 균주에 Aro9, Aro10, Aro80 효

소를 과 발현 하였을 경우 2-phenylethanol 생산 능력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 앞선 3.1 절에서 비슷한 수준의 2-phenylethanol 생산량 증가 효과를 

보였던 ald3Δ, ald2Δald3Δ 두 종의 돌연변이 균주와 각각의 균주에 Aro9, 

Aro10를 과 발현한 균주 2종, Aro9, Aro10, Aro80 을 과 발현 한 균주 2종, 

총 6종의 균주를 실험하였다. ald3Δ, ald2Δald3Δ에 Aro9, Aro10을 과 발현 

하였을 경우 야생형 균주에 과 발현 된 균주 대비 5 배정도의 2-

phenylethanol 생산량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Aro80까지 과 발현이 

추가적인 2-phenylethanol 생산량 증가를 유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7]. 이번 실험에서 역시 ALD3만을 제거한 ald3Δ 돌연변이 균주와 

ALD2, ALD3를 모두 제거한 ald2Δald3Δ 균주는 2-phenylethanol 생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2-phenylethanaol울 생산하는 균주로 ald3Δ ARO9 ARO10 

ARO80 균주를 선별하였다.  

  



24 

 

 

 

 

 

Figure 7. 2-Phenylethanol Production.  

Cell growth rate (A) and 2-PE concentration in broth (B) as a function of time in 

SC-Trp-Leu-Ura media. ald3Δ (○), ald3Δ ARO9 ARO10 (□), ald3Δ ARO9 ARO10 

ARO80 (△), ald2Δ ald3Δ (●), ald2Δ ald3Δ ARO9 ARO10 (■), ald2Δ ald3Δ ARO9 

ARO10 ARO80 (▲) were tested.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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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Phenylacetate 합성 량 변화 

Phenylacetaldehyde가 산화되어 phenylacetate가 되는 반응에 작용

ALD3 유전자를 제거 하였을 때 phenylacetate 합성량 감소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2-phenylethanol의 양을 다시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야생형 균주가 92 mg/L의 2-phenylethanol을 만들 

동안 ALD3 유전자가 제거된 균주는 134 mg/L의 생산량을 보였다. 같

은 기간 동안 합성된 phenylacetate의 양은 ald3Δ 균주가 야생형 보다 

약 17 mg/L 적게 검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Aro9, Aro10, Aro80 

모두 과 발현 되었을 때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ARO9 ARO10 ARO80 

균주가 449 mg/L의 2-phenylethanol과 188 mg/L의 phenylacetate를 만드

는 동안 ald3Δ ARO9 ARO10 ARO80 균주는 606 mg/L의 2-phenylethanol

과 89 mg/L의 phenylacetate를 생성하였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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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2-Phenylethanol and Phenylacetate Production. 

Cell growth rate (A), 2-PE concentration in broth (B) and Phenylacate in broth (C) 

as a function of time in SC-Trp-Leu-Ura media. WT (○), ARO9 ARO10 ARO80 (■), 

ARO9 ARO10 ARO80 (●), ald3Δ (▲) were tested.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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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발효 배지의 최적화 

앞 절에서 선별 된 ald3Δ ARO9 ARO10 ARO80 균주를 이용하여 2-

phenylethanol 생산에 최적화 된 배지 내 L-phenylalanine의 농도를 찾

고자 하였다. 이는 L-phenylalanine이 2-phenylethanol의 합성에 직접적

인 기질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Aro80에 의존적인 전사작용에 있어

서 많은 양의 적절한 질소 원(이 경우에는 L-phenylalanine)이 존재할 

때 전사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L-phenylalanine

을 유일한 질소 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배지를 갖고 최적화 된 

농도를 찾고자 하였다. 참고한 기 발표된 논문 두 편에 따르면 각각 

9 g/L, 22 g/L의 L-phenylalanine 농도에서 2-phenylethanol의 생산량이 많

음을 보였다. 따라서 두 논문의 범위를 모두 확인 하기 위하여 5 g/L, 

10 g/L, 20 g/L의 L-phenylalanine을 유일한 질소 원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배지를 만들어 실험하였다.  

각각 다른 세 농도의 배지에서 모두 세포 성정과 비례하여 2-

phenylethanol을 생성하였으며 10 g/L의 L-phenylalanine 배지에서 가장 

많은 세포성장과 약 4.7 g/L의 높은 2-phenylethanol 생산량을 보였다

[Fig. 9]. 하지만 100 시간에 이르는 긴 지체기를 가짐으로써 2-

phenylethanol의 생산량 극대화에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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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2-Phenylethanol Production.  

