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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ient production of D-lactate from 

methane using Methylomonas sp. DH-1 

strain with improved lactate tolerance

Wonsik Kim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ctic acid is a monomer of poly lactic acid, which is biodegradable, biocompatible, and 

renewable biopolymer with increasing demand. Accordingly, production of lactic acid 

using microorganisms is also in the spotlight. Recently, abundant and inexpensive 

methane gas has emerged as a promising carbon source in biorefinery since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sampling technology. In this study, we engineered 

Methylomonas sp. DH-1, a methanotrophic bacteria that can use methane as sole 

carbon and energy source, to produce D-lactic acid from methane. First,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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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ic acid tolerance,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was carried out by gradual increase

in lactic acid concentrations in the medium during serial subcultures. The evolved strain 

Ev 8.0 isolated from the culture with 8.0 g/L lactic acid showed higher tolerance to 

lactic acid than the wild-type strain. In addition, Ev 8.0 showed improved acid 

resistance to other weak acids such as formic acid, acetic acid, and propionic acid. In 

order to product D-lactic acid, D form-specific lactate dehydrogenase gene (Lm.ldh) 

from lactic acid bacteria, was integrated into the genome while replacing glgA gene 

encoding glycogen synthase. Ev 8.0 strain expressing Lm.ldh produced about 8-fold 

higher level of D-lactic acid than wild-type strain expressing the same gene,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lactic acid tolerance in lactic acid production in the 

bacteria.

Keywords: Metabolic engineering, methanotroph, Methylomonas sp.DH-1, lactic acid

Student Number: 2015-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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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1.1. 개요

1.1.1. 메탄과 젖산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라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 중

메탄은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 등의 주성분으로 매우 풍부하고 저렴한 탄소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탄은 무색 무취의 가스이며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높은 지구온

난화 지수를 나타내므로 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의 규제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메탄을 유용한 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메탄 가스의 방출을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지구 온난화의 해결에도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셰일가스의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셰일 가스의 75% 이상의 비율

로 함유되어 있는 메탄 가스를 이용하여 고부가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1-5].

젖산은 각종 식품 첨가제와 화장품의 원료, 보존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다.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국내 2조원, 국외 288억 달러 이상

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생체 적합성이 우수

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 고분자로 각광받고 있는 폴리락트산 (poly lactic acid, PLA) 

중합에서의 단량체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플라스틱은 다양한 석유 화학 산업을 통

해 생산해왔으나,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도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PLA 등의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젖산은 3.86의 pKa를 나타

내는 약유기산으로 D형과 L형의 두 가지의 광학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다. 미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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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젖산을 생산한다면 하나의 광학이성질체를 나타내는 젖산을 순도 높게 생

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6-10].



10

                 

Figure 1. Structure of D-lactic acid and L-lactic acid

D-lactic acid and L-lactic acid are organic compounds with the formula CH3CH(OH)CO2H. These 

are optical isomer.

A. D-lactic acid (D-LA)

B. L-lactic acid (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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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메탄자화균을 이용한 젖산의 생산

미생물을 이용하여 젖산을 생산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효모

(Yeast), 곰팡이 (Fungi), 대장균 (Escherichia coli), 젖산 박테리아 (Lactic acid 

bacteria) 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Saccharomyces cerevisiae 등의 효모는 에탄올 생산 경로에 적합한 균주이지

만 다양한 유전 조작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부가 산물의 생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왔다. 하지만 포도당, 갈락토오스 등 탄소화합물을 주요 기질로 사용하여 성장하

며 포도당을 모두 소모한 후 다른 기질을 사용하는 전사 억제 (catabolic repression)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11-12].

E. coli 의 유전 조작 및 젖산 생산의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아세트

산과 숙신산 등 다른 유기산과의 혼합형으로 젖산이 생산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젖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혐기성 조건에서 산소를 제한

하여 배양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수적이다 [13-14].

Lactobacillus 로 대표되는 젖산균, 일명 유산균의 경우 젖산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균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D형과 L형의 혼합된 젖산이 생산되므로 그 순도가 낮아

추가적인 분리 및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산성 조건에서 생장하는 균주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 공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5-16].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메탄올로 전환하는 메탄 단일산화효소 (methane 

monooxygenase, MMO)를 가지고 있다. 리불로오스 모노인산 회로 (ribulose 

monophosphate cycle, RuMP cycle)을 주요 대사 경로로 활용하는 Type I 메탄자화

균과 세린 회로 (serine cycle)를 이용하는 Type II 메탄자화균으로 나뉜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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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proteobacteria, 후자는 Alphaproteobacteria 로 분류된다. 메탄으로부터 다양

한 산물의 생산 전략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사공학 전략의 작용에 용이할 것이라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도당 등 탄소화합물이 아닌 메탄을 기질로 하여 성장하는

메탄자화균을 이용하여 젖산을 생산하고자 하며, 메탄자화균의 젖산에 대한 저항성

을 유도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D형 젖산을 생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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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tabolic pathways for the production of D-LA in Methylomonas sp.DH-

1 expressing D-LDH gene.

Methane is converted to D-Lactic acid (D-LA) by expressing D-lactate dehydrogenase (D-LDH)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ldhA (Lm.ldhA). H6P, hexulose 

6-phosphate; F6P, fructose 6-phosphate; Xu5P, xylulose 5-phosphate; Ru5P, ribulose 5-

phosphate; F1,6P, fructose 1,6-bisphosphate; GAP, glyceraldehyde 3-phosphate; PEP, 

phosphoenolpyruvate;  KDPG, ketodeoxy 6-phoshogluconate, 6PG, 6-phosphogluconate; 

6PGL, 6-phosphogluconolactonase; G6P, glucose 6-phosphate

GAP

G6P

6PGL

KDPG

6PG

Pyruvate

ED
pathway

PEPLactic acid
LDH

Glycogen

glgA

F1,6P

EMP 
pathway

Formaldehyde

Methanol

H6P

Ru5P

F6P
Xu5P

Methane

RuMP
cycle

Acetyl-CoA



14

1.1.3. 메탄자화균에서의 연구 동향

메탄자화균의 생물공학적인 이용과 그 가능성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상용화된

메탄 전환 기술은 많지 않은 편이며, 대사 공학을 이용하여 산물의 고생산을 유도

한 연구의 보고 역시 적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메탄자화균을 다양하게 배양하거나

