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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methane as raw material is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because of steady and abundant supplies of biogas and natural gas 

containing methane as a major component. Therefore,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converting methane into high value-added products 

such as lactate. Methanotrophs, which can use methane as a sole carbon 

and energy source, have considerable advantages for such biocon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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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revious study, JHM80 with 8.0 g/L lactic acid tolerance was obtained 

by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of Methylomonas sp. DH-1, a Type I 

methanotroph. Additional adaptive evolution of JHM80 led to an Ev 10.2 

strain having lactic acid tolerance up to 10.2 g/L. Whole genome 

sequencing of Ev 10.2 revealed a C665A point mutation on alanyl-tRNA 

synthetase (AYM39_07155, alaRS). When this mutation was introduced 

into JHM80, the cells could survive up to 10 g/L lactic acid. Furthermore, 

lactic acid tolerance of wild type Methylomonas sp. DH-1 was also 

increased by introducing this mutation, confirming that alaRS C665A 

mutation is responsible for the improved lactic acid tolerance.  

Lastly, D-lactate was produced from Ev 10.2 by introducing lactate 

dehydrogenase (LDH) originated from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This strain produced 0.70 g/L D-lactate with a 

productivity of 4 mg/L h, which is about 1.4-fold increase compared to that 

produced in a control strain, JHM80 integrated with the same LDH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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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탄과 젖산 

최근 채굴 기술의 발달로 메탄 가스의 공급이 매우 풍부해지고 가격 역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천연 가스의 매장량은 7.2 × 1015 ft3, 

미국에서만 2 × 1015  ft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앞으로 미국 국내에서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풍부한 공급량에 힘입어 

메탄을 원료로 삼아 고부가가치 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1, 

2]. 또한 메탄은 주요한 온실 가스이기도 한데,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분자당 

이산화탄소의 21배, 단위 무게당 58배에 달한다[3, 4]. 따라서 메탄을 유용 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공정이 개발된다면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1780년 C.W. Scheele에 의해 발견된 젖산은 발효를 통해 얻어내는 방법이 

발명된 이후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 되었다. 젖산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물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특히 젖산을 단량체로 갖는 고분자인 polylactic acid(PLA)는 

생분해성이며 생체에 적합하여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5]. 

젖산은 D형과 L형의 광학이성질체를 갖는데, 위와 같은 산업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이성질체만 생산해낼 필요가 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젖산을 

생산하면 단일 광학이성질체를 갖는 젖산을 고순도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6]. 

 

1.2. 메탄자화균(methanotroph) 

메탄자화균(methanotroph)은 메탄을 탄소원이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자라는 

박테리아의 일종이다. 메탄은 메탄 단일산화효소(methane monooxygenase, MMO)에 

의해 메탄올로 전환된 후 메탄올 탈수소효소(methanol dehydrogenase, MDH)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로 전환된다. 이후 포름알데히드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바이오매스로 

축적되는데, 이 중 주요하게 사용하는 경로에 따라 메탄자화균을 분류한다. 첫째는 

리불로오스 일인산 회로(ribulose monophosphate cycle, RuMP cycle)를 주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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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사용하는 Group I 메탄자화균(Gammaproteobacteria), 둘째는 세린 회로(serine 

cycle)를 활용하는 Group II 메탄자화균(Alphaproteobacteria), 마지막으로 캘빈 회로 

(Calvin cycle)를 활용하는 Group III 메탄자화균(Verrucomicrobia)이 있다[7]. 

Group I 메탄자화균에서 포름알데히드는 RuMP cycle에서 과당-6-

인산(fructose-6-phosphate)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과당-6-인산은 엠덴-마이어호프-

파르나스(Embden-Meyerhof-Parnas, EMP) 또는 엔트너-듀도로프(Entner-Doudoroff, 

EDD) 경로를 통해 피루브산(pyruvate)으로 전환된다(Figure 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Methylomonas sp. DH-1을 비롯한 Group I 메탄자화균은 젖산 등 

피루브산으로부터 유래하는 대사 산물들을 합성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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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tabolic pathway for D-lactate production in Methylomonas 

sp. D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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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ldhA). H6P, hexulose 6-

phosphate; F6P, fructose 6-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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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탄자화균을 이용한 젖산 생산 

메탄 전환 공정의 균주로서 메탄자화균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유전자 조작 

기술이 부족하고 대사 과정이 완전히 연구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타잔틴(astaxanthin), 부티레이트(butyrate), 2,3-부탄다이올(2,3-

butanediol), 숙신산(succinic acid)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산물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젖산의 경우 2016년 Methylomicrobium buryatense에서 생산한 0.8 g/L, 

2019년 본 연구실에서 Methylomonas sp. DH-1를 이용해 생산한 1.19 g/L가 그 

최대값으로, 아직 비교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9-13]. 

