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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은 원료에 따라 당질계와 목질계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대부분의 당
질계는 식품원료로 이용되는 반면 목질계의 경우 목재 원료나 제지 공업 등의 이용
에 한정적이다. 당질계 탄수화물의 생산에 있어 부수적으로 배출되는 농산폐기물과
이용가치가 무한한 목질계 원료는 처리방법에 따라 포도당,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등
다양한 단당류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소재의 생물공학적 생
산기술은 부족한 국내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질계 유래의 자일로스와 포도당으로부터 기능성
소재인 라이보스(D-ribose)와 코넨자임큐텐(coenzyme Q10, CoQ10)을 생물공학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라이보스는 탄소 5개를 가지고 있는 aldose 오탄당으로 자연계에서 핵산,
NAD(P), 비타민B12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라이보스는 그 자체로 근육수축이완 작용
이 있어 보조식품으로 판매되며, 전통적으로 inosine monophosphate와 riboflavin의
합성원료로 이용된다. RNA를 분리/분해하는 효소적 방법과 단당류의 치환/산화환원/
알킬화 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라이보스를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많은 부
산물과 비효율성으로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어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대부분의 경우

오탄당 대사과정의 필수효소인 트랜스케톨레이즈(transketolase, Tkt)가 제거된 균체
이었으며, 소량의 라이보스 또는 이성질체인 리불로스를 축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사공학, 유전공학, 발효공학을 이용하여 tkt 유전자가 제거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변이주를 제조하고 자일로스로부터 라이보스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효공정을 개발·분석하고자 한다. 바실러스의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tkt 유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 tkt 유전자의 5’과 3’ 편절을 함유하고 변이주를 선별하기 위
해 두 유전자의 사이에 항생제내성 유전자를 포함하는 벡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형질전환된, 염색체상의 tkt 유전자가 유실된 바실러스를 선별하고 이를
JY200이라 명칭하였다. JY200의 라이보스 생산 유무에 대해 자일로스와 포도당을 탄
소원으로 한 배양액을 HPLC, LC-MS, TLC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라이보스의 생산
을 확인하였다. JY200의 균체성장, 포도당과 자일로스의 소모, 라이보스의 생산 경향
을 확인하기 위해 5g/L의 포도당과 5g/L의 자일로스가 포함된 복합배지를 이용한 회
분식 배양을 실시하였다. 포도당의 소모로 JY200의 성장이 이루어져 약 2.7g/L의 건
조균체량을 얻었다. 포도당의 고갈 이후 소량의 자일로스가 소모되어 0.25g/L의 라
이보스가 생산되었지만, 산소소모속도와 이산화탄소배출속도의 급격한 감소로 보아
더 이상의 대사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tkt 유전자의 제거에 따라 오탄당 대사
단계를 통한 자일로스의 ATP와 NAD(P)H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일로
스를 라이보스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자일로스 외에 포도당과 같은 보
조탄소원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포도당이 모두 소모된 이후에 추가
적으로 포도당을 주입하는 유가식 배양을 시행하였다. 초기 11g/L 자일로스와 5g/L
포도당을 첨가하여 JY200을 배양한 이후에 포도당이 모두 소모된 시점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배양기에 주입하여 낮은 수준으로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유
가식 배양으로 10g/L의 라이보스 농도와 0.29g/L-hr의 라이보스 생산성을 얻었다.
이론적으로 JY200 균주는 자일로스에서 라이보스를 100%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생
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일로스의 소모속도, 곧 자일로스의 세포 내 이송속도
가 중요인자일 것이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자일로스를 active transport나
facilitated diffusion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이송하기 때문에 세포 외 자일로스 농도에
대해서 Michaelis-Menten 속도식을 따른다. 곧, 라이보스의 흐름속도(flux)와 자일로
스의 흐름속도는 수식(1)과 (2)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양한 자일로스 농도의 유가