산물을 생산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아스타잔틴 (astaxanthin)과 같은 C40 화합물의 생산을 늘리는 연구도 지속되어왔으

며 [17-18], Methylomicrobium alcaliphilium 20Z 로부터 수크로오스를 이용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9]. 메탄자화균의 효율적인 메탄의 이용을 위해 배지 조성

을 바꾸거나 알코올 등 첨가물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20]. 또한,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의 성장 시 알코올을 첨가하여 기질인 메탄의 이용을 늘리는 연

구와 높은 수율의 폴리 베타하이드록시부티르산 (poly ᵦ-hydroxybutyrate, PHB) 를

생산하는 연구 등이 보고되어왔으며 [21], Methylomicrobium alcaliphilum 20Z을 이용

하여 budABC 유전자 클러스터를 도입, 0.0318 g/g 의 2,3-부탄다이올을 생산한 연

구가 보고되었다. 젖산의 생산 역시 연구가 이루어졌고 [22], Methylomicrobium 

buryatense 를 이용하여 젖산 탈수소 효소를 도입, 0.8 g/L의 L형 젖산을 생산하였다

[23].

메탄자화균은 다른 균주와는 다르게 메탄이나 메탄올을 탄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메탄자화균은 메탄 단일산화효소 (methane monooxygenase, 

MM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탄으로부터 메탄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때, 메

탄 단일산화효소의 작용이 균주 내 산물 생산에서 주요 병목 현상으로 예측되기 때

문에 메탄으로부터 메탄올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

한 메탄에서 전환된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와 포름산 (format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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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로 전환되고, 전환된 포름산은 이 후 리불로오스 모노인산 회로 (ribulose 

monophosphate cycle, RuMP cycle)를 거쳐 세포 내에서 이용된다 [1].

미생물로부터 젖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산 탈수소 효소 (lactate dehydrogenase, 

LDH)가 필수적인데, 메탄자화균에는 균주 내에 젖산 탈수소 효소가 없기 때문에 외

래 유전자를 도입하여 젖산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미국 국립 바이오에너지 센터의

Pienkos 그룹에서는 Methylobacterium buryatense로부터 젖산 탈수소 효소를 발현

하여 5.0 L 규모의 바이오리액터에서 96시간에 걸쳐 0.8 g/L 의 젖산을 생산하였다.

또한 미국의 다국적 생물공학 기업인 Calysta를 비롯하여 String bio 등에서 지속적

으로 메탄자화균에 다양한 미생물 내에 보유하고 있는 LDH를 발현하는 연구에 대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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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studies for cultivation optimization and producing 

chemicals using methanotrophs.

.

Strain Strategy Results Referance

Methylomonas 

sp. Strain 16a

Control expression level of gene for synthesis 

of C40 carotenoids by transposon engineering.

2.0 mg/g of DCW [17]

Methylomonas 

sp. strain 16a

Astaxanthin production by crtW and crtZ gene 

expression

2.4 mg/g of DCW [18]

Methylomicrobiu

m alcaliphilum 

20Z

Express genes encoding sucrose-phosphate 

synthase (Sps), sucrose-phosphate 

phosphatase (Spp), fructokinase (FruK), and 

amylosucrase (Ams)

Active in 1.0 M 

sucrose

[19]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

Added various alcohols to improve methane-

water solubility

21.72 to 30.41 

mg/L of solubility

[20]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

Expressing MMO in nitrogen limiting 

condition

51.0% of PHB 

content

[21]

Methylomicrobiu

m alcaliphilum 

20Z

Expression of budABC gene cluster of 

Klebsiella pneumoniae with various promoter

2,3-BDO 0.0318 g 

/g

[22]

Methylomicrobiu

m buryatense

Expression of Lactobacillus helveticus L-LDH

gene

0.8 g/L Lactate [23]



17

1.1.4. 적응 진화 유도 (Laboratory adaptive evolution)

미생물의 적응 진화는 특정 환경에서 균주가 생장, 생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질을

획득하거나 표현형을 변경,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응적 성질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다양한 미생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험 방법이며 대장균,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효

모 등 다양한 균주에 적용되어 왔다. 균주의 생장을 위한 영양분을 변경하거나 제

한, 성장 환경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하는 성질과 표현형을 얻도록 유도

할 수 있다.

E. coli K12 MG1655 (ATCC#700926) 균주를 이용하여 2 g/L 의 glucose 배지에서 60

일 간 계대 배양하며 적응 진화를 유도하여 젖산 생산을 위해 개량한 균주의 성장

을 변화시켜 젖산 생산량을 보다 더 증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24]

또한 Lactobacillus casei 균주를 pH가 낮은 산성 조건의 배지에서 70일 간 성장하

게 하여 산에 대해 저항성이 향상된 균주를 선별 및 분리하였고, 적응 진화가 유도

된 균주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60% 가량 증진시킨 연구 결과가 보고되

었다. [25]

효모에서 다양한 적응 진화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S. cerevisiae 을 젖산이 포함된

배지에서 계대 배양하여 생장 속도를 증가시키고 젖산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켰으

며, 아세트산 수용체 유전자 위치에서 단일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한

보고가 있다. [26]

이처럼 적응 진화를 유도하여 얻고자 하는 형질을 가지는 균주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RNA sequencing 등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 유전자

위치를 찾고, 그로부터 유전자의 특성을 발견하는 역대사공학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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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studies for adaptive evolution.

Strain Strategy of adaptive evolution Results Referance

E. coli strain K12 

MG1655

2 g/L glucose at 37℃ for 60 days in M9 

minimal medium.