 

1.4. 적응 진화(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적응 진화(adaptive laboratory evolution)란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일 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특정한 조건 하에서 미생물을 배양하여 적응을 유도하는 실험 기법으로써, 

미생물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다. 미생물은 긴 기간 동안 생장하며 돌연변이를 

통해 향상된 표현형을 갖게 된다. 이 실험 방법은 미생물 연구에서 특히 장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미생물 세포는 필요한 영양소 구성이 간단하고, 실험실 조건에서 쉽게 

배양되며, 수 주 사이에 수백 세대를 거치기 때문이다. 세대를 거치며 미생물은 주어진 

환경 조건에 유리하게 표현형을 변화시키며, 이를 이용하여 선별, 분리해낼 수도 

있다[14]. 또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에 힘입어 해당 

표현형을 만든 유전형의 변화를 간단히 알아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는 역 대사공학 역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15]. 

 

1.5. 실험 목적 

Methylomonas sp. DH-1을 이용하여 메탄을 젖산으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균주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의 젖산 내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젖산 적응 진화(adaptive laboratory evolution)를 통해 젖산 내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선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8.0 g/L의 젖산 내성을 갖는 JHM80이 선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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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층 더 적응 진화하여 10.2 g/L 농도의 젖산 배지에서도 생장을 보이는 Ev 10.2 

균주를 선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에 비해 젖산 내성이 크게 

증가된 Ev 10.2 균주의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유전체 내에서 돌연변이의 

위치를 밝히고, 이 돌연변이를 야생형 균주에 도입하여 젖산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임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해당 균주에 젖산 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를 도입하였을 때, 기존의 JHM80 균주보다 우월한 젖산 생산을 보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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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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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된 균주, 배양 조건 및 시료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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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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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조작을 시행하였다. E. coli 의 경우 30 μg/mL 카나마이신(kanamycin) 또는 50 

μg/mL 암피실린(ampicillin)을 첨가한 Luria-Bertani (LB) 배지(10 g/L tryptone, 5 g/L 

yeast extract, 10 g/L NaCl)에서 배양하였다. 

본 연구의 메탄자화균 균주로서는 모균주인 Methylomonas sp. DH-1 과 그 

적응 진화 균주인 JHM80, Ev 10.2 가 사용되었다. JHM80 은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 을 젖산 적응 진화하여 8.0 g/L 젖산 배지에서 생장이 확인된 균주이며[13], Ev 

10.2 는 JHM80 을 한층 더 적응 진화하여 10.2 g/L 젖산 배지에서 생장이 확인된 

균주이다. 

실험에 사용된 Methylomonas sp. DH-1 및 그 유래 균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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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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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젖산 생산 실험에서는 

최적화된 배지로서 1 g/L 이 아닌 2 g/L KNO3 를 사용하였다[13]. 

형질 전환된 Methylomonas sp. DH-1 균주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카나마이신 10 μg/mL 또는 암피실린 25 μg/mL 이 포함되어 있는 Nitrate mineral 

salt(NMS) 고체 배지(15 g/L bactoagar)를 사용하였다. 또한 젖산 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젖산이 포함된 액체 배지를 제작하였는데, NMS 액체 배지에 각각 1 g/L, 2 g/L, 

10 g/L 의 젖산을 첨가하고 5 M NaOH 로 중화하여 pH 7.0 을 맞춰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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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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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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에 맞추어 공급하였다. 