식 배양과정에서 세포농도가 유지되고 당 대사속도가 일정한 가정상상태(pseudo
steady-state)에서 얻은 라이보스와 자일로스 흐름속도를 이용하여 수식(1)과 (2)의
상수 및 최대 라이보스 흐름속도를 예측하였다. 자일로스에 대한 Km 값은 0.29M을
얻었고 라이보스의 최대흐름속도는 0.35g/g-hr을 얻었다. 다른 미생물에서 조사한
자일로스의 Km 값은 0.2x10-3mM (E. coli) ~ 40mM (Zymononas mobilis)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JY200의 수치보다 최소 7배 이상 낮았다. 곧, 자
일로스 이송은 라이보스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속도조절인자(rate-limiting factor) 중
의 하나이며 효과적인 라이보스 생산을 위해서는 자일로스를 특이적/효과적으로 이
송할 수 있는 전달체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CoQ10은 전자전달계의 필수적인 소수성 화합물로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
고 항산화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의 산소공급을 증대시키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현
재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 분야에 각광 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이다. 다양한 코엔
자임Q 중에서 CoQ10 만이 인간에게 생리활성을 보이며 인간세포를 포함한 소수의
미생물에서 CoQ10을 생합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사공학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CoQ10 생합성에 필수효소인 decaprenyl diphosphate synthase (DPS) 유전자가 도입
된 재조합 대장균을 제조하고 포도당을 이용하여 CoQ10을 생산하는 공정을 최적화하
고자 한다. Gluconobacter suboxydans 유래의 dps 유전자의 발현량을 달리한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copy number가 다른 벡터와 항시적 발현 프로모터를 이용하
였다. Dps 유전자를 발현하는 벡터로 형질전환된 재조합 대장균 중에서 dps를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BL21/pACDdsA와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BL21/pYCDdsA를 선
별하였다. 두 재조합 대장균의 CoQ10 생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도당을 이용한 발
효액을 HPLC와 L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모두 CoQ10과 일치하는
retention time과 m/z 값을 보였다. HPLC 분석에서는 CoA10/CoQs의 비율값이
BL21/pACDdsA의 경우 53%, BL21/pYCDdsA의 경우 10%를 보여 낮은 수준으로

dps 유전자를 발현하는 시스템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시스템보다 우수하였다.
이후 BL21/pACDdsA 시스템을 이용하여 CoQ10을 생산하는 발효공정을 개발하였다.
고농도의 세포와 CoQ10 양을 얻기 위해, 제한배지에 포도당을 탄소원으로 하는 유가
식 배양을 실시하였다. 초기에 첨가한 20g/L의 포도당이 모두 소모된 10시간 이후부
터 고농도의 포도당을 pH-stat 기법으로 주입을 하였다. 40시간의 유가식 배양에서

103g/L의 건조균체량과 25.5g/L의 CoQ10 농도, 0.67mg/L-hr의 CoQ10 생산성을 최
종적으로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회분식 배양과 비교할 경우 농도에서는 26배와
생산성에서는 7배가 증가된 결과이다. 발효기 내의 용존산소량에 대한 세포호흡능력
의 유지는 고농도의 세포배양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용존산소량과 CoQ10
의 생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고농도 발효 중 용존산소량의 감소는 CoQ10 생산속
도의 감소를 가져왔다. 곧 용존산소량은 고농도 세포성장뿐만 아니라 CoQ10 생산성
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목질계 탄수화물의 주원료인 자일로스와 포도당을 이용하여 고부가가
치 식품소재 중 라이보스와 CoQ10을 대사공학·유전공학·최적화 기법을 포함하는 생
물공학 기법으로 생산하는 연구과정을 소개하였다. 현재 목질계 탄수화물은 식품소재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의약제품의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산물로는 에탄올, 젖
산, 1,3-butanediol, 자일리톨,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있고 향후 그 숫자는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와 같은 산물은 미래의 환경친화적 소재로 널리 이용될 것
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목질계 탄수화물의 이용증대와 생물공학을 이용한
소재생산 기술의 다변화,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식(1) ,

식(2)

qR, 라이보스 흐름속도; YR/X, 생산효율; vX, 자일로스 흐름속도; vX·MAX, 최대 자일로스
흐름속도; CXE, 세포 외 자일로스 농도; KM, 자일로스 이송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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