1.75 g/L D-LA [24]

Lactobacillus 

casei

Serial subculture in MRS broth in pH 5.5 

with lactic acid, 70 days

318-fold higher 

survival rate

[25]

S. cerevisiae 

CEN.PK

Serial subculture in synthetic medium with 

5 g/L lactic acid

Single nucleotide 

changes in acetate 

transporter gen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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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 목적

젖산은 식품의 첨가제와 보존제,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PLA 중

합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젖산의 높은

생산과 공급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순도 높은 젖산의 생산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진행 중이다. 

먼저, 메탄자화균 Methylomonas sp.DH-1 의 젖산에 대한 저항성이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 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해당 균주를 선택하여 젖산을 생산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해당 균주의 젖산 내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젖산이 포함된 배지

에서 계대 배양하여 적응 진화를 유도, 젖산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M. sp.DH-1 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 플라스크 내 메탄의 비율을 최적화하고

자 하였으며, 메탄과 산소의 비율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균주의 성장 변화 여부

를 관찰하였다.

M. sp.DH-1 은 자연적으로 젖산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균주이므로 젖산의 생산을

위해 젖산 탈수소 효소 (LDH)를 도입하여야 한다. 젖산의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 외

래 유전자인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ps. Mesenteroides ATCC 8293 ldhA 를

삽입하고자 하였다. 젖산의 생산 경로에서 주요 경쟁 경로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

글리코겐 생합성 유전자 (glycogen synthase, glgA)를 동시에 결손시키고자 하였으며,

카나마이신 저항성 유전자를 함께 클로닝하여 선별 마커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M. sp.DH-1 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 조건을 최적화하였으며, 적응

진화를 유도하여 젖산에 대한 균주의 저항성을 향상시켰다. 젖산뿐만 아니라 포름

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과 같은 다양한 약산에 대한 모균주의 저항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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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진화 균주와 비교하였다. 또한, 메탄을 이용한 젖산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젖산

생산을 위한 젖산 탈수소 효소를 코딩하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D

형 젖산의 효과적인 생산이 가능한 균주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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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재료 및 방법

2.1. 사용된 균주와 배양 조건

본 연구에서는 E. coli strain DH5α[F-Φ80lacZΔM15 Δ(lacZYA-argF)

U169recA1endA1hsdR17 (rK–,mK+) phoAsupE44λ–thi-1 gyrA96 relA]을 사용하여 유

전자 조작을 시행하였다. E. coli의 경우 30 μg/mL 카나마이신을 첨가한 Luria-Bertani

(LB) 배지 (10 g/L tryptone, 5 g/L yeast extract, 10 g/L NaCl) 에서 배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균주로 M. sp.DH-1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메탄자화균은

NMS 배지 (0.488 g/L MgSO4, 1 g/L KNO3, 0.228 g/L CaCl2-2H2O, 3.8% Fe-EDTA, 0.1% 

NaMo-4H2O, trace element solution) 에서 배양하였다. 첨가된 Trace element solution

에는 500 mg/L FeSO4-7H2O, 400 mg/L ZnSO4-7H2O, 15.71 mg/L MnCl2-4H2O, 50 

mg/L CoCl2-6H2O, 10 mg/L NiCl2-6H2O, 15 mg/L H3BO3, 250 mg/L EDTA 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배지에는 인산 용액 (phosphate stock solution, 26 g/L KH2PO4, 32.83 g/L 

Na2HPO4)과 비타민 (2.0 mg/L biotin, 2.0 mg/L folic acid, 5.0 mg/L thiamine HCl, 5.0 

mg/L Ca pantothenate, 0.1 mg/L vitamin B12, 5.0 mg/L riboflavin, 5.0 mg/L 

nicotinamide), 10 µM CuSO4 용액이 첨가되었다. 모든 실험은 serum bottle을 이용하

여 3 mL의 배지에 1차 접종 후, baffled flask 에서 12.5 mL에 2차 접종 하여 시행하

였다. 형질 전환된 메탄자화균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카나마이신이 포함되어 있는

Nitrate mineral salt (NMS) 고체배지 (15 g/L bactoagar)를 사용하였다.

메탄의 공급을 위해 가스 시린지 (Agilent 50 mL gas tight syringe 5190-1547, 

Hamilton 100 mL gas tight syringe model 1100 TLL SYR)를 이용하였으며, 메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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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스 샘플링 백을 통해 운반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플라스크는 Triforest 125 

mL Erlenmeyer baffled flask 를 사용하였고, 가스의 밀폐를 위해 Septum cap 

(SCPC-38) 을 사용하였다. 이 때, 플라스크 내 메탄 농도는 20% 로 맞추어 공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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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대 배양을 통한 적응 진화 유도

적응 진화 유도는 접종하여 성장하는 세포가 OD600값 1.5~2.0에 도달하였을 때 새

로운 배지로 세포를 옮겨 주고자 하였으며, 초기 OD600값을 0.2로 다시 접종하며

진행하였다. 계대 배양 시 플라스크 내 메탄 농도는 20%가 되도록 유지하였으며, 

NMS 배지 내의 젖산 농도를 단계를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미량씩 증가시키면서 배

양하였다.

M. sp.DH-1 모균주의 경우 0.5 g/L 의 젖산 농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관찰되므

로 배지 내 젖산 농도를 0.5 g/L 로 맞추어 접종하였고 총 35 번의 계대 배양을 통

해 적응 진화를 유도하였다. 메탄과 접촉하는 배지의 양을 증가시켜 (aeration) 성장

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baffled flask를 사용하였다. 배지 내의 젖산 농도를

0.5 g/L 에서 최종적으로는 8.0 g/L 까지 증가시켜 적응 진화를 유도하였고, 계대 배

양 과정에서 균주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16s rDNA sequencing과 NMS와 NB 

(nutrient broth) 고체 배지에 도말하여 단일 콜로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대 배양 과정에서 배지 내 젖산 농도 1.0 g/L 별로 균주를 분리하였고, 해당 균주