적응 진화가 유도된 Methylomonas sp. DH-1 균주 또는 형질이 전환된 

Methylomonas sp. DH-1 의 생장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 콜로니를 serum bottle 

내 NMS 배지 3 mL 에 1 차 접종한 후, 이를 NMS 배지 혹은 젖산을 특정 농도로 

첨가한 NMS 배지 12.5 mL 에 optical density(OD600)를 0.1 로 맞추어 접종하였다. 2 차 

접종한 125 mL baffled flask 는 진탕 배양기(shaking incubator)에서 30℃, 170 rpm 으로 

회분식 배양하며 24 시간마다 OD600 을 관찰하여 젖산에 대한 내성을 비교하였다. 

젖산 생산량을 확인하는 실험에서는 균주를 NMS 고체 배지에 도말 후 단일 

콜로니들을 모아 카나마이신 10 μg/mL 를 포함한 NMS 배지 12.5mL 에 OD600 값이 

0.4 가 되도록 접종하였다. 2 차 접종한 125 mL baffled flask 는 마찬가지로 진탕 

배양기에서 30℃, 170 rpm 으로 회분식 배양하였다. 생산된 젖산을 중화하기 위해 

48 시간마다 5 M NaOH 10 μL 를 첨가하여 중화하였다. 24 시간마다 뚜껑을 열어 

환기하고 배양액을 300 μL 씩 채취하여 OD600 을 확인한 뒤 대사 물질 확인을 위해 

상등액을 원심 분리하였다. 채취한 상등액을 친수성의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 fluoride, PVDF) 0.45 μm 주사기 여과 장치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젖산 등의 양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HPLC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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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상(column)으로 60℃에서 0.6 mL/min 로 5 mM H2SO4 를 

흘려주었고, 굴절률 검출기는 35℃에서 관찰하였다. 데이터 정량은 데이터 분석 도구로 

Chromeleon chromatography data system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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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플라스미드 및 균주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라스미드와 프라이머를 각각 Table 1 과 Table 2, 3 에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균주는 Table 4 에 나타냈다. 적응 진화 균주인 Ev 10.2 의 

alaRS(AYM39_07155)에서 발견된 C665A 돌연변이를 야생형 균주에 도입하기 위해 

우선 플라스미드 pInsK 를 ApaI 과 SacI 제한효소 처리하여 Methylomonas sp. DH-

1 으로부터 PCR 로 증폭한 aspK(AYM39_07160) downstream 1kb 를 클로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Methylomonas sp. DH-1 과 Ev 10.2 로부터 각각 alaRS 프로모터부터 

aspK 까지의 약 4.8 kb 를 증폭시킨 뒤 NotI, SpeI 처리하여 클로닝하였다. 이로써 

플라스미드 pInsK-alaRS 와 pIns-alaRSmut 가 제작되었고 이 두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 와 야생형 JHM80 균주에 homologous 

recombination 방법으로 형질전환 하였다. 

 alaRS 에 다른 프로모터를 삽입하여 표현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플라스미드 pInsA 를 제한효소 NotI, SpeI 으로 처리하여 Methylomonas sp. DH-

1 으로부터 증폭한 alaRS 프로모터(upstream 1 kb)를 클로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Methylomonas sp. DH-1 으로부터 증폭한 alaRS 5’ 1 kb 를 제한효소 ApaI 과 SgsI 으로 

잘라서 클로닝함으로써 플라스미드 pInsA-palaRS 를 제작하였다. 여기에 

Methylomonas sp. DH-1 으로부터 yeiP(AYM39_05665) 프로모터(upstream 0.5 kb)와 

mxaF(AYM39_15615) 프로모터(upstream 0.5 kb)를 증폭하여 제한효소 ApaI 처리한 

뒤 각각 클로닝하였다. 전자에서 제작된 플라스미드를 pInsA-pyeiP, 후자에서 제작된 

플라스미드를 pInsA-pmxaF 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 두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 과 야생형 JHM80 균주에 homologous recombination 

방법으로 형질전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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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smids used in this study 

 

 

 

Table 2. Primer sequences used in this study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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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mer sequences used in this study (q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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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ai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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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hole genome sequencing 

적응 진화 균주인 Ev 10.2 의 유전형 변화를 찾기 위해 whole genome sequencing 을 

수행하였다. Methylomonas sp. DH-1 의 적응 진화 균주인 JHM80 과 Ev 10.2 로부터 

genomic DNA 를 추출하기 위해 genomic DNA extraction kit(iNtRON 

Biotechnology)를 사용하였다. DNA library 제작에는 Truseq Nano DNA LT 

kit(Illumina)이 사용되었고, sequencing 에는 PE 2× 300-Miseq(Illumina)가 사용되었다.  