Cell growth rate (A) and 2-PE concentration in broth (B) as a function of time in 
phenylalanine media. 5 g/L (●), 10 g/L (■), 20 g/L (▲) were tested.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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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지체기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세포생장이 비교적 빠

른 편인 SC-Trp-Leu-Ura 배지에 OD600값이 10이 되도록 1차 배양을 

한 후 10 g/L L-phenylalanine 배지로 계대배양 하였다. 그 결과 지체기 

없이 2-phenylethanol이 생산 되었으며 최종 생산량은 4.1 g/L를 기록하

였다[Fig. 10]. 이는 야생형 균주를 SC-Trp-Leu-Ura 또는 10 g/L L-

phenylalanine 배지에서 배양 했을 때보다 각각 약 10 배, 2 배 이상 

증가한 결과이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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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2-Phenylethanol Production.  

Cell growth rate (A) and 2-PE concentration in broth (B) as a function of time in 
SC-Leu-Ura media. wild-type in SC media (●), WT in phe 10g/L media (■), ald3Δ 
ARO9 ARO10 ARO80 in phe 10g/L media (▲)were tested. For subculture, cells 
grown in SC medium were inoculation in the test media (SC-Trp-Leu-Ura or 
Phe10g/L) to OD600 of 10. Mean value of biological triplicates are shown. Error bars 
indicate the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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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효모는 자연적으로 L-phenylalanine으로부터 2-phenylethanol을 생성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생물을 이용한 2-phenylethanol 생산량 증가를 

위한 연구는 자체적으로 많은 양의 생산량을 보이는 균주선별 혹은 

추출기법에 국한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사공학적 기술을 이용

하여 2-phenylethanol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시도한 첫 연구이다.  

2-phenyethanol의 생산 과정 중 중간산물인 phenylacetealdehyde는세

포질 내에서 phenylacetate로 변환되는 부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는 2-

phenylethanol 합성에 경쟁적으로 작용한다. 이 반응에 관여하는 Ald2

와 Ald3를 제거한 돌연변이의 경우 야생형보다 많은 양의 2-

phenylethanol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ald3Δ 와 ald2Δ ald3Δ 균

주는 비슷하게 야생형 대비 2 배 이상의 2-phenylethanol 생산량을 보

였다.  

또한 Aro80 과 발현을 통한 유전자 부체의 Aro9, Aro10의 발현 량 

증가를 유도하였을 경우 약 2배 정도의 생산량 증가를 확인 하였으

며 추가적으로 Aro9, Aro10을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직접 과 발현하

면 야생형 대비 5.6 배의 2-phenylethanol이 생산 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 Ald3 제거 효과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8배 향상된 2-

phenylethanol 생산 능력을 갖는다. 이 균주를 10 g/L의 L-phenylalanine

을 유일한 질소 원으로 사용하는 배지에서 배양하면 최대 4.8 g/L의 

2-phenylethanol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균주를 이용하여 기존에 밝혀진 ISPR 기술을 

접목하면 천연의 2-phenylethanol 생산량 증대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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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phenylethanol은 장미향을 내기 때문에 식품, 화장품 등 직접 섭취 

또는 피부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천연 합성법으로 

생산된 2-phenylethanol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효모 내에

서 phenylalanine으로부터 2-phenylethanol이 생성되는 Ehrlich 경로에 작용

하는 효소들을 제거 또는 과 발현 하여 2-phenylethanol의 생산을 극대화 

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Ehrlich 경로 중 중간산물인 phenylacetaldehyde가 산화되어 

phenylacetate가 생성되는 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Ald3를 제거한 돌연변이는 야생형 대비 2 배의 2-phenylethanol 생산량을 

보였다. 이 효과는 반응효소 과 발현으로 경로 흐름이 증가되었을 경우 

더욱 극명하게 들어난다. 2-phenylethanol의 생성에 직접 관여하는 Aro9과 

Aro10의 전사조절인자인 Aro80을 과 발현 함으로써 세포자체적으로 발

현하는 Aro9, Aro10 양이 증가하면 2-phenylethanol의 생성이 증가한다. 

여기에 Aro9, Aro10 각각을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과 발현 시킬 경우 

2-phenylethanol의 생산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ald3Δ ARO9 ARO10 

ARO80는 야생형 균주 보다 8 배의 2-phenylethanol을 생산하였다.  

앞선 실험에서 확인된 돌연변이 ald3Δ ARO9 ARO10 ARO80 균주를 10 

g/L의 phenylalanine을 유일한 질소 원으로 사용하는 배지에서 배양하면 

4.8 g/L의 2-phenylethanol을 생산한다. 이 때 phenylalanine의 고농도로 인

한 세포생장 저하를 막기 위해 1차배양으로 적당량의 세포를 생장 시킨 

후 phenylalanine배지에 계대하면 지체기 없이 2-phenylethanol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배양한 야생형 균주가 계

대 후 75 시간에 285 mg/L의 2-phenylethanol을 생성하는 동안 ald3Δ 

ARO9 ARO10 ARO80는 4.1 g/L의 2-phenylethanol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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