를 Ev 1.0, Ev 2.0, Ev 3.0, Ev 4.0, Ev 5.0, Ev 6.0, Ev 7.0, Ev 8.0 으로 명명하였으며 젖

산이 포함된 배지에서 분리된 균주의 M. sp.DH-1 모균주 대비 성장 정도를 비교하

였다. 최종적으로 젖산 농도가 8.0 g/L인 배지 내에서 성장, 분리한 Ev 8.0 균주를

분리하여 D형 젖산의 생산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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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e of adaptive evolution by serial subcultures with a gradual 

increase in LA concentrations in the cultur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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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라스미드 및 결손 균주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라이머와 제작된 플라스미드를 각각 Table 과 Table 에 나타

내었다 (Figure 6.). M. sp.DH-1 모균주의 젖산이 첨가된 배지에서의 계대 배양을 통

해 젖산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도록 적응 진화를 유도하였고, 적응 진화 균주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D형 생산 균주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젖산 생산 경로에서 경쟁 경로로 작용될 것이라 예측된 글리코겐 생합성 효소

(glgA)를 결손시키고자 하였고, 플라스미드 pCM184를 활용하였다. glgA 유전자 자

리의 앞과 뒤에 위치한 1kb 가량을 삽입하기 위해 클로닝을 진행하였다. M. sp.DH-

1 을 주형으로 하여 glgA F1 BamHI, glgA R1 Kan 으로 glgA 유전자 앞의 1 kb 를

PCR로 증폭하였고, glgA F2 ApaI, glgA R2 SacI 으로 glgA 유전자 뒤의 1 kb 를

PCR로 증폭하였다. glgA 유전자 자리 앞의 1 kb 를 증폭한 조각을 먼저 pCM184

에 삽입한 플라스미드를 제작 후, glgA 유전자 자리 뒤의 1 kb 를 증폭한 조각을 삽

입하여 pCM184-glgA up&down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다. M. sp.DH-1 내로 형질 전

환하여 glgA homologous recombination 방식으로 균주 내에서 유전자 결손이 일어

나는 것을 유도하였다.

유전자의 결손 없이 유전자를 삽입하기 위한 벡터를 제작하고자 하였고, Lm.ldh-

No.Amp 플라스미드에서 t.rrnB-PacI-Kan, Kan R ApaI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을

통해 증폭시켰다. M. sp.DH-1 내에 유전자를 삽입하기 위한 자리를 찾았으며 해당

유전자 자리의 앞과 뒤 1 kb 가량을 PCR 하여 유전자 조각을 얻었다. InsertU F 

NotI, InsertU R XbaI 으로 유전자 삽입 자리의 앞 1 kb에 해당하는 유전자 조각을

얻었으며, InsertD F ApaI, InsertD R SacI 으로 유전자 삽입 자리의 뒤 1 kb에 해당하

는 유전자 조각을 얻었다. Lm.ldhA-No.Amp 플라스미드를 주형으로 하여 XhoI, S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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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효소 처리하였고, p.glgA-Lm.ldhA-t.rrnB 와 KanR-SacB-t.glgA cassette 유전

자 조각은 XhoI, ApaI 의 제한효소로 처리하여 클로닝하였다. 클로닝 이후 삽입 위

치의 유전자 자리의 앞 1 kb 조각은 NotI, XbaI 으로 제한효소 처리하여 클로닝하였

으며, 뒤의 1 kb 조각은 ApaI, SacI 으로 제한효소 처리하여 클로닝하여 pInsertUD-

Lm.ldh-K 를 제작하였다.

pInsertUD-Lm.ldh-K 플라스미드에서 앞과 뒤의 1 kb 가량의 유전자를 glgA 유전자

결손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 플라스미드의 경우 t.rrnB가 포함되어 있

다는 점에서 기존 pCM184-glgA-up&down 과 차이가 있다. 제작을 위해 glgA 유전

자의 앞 1 kb 가량의 조각을 glgA F1 NheI, glgA R1 XbaI 으로 PCR 을 통해 증폭하

여 얻었으며 glgA 유전자의 뒤 1 kb 가량의 조각을 glgA F2 ApaI, glgA R2 SacI 을

통해 얻어내었다. 얻어낸 조각을 앞의 조각은 NheI, XbaI 의 제한효소 처리하였고, 

뒤의 조각은 ApaI, SacI 의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클로닝하여 pglgAdUD-Lm.ldh-K 를

얻어내었다.

모든 결손 균주 제작에서 형질 전환 방법은 전기천공법 (Electroporation)을 사용하

였으며, 2.5 kb 의 전류를 5~6 ms 동안 흘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작 완료된

균주를 선별하기 위해 카나마이신이 10 µg/mL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NMS 고체 배

지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플라스미드와 프라이머는 Table 과 Table 에 자세히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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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mer sequences used in this study.

Target 
DNA

Primer Sequence

Lm.ldhA

Lm.ldhA_MluI 
R

5’- GACTACGCGTGTCGACGGTATCGATAAGC -3’

Lm.ldhA_MluI 
R

5’- GACTACGCGTGTCGACGGTATCGATAAGC -3’

glgA

glgA F1 BamHI 5’- GACTGGATCCCTTCTGGCTGGAGGAATTC -3’

glgA R1 Kan 5’- AAGTTATGCGGCCGCCATTTTTCAAGATGATGCCGGCC -3’

glgA F1 NheI 5’- GACTGCTAGCTCTGGCTGGAGGAATTCC -3’

glgA R1 XbaI 5’- GACTTCTAGAGATGATGCCGGCCAAGGG -3‘

glgA F2 ApaI 5’- GACTGGGCCCTAAGGCGGTTTGCCTGGC -3’

glgA R2 sacI 5’- GATCGAGCTCTCGCAGAATATCCTGTGC -3’

Insertion

InsertU F NotI 5’- GACTGCGGCCGCTGTCGTTGTAATAATAGTCGCC -3’

InsertU R XbaI 5’- GACTTCTAGACGCGCGCGTGTTGCGAAGACTATCAGAG -3’

InsertD F ApaI 5’- GACTGGGCCCAGACAAGCATAAAATTAGAC -3’

InsertD R SacI 5’- GACTGAGCTCAACCTGCGCCGCCACTGC -3’

t.rrnB

t.rrnB-PacI-Kan 5’- GACAAATTAATTAACCACGTTGTGTCTCAAAAT -3’

Kan R ApaI 5’- GACTGGGCCCTGAGGTCTGCCTCGTGA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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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lasmids used in this study.