 

2.4.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qRT-PCR) 

Ev 10.2 에서 발견된 돌연변이의 transcription level effect 를 확인하기 위해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qRT-PCR)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Methylomonas sp. 

DH-1 의 형질전환 균주들을 125 mL flask 에 20% (v/v) 메탄을 공급하여 12.5 mL 

NMS 배지에서 16 시간 배양하였다. RNeasy Mini kit(Qiagen, USA)를 사용하여 

샘플로부터 total RNA 를 추출하였다. 이 중 1 μL 을 취했고 25 μL reaction 

volume 에서 reverse transcription 을 수행하였다. M-MLV reverse transcriptase(Thermo 

Fishers Scientific) 200 unit, random hexamer 0.1 μg, 2 μL dNTP 를 사용하였다. 

25℃에서 10 분, 42℃에서 60 분의 반응을 거친 후 70℃로 10 분 열을 가해 reverse 

transcription 을 종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cDNA 의 1 μL 를 증폭하기 위해 SYBR 

Green I maser mix(Roche-Applied Science)를 사용하였고, 각 샘플에 맞는 primer 를 

0.75 pmol 넣고 95℃에서 20 초, 55℃에서 20 초, 72℃에서 20 초의 cycle 을 45 회 

수행하였다. 이 때 Lightcycler 480 II System(Roche Applied Science, USA)가 

사용되었다[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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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적응 진화 균주 Ev 10.2의 돌연변이 확인 

앞선 연구에서 적응 진화 유도 균주인 Ev 10.2 가 모균주인 Methylomonas sp. DH-

1 과 JHM80 에 비해 우월한 젖산 내성을 보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선행된 적응 

진화 유도로 젖산 내성을 크게 개선시킨 JHM80 에 비해서도 2.2 g/L 가량 향상된 

수치이다. 이것이 어떤 유전형으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Ev 10.2 균주의 

whole genome sequencing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Ev 10.2 의 AYM39_07155 

유전자에서 C665A 단일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미노산 수준에서는 Leu219Met 치환 돌연변이(substitution mutation)에 

해당한다(Figure 2, Table 5).  

AYM39_07155 는 alanyl-tRNA synthetase 를 코딩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하 alaRS 라고 서술하겠다. 한편 alaRS 는 AYM39_07160 및 

AYM39_07165 와 인접하여 오페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AYM39_07160 는 

aspartate kinase 를 코딩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하 aspK 라고 서술하겠다. 

AYM39_07165 는 현재까지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hypothetical protein 이다. 

 

  



17 

 

 

 

 

 

 

Figure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mutation site of Ev 10.2. 

 

 

 

 

 

Table 5. Whole genome sequenc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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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laRS 돌연변이의 젖산 내성 증대 효과 확인 

앞서 Ev 10.2 에서 확인된 alaRS C665A 돌연변이와 젖산 내성 향상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JHM80 에 alaRS C665A 돌연변이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Ev 10.2 로부터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alaRS 및 aspK 를 함께 PCR 증폭하여 pInsK 플라스미드에 

클로닝하였다. 이를 homologous recombination 으로 JHM80 에 형질전환하고 이를 

JHM80 mut 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돌연변이 도입 균주 JHM80 mut 의 젖산 내성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10 g/L 의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에서 JHM80 과 JHM80 mut, 그리고 Ev 

10.2 를 각각 배양하여 생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에서 

JHM80 mut 균주가 생장 속도(growth rate)에서 JHM80 대비 우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v 10.2 와는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 

다음으로 alaRS C665A 돌연변이가 JHM80 뿐만 아니라 모균주 Methylomonas 

sp. DH-1 에서도 젖산 내성 향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wild type 

Methylomonas sp. DH-1 에도 마찬가지로 alaRS C665A mutation 을 도입하고 DH-1 

mut 라 명명하였다. 젖산 내성 향상이 유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1 g/L 와 2 g/L 의 

젖산이 포함된 NMS 배지를 준비하였고 Methylomonas sp. DH-1 균주와 DH-1 mut 

균주를 각각 접종하여 생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젖산 1 g/L 배지에서는 DH-1 mut 균주가 월등한 생장 속도(growth 

rate)를 보였고, 2 g/L 배지에서는 생장 속도가 감소하였으나 전혀 생장하지 못하는 

모균주 Methylomonas sp. DH-1 에 비해서는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alaRS C665A 돌연변이가 약 2 g/L 정도의 젖산 내성 향상을 유도함을 

확인하였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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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the alaRS C665A mutation on the lactic acid 

tolerance of JHM80. 

(A) JHM80 and JHM80 with the indicated alaRS C665A mutation were grown in the presence 

of 10.0 g/L lactic acid. Only JHM80 with the mutation could survive. (B) JHM80 with the 

alaRS C665A mutation and evolved strain Ev 10.2 were grown in the presence of 10.0 g/L lactic 

acid. Both strains showed comparable growth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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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the alaRS C665A mutation on lactic acid tolerance 

of the wild type Methylomonas sp. DH-1. 

Wild type strain Methylomonas sp. DH-1 and the strain with the indicated alaRS C665A 

mutation were grown in the presence of 1 g/L lactic acid (A) and 2 g/L lactic acid (B). In both 

cases, only Methylomonas sp. DH-1 with the mutation could 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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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ranscription level에서의 alaRS 돌연변이의 기능 확인 

우선 Ev 10.2 의 alaRS C665A mutation 이 alaRS 오페론의 전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페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 유전자(alaRS, aspK, 

AYM39_07165)의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qRT-PCR)을 수행하였다. 

Methylomonas sp. DH-1 과 DH-1 mut 균주를 비교하였으나 세 유전자 모두 의미 

있는 mRNA level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5). 

다음으로 alaRS 의 mutation 이 다른 유전자의 전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다양한 문헌에서 박테리아의 내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11 종을 선정해 qRT-PCR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후보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mRNA level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4, Figure 5). 

 

Table 6. Gene candidates for q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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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mRNA levels of the gene candidates in wild type 

Methylomonas sp. DH-1 and the strain with the indicated alaRS C665A 

mutation. 

The mRNA levels of three genes composing alaRS operon (A) and eleven genes presumably 

being related to bacterial acid tolerance mechanism (B) in wild type Methylomonas sp. DH-1 

and the strain with indicated alaRS C665A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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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laRS 유전자를 과발현하거나 발현 억제했을 때 젖산 내성에 영향이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alaRS 의 upstream 에 다른 프로모터를 도입하는 형질전환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mRNA sequencing 을 통해 expression level 이 alaRS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 유전자 yeiP(AYM39_05665)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유전자 mxaF(AYM39_15615)의 upstream 500 bp 를 Methylomonas sp. DH-1 의 

gDNA 로부터 PCR 수행하여 pInsA-palaRS 플라스미드에 클로닝하였다. 이를 

homologous recombination 으로 Methylomonas sp. DH-1 과 JHM80 에 각각 

형질전환하였다. 

그러나 yeiP promoter 도입 균주는 생장이 매우 저해되어 콜로니가 충분히 

크게 자라지 않았기에 이후 실험은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반면 mxaF promoter 도입 

균주는 선별에 성공하였고, NMS 와 젖산 배지에서 각각 배양하여 생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젖산이 없는 NMS 배지에서는 잘 생장하였으나 젖산이 있는 

배지에서는 야생형 균주와 마찬가지로 생존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6). 이 실험을 통해 alaRS 의 과발현 또는 발현 억제만으로는 젖산 내성 증대를 재현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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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s of the overexpression of alaRS in the wild type strains. 

(A) Methylomonas sp. DH-1 with a strong promoter (pmxaF) for alaRS and the wild type were 

grown in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2 g/L lactic acid. (B) JHM80 with a strong promoter 

(pmxaF) for alaRS and wild type JHM80 were grown in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10 g/L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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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적응 진화 균주 Ev 10.2에서의 D형 젖산 생산 

Methylomonas sp. DH-1 은 자연 상태에서 리불로오스 일인산 회로(RuMP cycle)와 

엠덴-마이어호프-파르나스(EMP) 경로를 이용하여 메탄으로부터 피루브산을 합성한다. 