Plasmid Relevant characteristics Reference

pCM184
Plasmid containing the ColE1 origin, Kan marker gene, Tet 
marker gene and Amp marker gene

EUROSCARF

pCM184-glgA 
up&down

Plasmid containing glgA deletion cassette In this study

Lm.ldhA-No 
Amp

Plasmid containing PglgA-Lm.ldh-t.rrnB cassette and KanR-
SacB-t.glgA cassette

Previous study

pInsertUD-K Plasmid containing Kan marker In this study

pInsertUD-
Lm.ldhA-K

pInsertUD-Kan plasmid containing Lm.ldhA gene In this study

pglgAdUD-K Plasmid containing glgA deletion cassette and Kan marker In this study

pglgAdUD-
Lm.ldhA-K

Plasmid containing glgA deletion cassette, Lm.ldh gene and 
Kan marker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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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효 조건과 시료 채취 및 검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적응 진화가 유도된 메탄자화균 균주 또는 형질이 전환된 메탄자화

균의 단일 콜로니를 serum bottle 내 NMS 배지 3 mL 에 1차 접종한 후, 이를

OD600 값이 0.1이 되도록 125 mL flask 에 2차 접종하였다. 젖산 생산을 위한 메탄

자화균 균주는 NMS 고체 배지에 도말 후 단일 콜로니들을 모아 OD600 값이 0.5가

되도록 125 mL flask 에 접종하였다.

optical density (OD600)로 125 mL baffled flask에 12.5 mL의 양으로 같은 배지에 접종

하여 30℃의 170rpm으로 회분식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300 μL 씩 채취하고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분리, 대사 물질 검출에 사용하였다. 채취한 상등액을 친수성의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0.45 μm 주사기 여과 장

치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젖산, 아세트산, 아세토인, 글리세롤 등의 양을 분석하였

다. 분석은 HPLC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Ultimate 3000 HPLC system (Thermo 

Scientific, Dionex) 모델을 이용하였다. 검출은 Aminex HPX-87H column (300 mm X 

7.8 mm, 5 μm, Bio-Rad) 와 굴절률 (refractive index, RI) 검출기로 진행하였다. 고정

상 (column)으로 60°C 에서 0.6 mL/min 로 5 mM H2SO4를 흘려주었고, 굴절률 검출

기는 35°C 에서 관찰하였다. 데이터 정량은 데이터 분석 도구로 Chromeleon 

chromatography data system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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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내산성 비교를 위한 약산이 포함된 배지에서의 배양

적응 진화가 유도된 균주를 분리하고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에 접종하여 M.

sp.DH-1 모균주와의 성장 차이를 비교하였다. 모균주와 적응 진화가 유도된 균주의

단일 콜로니를 얻고, serum bottle 에 3 mL 이 되도록 NMS 배지에서 1차 접종하여

성장시킨 후, 125 mL baffled flask 에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가 12.5 mL 에 OD600

0.1로 맞추어 2차 접종하였다. 이를 30°C 진탕 배양기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

하여 생장 속도를 관찰하여 젖산에 대한 저항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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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결과 및 토의

3.1. 메탄자화균의 배양 조건 최적화

3.1.1. 메탄 및 메탄올 농도에 따른 균주의 성장 속도 확인

메탄자화균 M. sp.DH-1 의 배양 시 기질로 활용할 수 있는 탄소원인 메탄과 메탄올

의 농도에 따른 성장을 비교하였다. 메탄올을 탄소원으로 공급하였을 때, 메탄올의

농도가 높을수록 최종 성장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농도에 따라 성장 속도

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는 0.5%의 메탄올을 기질로 공급하였을

때 성장이 가장 빠르며 높은 최종 성장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메탄올은

공급한 NMS 배지 10 ml 의 0~1%에 해당하는 양을 첨가하였고, 각각 0~100 µL 의

메탄올을 배지 내에 첨가하였다.

반면, 메탄을 공급하였을 때는 플라스크 내 배지를 제외한 용량의 20%에 해당하는

메탄을 공급하였을 때 성장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메탄올을 기질로 하였을 때 나타난 농도에 따른 성장 속도의 저해가 나타나지

는 않았다. 이 때 메탄의 경우 공급한 NMS 배지를 제외한 플라스크 내의 부피 중

5~40 % 에 해당하는 양 만큼 첨가하였고, 각각 7.5~60 mL의 메탄을 공급하였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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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wth rates of Methylomonas sp.DH-1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methane and methanol in the media.

M. sp.DH-1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5%, 10%, 20%, 30% and 40% methane (A)

or 0%, 0.15%, 0.3%, 0.5%, 0.75% and 1% of amount of medium methano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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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균주 배양 시 aeration 정도에 따른 성장의 변화

M. sp.DH-1 의 125 mL 플라스크 내 배양 시 NMS 배지의 양을 5 % 부터 30 % 까

지 각기 다르게 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4). 이 때, 플라스크 내 메탄의 양은 배지

의 양을 제외하고 20% 로 공급하였다. 결과적으로 5 % 에 해당하는 양의 배지에서

성장시켰을 때 균주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 경우 실험

과정에서의 채취와 분석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을 것이 우려되었다. 이 값을 제외하

고 플라스크 내 배지의 양이 10% 가 되었을 때, 그 성장이 가장 빠르고 크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향 후 실험에서 125mL flask 의 10% 의 부피 조건에 맞

는 12.5 mL 만큼의 배지를 공급하여 사용하였다.