따라서 피루브산을 젖산으로 전환하는 젖산 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만 

삽입하면 젖산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Methylomonas sp. DH-1 과 

JHM80 에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유래의 젖산 

탈수소 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를 삽입하여 젖산 생산을 확인한 바 있다[13]. 

앞선 연구에서 이미 JHM80 가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 보다 월등한 

젖산 생산량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젖산 내성을 한층 더 향상시킨 Ev 

10.2 에서는 생산량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JHM80 과 Ev 10.2 균주에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유래 

LDH 를 삽입하여 젖산 생산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플라스미드 pDel-glgA-Lm.LDH 를 사용하였고, homologous recombination 을 

통해 두 균주를 형질 전환하였다. 균주의 선별을 위한 마커로서 카나마이신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균주를 각각 JHM80 LDH, Ev 10.2 LDH 라고 명명하였다. 

Ev 10.2 LDH 균주를 일차적으로 카나마이신이 10 µg/mL 농도로 포함된 NMS 

고체 배지에 도말 하였고, 성장한 콜로니를 같은 농도의 카나마이신이 포함되어 있는 

NMS 액체 배지에 OD600 값이 0.4 가 되도록 접종하였다. 24 시간 간격으로 생장을 

측정하며 168 시간까지 젖산의 생산을 관찰하였다. 매 24 시간 마다 플라스크 뚜껑을 

열어 환기하고 메탄을 용기의 20%(v/v)가 되도록 다시 공급하였다. 젖산의 생산이 

이루어지며 pH 가 감소하기 때문에 48 시간마다 5 M NaOH 10 μL 를 넣어주어 

중화하여 pH 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NMS 배지에서 KNO3 양을 2 배로 

늘리는 것이 젖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으므로, 

KNO3 를 2 g/L 로 늘려 제작한 NMS 액체 배지를 사용하였다[13]. 

그 결과 JHM80 과 Ev 10.2 두 균주의 생장 속도(growth rate)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대조군인 JHM80 LDH 균주가 168 시간 째에 최종 0.52 g/L, productiv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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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 h 의 젖산 생산을 보인 반면, Ev 10.2 LDH 균주는 최종 0.70 g/L, productivity 4 

mg/L h 을 보였다. 따라서 적응 진화를 거쳐 젖산 내성을 높인 Ev 10.2 균주가 젖산 

생산에도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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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Lactate production by introducing the lactate 

dehydrogenase (LDH) gene in JHM80 and Ev 10.2. 

JHM80 integrated with Lm.LDH and Ev 10.2 integrated with Lm.LDH were grown in a 125 mL 

flask containing 12.5 mL NMS medium while feeding 20% (v/v) methane every 24 hr. Cell 

growth (A) and D-lactate production (B) were monitored dur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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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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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은 원재료의 측면에서 가격과 공급이 안정적이고, 최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 젖산은 식품의 첨가제나 보존제 뿐 아니라 생분해성, 

생체적합성 고분자 polylactic acid(PLA) 중합에 사용되어 수요가 높다.  

메탄자화균(methanotroph)은 자연적으로 메탄을 탄소원으로 삼으며, 그 

중에서도 Group I 메탄자화균은 대부분의 메탄을 피루브산으로 전환하므로 피루브산 

유래 생산물인 젖산을 만들기에 유리한 균주이다. 따라서 Group I 메탄자화균의 일종인 

Methylomonas sp. DH-1을 이용하여 메탄을 젖산으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균주를 

개발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의 젖산 내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젖산 

적응 진화(adaptive laboratory evolution)를 통해 젖산 내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이를 통해 8.0 g/L 젖산 내성을 갖는 JHM80이 선별되었고, 이를 한층 더 

적응 진화시켜 10.2 g/L 농도의 젖산 배지에서도 생장을 보이는 Ev 10.2 균주를 선별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젖산 내성이 증가된 Ev 10.2 균주의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alanyl-tRNA synthetase를 코딩하는 유전자 alaRS에 C665A 점 