반면 메탄올을 기질로 하여 공급 시 배지 용량에 따른 균주의 성장 비교 실험은 50 

mL 플라스크에서 진행하였다. 이 때 50 mL 플라스크의 용량 대비 높은 비율의 배

지를 공급할수록 성장 속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최종 성장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배지 내 메탄올이 많기 때문에 균주의 최종 성장값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메탄올과는 다르게 메탄을 기질로 이용 시

메탄과 배지의 효과적인 접촉이 (aeration) 있어야 균주의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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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rowth rate of Methylomonas sp.DH-1 in various amount of medium 

with methane and methanol for its substrate.

A. M. sp.DH-1 cells were grown in 5 mL, 10 mL, 15 mL, 20 mL, 25 mL and 30 mL of NMS 

medium In 125 mL baffled flask, and 30 mL of methane was provided as substrate.

B. M. sp.DH-1 cells were grown in volume of medium equivalent to 10%, 15%, 20%, 25%, 30% 

and 35% of 50 mL flask, and 50 µL methanol was provided as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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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대 배양을 통한 Methylomonas sp.DH-1의 적응 진화

3.2.1. 젖산 저항성이 높은 균주 선별

메탄을 사용할 수 있는 균주 중 Methylomonas sp.DH-1 과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 두 균주를 각기 다른 젖산의 농도 별로 접종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젖산에 의해 배지는 산성 조건이 되는데, 대부분의 메탄자화균에서

메탄을 메탄올로 전환하기 위한 메탄 단일산화효소 (Methane monooxygenase, 

MMO) 의 효과적인 발현을 위해서는 pH가 6.8~7.4 부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배지 내 pH 조건이 4 이하의 산성 조건으로 변하게 된다면 균주

의 성장이 저해되므로 중화제를 첨가하여 pH를 6.8로 조절하였다. 이 후, 두 균주

의 젖산에 대한 저항성을 비교하였을 때, M. trichosporium OB3b 보다 M. sp.DH-1 

이 더 높은 농도의 젖산을 포함하는 NMS 배지에서 성장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향후 실험에서 M. sp.DH-1 균주를 이용하여 젖산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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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Lactic acid tolerance of Methylomonas sp.DH-1 and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

A. M. sp.DH-1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lactic acid for hours.

B. M. sp.DH-1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lactic acid using NaOH as neutralizing 

agent hours.

C. M. trichosporium OB3b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lactic acid using NaOH as 

neutralizing agent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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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젖산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한 적응 진화 유도

메탄자화균 M. sp.DH-1 의 모균주는 0.5 g/L 의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에서 성장

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모균주의 젖산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대 배양을 통한 적응 진화를 유도하였다. 125 mL baffled flask 에 12.5 mL 의

NMS 배지를 첨가 후 OD600 0.2로 맞추어 초기 접종을 하였고, 메탄은 배지를 제외

한 플라스크 용량 대비 20 % 로 공급하였다. 점진적으로 젖산의 농도를 0.5 g/L 부

터 8.0 g/L 까지 증가시키며 총 35 차례에 걸친 계대 배양을 진행하였다.

젖산이 포함된 배지에서 초기 균주를 배양할 때 보다 점차적으로 높은 젖산이 포함

된 배지로 계대 배양 시 성장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16s 

rDNA sequencing을 통해 균주의 오염을 막고자 하였으며, Nutrient broth (NB) 고체

배지와 NMS 고체 배지에 도말하여 단일 콜로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며 균주의

계대 배양을 진행하였다. 배지 내 젖산 농도 1.0 g/L 별로 균주를 분리하여 확인하

였고, 최종적으로 배지 내 8.0 g/L 의 젖산 농도에서 성장 가능한 Ev 8.0 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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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daptive evolution of Methylomonas sp.DH-1 for enhancing lactic acid 

tolerance by subculturing in NMS medium including lactic acid.

A. Subculturing of M. sp.DH-1 was performed, starting from a concentration of D-lactic acid in 

NMS 0.5 g/L to 3.0 g/L.

B. Subculturing of M. sp.DH-1 was performed, starting from a concentration of D-lactic acid in 

NMS 3.0 g/L to 6.0 g/L.

C. Subculturing of M. sp.DH-1 was performed, starting from a concentration of D-lactic acid in 

NMS 6.0 g/L to 8.0 g/L.



41

3.2.3. 적응 진화 유도 균주의 젖산에 대한 저항성 확인

젖산이 포함된 배지에서 초기 균주를 배양할 때 보다 점차적으로 높은 젖산이 포함

된 배지로 계대 배양 시 성장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젖산이 포함된 배지에서 성장하는 균주는 해당 농도에서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그를 통해 젖산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향상된

저항성을 확인하고, 모균주와의 비교를 위해 각기 다른 농도의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에서 적응 진화 균주들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적응 진화를 유도하여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에서 성장 속도 및 최

종 성장값이 모균주 대비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중 가장 저항성이 높

은 것이 확인된 균주, Ev 8.0 을 선별할 수 있었다. 

계대 배양 중 각각 배지에 포함된 젖산 농도가 3.0 g/L, 6.0 g/L. 8.0 g/L에서 분리한

적응 진화 균주 Ev 3.0, Ev 6.0, Ev 8.0 균주의 젖산 저항성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

다. 적응 진화 균주를 M. sp.DH-1 모균주와 3.0 g/L, 6.0 g/L 의 젖산이 포함된 배지

에서 성장을 비교하였을 때, Ev 8.0 의 성장이 가장 빠르고 그 최종 성장값 역시 가

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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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mprovement of lactic acid tolerance in evolved strains.

M. sp.DH-1 WT, evolved strains Ev 3.0, Ev 6.0, and Ev 8.0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3 g/L lactic acid (A) and 6.0 g/L lactic acid (B) for 6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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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Methylomonas sp.DH-1 의 다양한 약산에 대한 저항성 확

인 및 적응 진화 균주와의 비교

젖산 뿐만 아니라 포름산과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에 대한 M. sp.DH-1 균주의 저항

성을 확인하고, 젖산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 적응 진화 균주 Ev 8.0 의 저항성과

비교하였다. 젖산은 탄소 세 개로 이루어진 pKa 3.86 의 약산이며, 젖산과 비슷한

탄소수를 가지고 있는 약산에 대한 저항성의 향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포름

산은 탄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pKa 3.75 의 약산이고, 아세트산은 탄소 두 개

로 이루어진 pKa 4.76 의 약산이다. 또한 프로피온산은 탄소 세 개로 이루어져있으

며 pKa 4.87 의 약산이다 (Figure 9).

M. sp.DH-1 모균주보다 적응 진화 균주 Ev 8.0이 더 높은 농도의 포름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에서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젖산에 대한 적응

진화 균주가 다양한 약산에 대한 저항성 역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포름산

1.5 g/L가 포함된 배지에서 최종 성장값이 모균주와 적응 진화 균주가 비슷한 값으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초기 성장 속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보다 높은 농도의 포름산을 포함하는 배지에서는 최종 성장값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0). 아세트산의 경우, 0.75 g/L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성

장 속도와 최종 성장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11). 0.5 g/L의 프

로피온산에서 역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모균주의 경우 성장에 크게 저해받거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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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Weak acid tolerance of Methylomonas sp.DH-1 

M. sp.DH-1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formic acid (A), 

acetic acid (B), propionic acid (C). 



46

0.0

0.5

1.0

1.5

2.0

2.5

3.0

0 24 48 72

C
e

ll 
d

e
n

si
ty

 (
O

D
6
0
0
)

Time (h)

DH-1

Ev8.0

0.0

0.5

1.0

1.5

2.0

2.5

0 24 48 72 96

C
e

ll 
d

e
n

si
ty

 (
O

D
6
0
0
)

Time (h)

DH-1

Ev8.0

0.0

0.5

1.0

1.5

2.0

0 24 48 72 96

C
e

ll 
d

e
n

si
ty

 (
O

D
6
0
0
)

Time (h)

DH-1

Ev8.0

A

B

C



47

Figure 10. Comparison of formic acid tolerance between Methylomonas sp.DH-1 

and evolved strain Ev 8.0.

M. sp.DH-1 WT and evolved strain Ev 8.0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1.5 g/L (A), 2.0 

g/L (B), and 3.0 g/L (C) for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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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mparison of acetic acid tolerance between Methylomonas sp.DH-1 

and evolved strain Ev 8.0.

M. sp.DH-1 WT and evolved strain Ev 8.0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0.5 g/L (A) and 

0.75 g/L (B) 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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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of propionic acid tolerance between Methylomonas

sp.DH-1 and evolved strain Ev 8.0.

M. sp.DH-1 WT and evolved strain Ev 8.0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0.5 g/L (A), 

0.75 g/L (B) and 1.0 g/L propi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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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응 진화 균주 Ev 8.0 의 D형 젖산 생산

D형 젖산의 생산을 위해 적응 진화 균주 Ev 8.0을 이용하여 젖산 유전자를 형질 전

환하였다. 플라스미드는 pglgAdUD-Lm.ldh-K 를 사용하였으며, Homologous 

recombination 을 통해 glgA 유전자를 결손시키면서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유래의 젖산 탈수소 효소 (Lm.ldh)를 삽입하였다.

제작된 균주의 선별을 위하여 카나마이신을 마커로 활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Ev

8.0 LDH 균주가 제작되었다.

Ev8.0 LDH 균주를 일차적으로 카나마이신이 10 µg/mL 농도로 포함된 NMS 고체

배지에 도말하였고, 성장한 콜로니를 카나마이신이 10 µg/mL 의 농도로 포함되어있

는 NMS 배지에 OD600값이 0.5가 되도록 접종하였다. 24시간 간격으로 성장을 측정

하며 젖산의 생산을 관찰하였고, 동시에 가스를 교체하며 새로 메탄을 용기의 20%

가 되도록 공급하였다. 젖산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NaOH를 넣어주어 중화, 

pH가 6.8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Ev8.0 LDH 의 경우 모균주에 비해 성장이 느린 것을 관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8 시간 기준 1.1 g/L의 젖산을 생산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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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rowth rate and D-lactic acid production of Ev 8.0 LDH 

A. Ev 8.0 LDH strain cells were grown in NMS medium with kanamycin as selective marker. 

Methane was fed into 125 mL baffled flask every 24 hours. At the same time, sampling of lactic 

acid was carried out with neutralization using NaOH. 

B. Production of D-lactic acid in Ev 8.0 LDH using methane as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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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결론 및 고찰

젖산은 식품 첨가제, 보존제 및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

료이며, 생분해성과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바이오 플라스틱인 폴리락트산 (poly 

lactic acid, PLA)의 단량체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전통적인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플라스틱의 생산을 이루어왔으나 석유 고갈에 따른 원유 가격의 상승,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 등이 모여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셰일 가스의 채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셰일 가스

중 75%가 넘게 함유되어 있는 메탄 가스에 대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이처럼 메탄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생물을 이용하여 메탄으로부터 순도 높은 젖산을 생산하고자 다양한 연

구가 진행 중이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메탄올로 전환하는 효소인 메탄 단일산화효소 (methane 

monooxygenase, MMO)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후 리불로오스

모노인산회로 (ribulose monophosphate cycle, RuMP cycle)나 세린 회로 (serine 

cycle)을 주요 대사 경로로 하여 균주 내 대사 과정에서 활용하게 된다. 메탄자화균

의 대사에서 메탄을 메탄올로 전환하는 단계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위치라고 생

각되었으며, 메탄 단일산화효소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나 배양 조건의 변경 등 효율

이 높은 전환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대부분의 메탄자화균은 다양

한 산에 대한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젖산 등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유기산을 생산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희대학교 이은열 교수님 연구실에서 동정한 Methylomonas sp.DH-1을

분양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메탄자화균의 배양을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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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균주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였다. 메탄뿐 아니라 메탄올에서의 성장을 진행하였

으며, 배지의 양이나 기질의 농도를 조절하며 균주의 성장을 최적화하도록 하였다.