돌연변이가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를 JHM80 균주에 homologous 

recombination으로 형질전환하여 적응 진화된 균주 Ev 10.2와 같은 수준으로 젖산 

내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야생형 Methylomonas sp. DH-1에서도 해당 

돌연변이가 효과가 있을지 검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Methylomonas sp. DH-1에도 

alaRS C665A 돌연변이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형질전환된 Methylomonas sp. DH-1 

역시 2 g/L 젖산 배지에서 생장함을 확인함으로써 alaRS C665A 돌연변이가 야생형 

균주에서도 젖산 내성 증대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alaRS 돌연변이가 transcription level에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거쳤다. 우선 돌연변이 도입 균주에서 alaRS operon에 속한 세 

유전(alaRS, aspK, AYM39_17165)의 발현량이 달라졌는가를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qRT-PCR)을 통해 관찰하였으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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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11개 후보 유전자에 대해서도 qRT-PCR로 그 

발현량을 확인하였으나 역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Ev 10.2의 젖산 내성 

증가는 현재까지 알려진 기작에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alanyl-tRNA synthetase의 활성 변화로 젖산 내성 증대가 초래된다면, 

alaRS의 과발현 혹은 발현 억제로도 비슷한 효과를 모사할 수 있다는 추측을 가지고 

alaRS upstream에 다른 프로모터를 삽입하는 형질전환을 진행하였다. 이 때 비교적 

약한 프로모터인 yeiP(AYM39_05665) 프로모터를 삽입한 균주는 생장이 크게 

저하되어 콜로니를 충분히 크게 형성하지 못함이 관찰되었다. 반면 강한 프로모터인 

mxaF (AYM39_15615) 프로모터를 삽입한 균주 선별에는 성공하였다. 이 형질전환 

균주는 NMS 배지에서는 잘 생장하였으나 젖산 배지에서는 야생형 균주와 마찬가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alaRS의 발현량 조절만으로는 젖산 내성 

증대를 재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Ev 10.2가 증대된 젖산 내성만큼 젖산 생산에도 유리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유래의 lactate dehydrogenase(LDH)를 도입하여 Ev 10.2 LDH 균주를 제작하였다. 이를 

JHM80 LDH 균주와 함께 배양하여 젖산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JHM80보다 우월한 

productivity와 최종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laRS C665A 돌연변이가 어떠한 

기작을 거쳐 젖산 내성을 향상시키는지 실험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tRNAala의 aminoacylation assay를 통해 돌연변이가 alanyl-tRNA 

synthetase 효소 활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확인된다면 alanyl-tRNA 양의 증가 혹은 감소로 세포 내 proteom 

전체가 변했을 것이 예측되므로 mass spectrometry 등의 proteomics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Methylomonas sp. DH-1의 젖산 

내성에 관여하는 새로운 기작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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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천연 가스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바이오 가스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탄의 

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메탄을 탄소원으로 하는 박테리아인 메

탄자화균을 이용하여 메탄을 젖산 등의 고부가가치 산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산업적으

로 그 가치가 높을 것이다. 

메탄자화균의 일종인 Methylomonas sp. DH-1의 적응 진화를 유도하여 8.0 

g/L 젖산 내성을 갖도록 한 JHM80 균주와 이를 한층 더 진화하여 10.2 g/L 젖산 내성

을 갖도록 한 Ev 10.2 균주를 선행 연구에서 동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Ev 10.2의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alanyl-tRNA synthetase(AYM39_07155, alaRS)에 

C665A 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돌연변이를 이전 세대 적응 진

화 균주인 JHM80에 도입하자 10 g/L의 젖산 배지에서 생장하는 표현형을 갖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laRS C665A 돌연변이가 젖산 내성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야생형 균주인 Methylomonas sp. DH-1에 이 돌연변이를 도입하여 2 g/L 젖산 

배지에서 생장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laRS C665A 돌연변이가 JHM80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일반적인 젖산 내성 향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Ev 10.2에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TCC 

8293 유래의 젖산 탈수소 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를 도입하여 D형 젖산을 

생산하였다. 168 시간 배양 결과 0.70 g/L 생산, 4 mg/L h의 productivity를 관찰함으로

써 대조군인 JHM80 LDH 균주에 비해 1.4배 증가된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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