균주 내로의 메탄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마개가 있는 플라스크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배플이 있는 플라스크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메탄과 배지의 접촉 면적을 늘

리고자 하였다. 해당 조건에서 플라스크에서 배지를 제외한 부피의 20%로 메탄을

공급해주었을 때 성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메탄자화균으로 대표되는 균주 중 하나인 Methylosinus trichosporium OB3b 보다 내

산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효모나 젖산 박테리아 등 젖산 생산에 활용되는

다양한 종에 비해 높은 저항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D형 젖산의 생산을 위해

내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성장 환경에 따라 표현형을 바꿀 수 있도록 균주의

적응 진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젖산이 포함되어 있는 배지 내에서 균주가 젖산이

포함된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하고, 진화된 균주를 분리하여 계대 배양하며 더 높은

농도의 젖산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젖산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 균주를 얻

고자 하였다.

NMS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배지 내의 젖산 농도를 점진적으로 소량씩 증가시키면

서 계대 배양을 진행하였다. 0.5 g/L 의 젖산이 포함된 배지에서 M. sp.DH-1 의 성장

이 관찰되었으므로 해당 농도로 계대 배양을 시작하였다. 35차례에 걸친 계대 배양

을 통해 8.0 g/L 의 젖산이 포함된 배지에서 성장하는 균주, Ev 8.0을 분리하였으며, 

모균주와 다른 적응 진화가 유도된 균주보다 더 높은 농도의 젖산이 포함된 배지에

서 성장이 가능한 것을 보아 그 저항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젖산뿐만 아니라 젖산과 탄소수가 비슷한 다양한 약산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포름산의 경우 메탄자화균의 대사 과정 중 메탄으로부터 메탄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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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고 그 이후 메탄올로부터 생산되는 주요 산물이기 때문에 해당 산물에 대한 저

항성 향상 정도 역시 균주의 성장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아세트산

의 경우 생물 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대사 산물이며 대표적인 약산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Ev 8.0 균주는 M. sp.DH-1 모균주보다 다양한 약산

에 대하여 향상된 저항성을 보였으며, 포름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을 배지에 첨가

하여 성장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더 빠른 성장 속도와 더 높은 최종 성장값이 관찰

되었다.

또한, 젖산 생산의 주요 경쟁 경로로 지목되는 글리코겐의 생산 경로를 결손시켜서

젖산 생산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글리코겐 생합성 효소 (glycogen 

synthase, glgA)의 결손을 위한 플라스미드를 제작하기 위해 클로닝을 진행하였다.

glgA 유전자의 앞과 뒤에 위치한 1 kb 가량의 유전자 조각을 통해 homologous 

recombination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였고, glgA 유전자를 결손시키면서 카나마이신

마커를 치환하도록 하여 선별 마커로 카나마이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

된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형질 전환을 위해 전기 천공법 (electroporation)을 활용하

였다.

이 후 젖산의 생산을 위해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젖산균 유래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의 젖산 탈수소 효소 (Lactate 

dehydrogenase, LDH)를 선별하여 도입하고자 하였다. glgA 유전자를 결손시키면서

동시에 Lm.ldh 유전자를 삽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pglgAdUD-Lm.ldh-K 플라스

미드를 클로닝을 통해 제작하였다. 제작된 플라스미드는 전기 천공법을 통해 적응

진화 균주 Ev 8.0 내로 형질 전환하였으며 제작된 균주를 Ev 8.0 LDH로 명명하였다.

Ev 8.0 LDH는 시간 기준 g/L 의 젖산이 생산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때 젖산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NaOH를 주기적으로 넣어주어 성장 환경을 pH 6.8 부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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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168 시간 기준 1.10 g/L 의 젖산이 생산되는 것을 관

찰하였다.

이 밖에도 피루브산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피

루브산의 생산을 늘리게 된다면 젖산으로의 대사 흐름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하며,

균주의 성장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유전자를 선별하여 결손시킬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율과 젖산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생산성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RNA sequencing 등의 Whole genome sequencing 을 통해

적응 진화 균주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곳을 분석, 확인하여 내산성 향상과 관여가

깊은 유전자의 역할을 규명하거나 성장 속도나 최종 성장값을 향상시키는 연구 역

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 적응 진화 균주보다

더 나은 내산성이나 젖산 생산능을 가지는 균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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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젖산은 생분해성과 생체 적합성, 재생 가능한 생체고분자 물질인 폴리락트산의 단

량체로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젖산의 생산 역

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미생물을 활용한 젖산의 생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셰일가스의 채취 기술이 발전하고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관심이 집

중되어 저렴하고 풍부한 메탄 가스를 기질로 이용하는 연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탄소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메탄으로부터 메탄올을 합성하

는 메탄 단일산화효소 (Methane monooxygenase, MMO)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

다. Methylomonas sp.DH-1 은 Type I 메탄자화균 중 하나로, 메탄을 주요 대사 경로

인 리불로오스 모노인산회로 (Ribulose monophosphate cycle, RuMP cycle)를 통해

이용한다. 하지만 메탄자화균은 내산성이 낮아 젖산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메탄으로부터 다른 산물을 높은 수율로 전환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탄자화균 Methylomonas sp.DH-1 의 배양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배양 시 플라스크 내 배지의 양, 메탄과 산소의 비율을 조절하여 성장을 비교하였

다. 또한, 젖산이 포함된 배지의 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계대 배양을 통해

적응 진화를 유도, 균주의 젖산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8.0 g/L 의

젖산이 첨가된 배지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균주를 분리하였다. 또한 분리된 균주는

모균주에 비해 다른 약산에 대한 내산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D형 젖산의 효

과적인 생산을 위해 젖산 생산에서 경쟁 경로로 지목되는 글리코겐 합성 유전자

(glgA)가 결손된 균주를 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글리코겐 합성 유전자를 젖산균 유

래의 D형 젖산 탈수소 효소 유전자 (Lm.ldhA)로 치환하여 최종적으로 168 시간에

동안 1.10 g/L 의 수율의 D형 젖산을 생산하는 균주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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