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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의한 단세포유지의 생산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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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shortage of edible fats and oils and depletion of fossil fuels in many countries, microbial lipids is
emerging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sources of fats and oils in the global market. Oleaginous microorganisms, also
called single cell oils (SCOs), can accumulate lipids more than 25% in the cell volume. Triacylglycerols are the major
storage lipids. SCOs offer several advantages for lipid production as follows: SCOs have short life span which would
shorten production time, cultivation conditions are not affected by climate and place; the production process is easy to
control. There are a number of oleaginous yeasts, molds, and microalgae. Furthermore, the lipid productivity of SCOs can
be enhanced through strain improvement and the optimization of cultivation conditions. The new strains developed using
recent advanced biotechnical methods showed greatly improved oleaginicity. Further, hydrolysates of lignocellulosic
materials can be used as carbon sources for economic production of 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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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류의 식생활과 식품산업에서 유지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

로 막중하다. 유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의 하나로서 각

종 생리기능을 가지며, 인류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용유지 원료의 생산이 미

국, 중국, 지중해 연안국, 남미, 동남아 등 몇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어 세계적인 유통이 원활치 않을 경우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동식물성 유지 이외 원료에

서 유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미생물을 이용한 유지,

즉 단세포유지(single cell oil, SCO)를 생산하여 동식물성 유지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1910년대 독일에서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다

(1). 그러나 그 동안 미생물을 이용한 유지생산은 저가의 동식물

성 유지 생산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없어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

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분자생물학과 발효공학의 발달로 미

생물 유지 생산 수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고도불포화지방산과 같

은 고가의 지방질 제품을 생산하는 상업적 기술이 개발되고, 바

이오디젤과 같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미생물을 이용한 유

지 생산에 관한 관심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2). 단세

포유지는 단세포단백질과는 달리 식용, 사료용 이외에도 공업용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선호도, 법적 규제 등

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소고

에서는 단세포유지를 생산하는 미생물과 그들이 생산하는 유지

의 종류, 유지의 생합성 및 축적 메커니즘, 유지 축적 제고 기술,

단세포유지의 이용과 경제성 등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전망에 관

하여 논하고자 한다.

단세포유지 생산 미생물

지방질(lipids)은 생명체의 필수 구성성분이므로 모든 미생물은

유지를 생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지방질을 포함하

여 균체의 약 10%를 지방질로 보유한다. 그러나 몇몇 미세조류,

효모, 곰팡이는 세포의 20-70% (건물 기준)를 유지로 보유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이용하면 단세포유지를 생산할 수 있다(3). 미생

물을 이용하여 유지를 생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데,

이는 미생물의 생애 주기가 짧으며, 생산 노동력이 절감되며, 생

산에 있어서 장소, 시간, 계절, 기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과

대형화가 용이한 점 등을 가지고 있어 단세포유지는 미래의 유

지자원으로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세포유지 생산에 적합한 미생물의 선별 기준으로는 균체 생

산량(cell mass production, g 균체/L 배지), 균체 생산수율(cell

mass yield, g 균체/g 당 소모량), 지방질 함량(lipid content, g 지

방질/g 균체), 지방질계수(lipid coefficient, g 지방질/g 당 소모량),

지방질 출력(lipid output, g 지방질/L 배지), 지방질 생산율(lipid

productivity, g lipid/L 배지/시간), 지방질 형성 비속도(specific rate

of lipid formation, g 지방질/시간/g 균체) 등이 사용된다.

효모

단세포유지 생산에 가장 널리 사용된 미생물은 효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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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occus curvatus, Lipomyces starkeyi, Rhodosporidium toru-

loides, Rhodotorula glutinis, Trichosporon fermentans, Yarrowia

lipolytica 등을 글리세롤, 포도당, 공장 폐수 등에서 배양하면 약

25-70%(건조균체 기준)의 트라이아실글리세롤(triacylglycerols, TAG)

이 주성분인 유지를 함유한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

의 주요 구성 지방산은 미리스트산(C14:0, myristic acid), 팔미트

산(C16:0, palmitic acid), 스테아르산(C18:0, stearic acid), 올레산

(C18:1, oleic acid), 리놀레산(C18:2, linoleic acid), 알파리놀렌산

(C18:3, α-linolenic acid, ALA) 등으로서, 식물성 유지의 지방산

구성과 유사하다(4,5).

효모의 배양 조건은 단세포유지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C/N 비율(탄소원/질소원 비율, C/N ratio), 질소원, 온도, pH, 산소,

미량원소와 무기질의 농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C/N 비율이 25

에서 70으로 증가하면 유지 함량은 18%에서 46%로 증가하며,

무기질소원은 효모의 증식에는 적당하나 유지의 축적에는 유기

질소원이 유리하다(6,7). 미량 원소도 균의 생육과 유지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Mg2+, Zn2+, Mn2+, Cu2+, Ca2+ 등이 주요 원소가

된다(8). 효모의 연속 배양 시 균의 비생장율(specific growth rate)

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균의 생육 및 유지 형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일반적으로 용존 산소 농도는 유지 축

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0,11).

단세포유지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는 저렴한 탄소원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효모

는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하나,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마노스,

글리세롤, 농산 폐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12). 향후 바이오디

젤 생산이 활발해지면 부산물로 생산되는 글리세롤을 이용하는

균주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13). 최근에는 셀룰로스의 가

수분해물을 활용하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 가수분해물은

아세트산, 폼산, 퍼퓨랄 같은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독성물질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4).

곰팡이

유지 생산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지는 TAG보다는 DHA, EPA,

ARA, GLA 등과 같은 고도불포화지방산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

은 체내에서 독특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물

질로 각광받고 있다(5). 고도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acid,

PUFA)을 생산하는 주요 곰팡이는 Cunninghamella 속, Mortierella

속, Mucor 속, Rhizopus 속, Thamnidium 속, Conidiobolus 속,

Saprolegnia 속, Blastocladiella 속, Pythium 속, Thraustochytrium

속, Schyzochytrium 속 균 등으로서 이들을 감자 녹말 폐수, 자일

로스, 포도당,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대 등에서 배양하면 약 19-

65% (건조균체 기준)의 유지를 함유한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다.

곰팡이가 생산하는 단세포유지는 일반적인 동식물성 유지의 구

성성분인 TAG보다 고가이며, 여러 가지 발효 기법이나 생물공학

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값 싼 원료로부터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이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PUFA보다 고농도 고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식물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대사로 인하여 유전자나

대사의 조절이 용이하며, 유지 추출 후에 탈지 균체는 단백질, 미

량 원소, 비타민, 산화방지제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15).

단세포유지 곰팡이는 액침발효(submerged fermentation)나 고체

발효(solid state fermentation)를 통하여 생산한다. 액침발효의 경

우, 발효, 균체 분리, 유지 추출 및 정제 공정을 거치는데 이 경

우도 탄소원의 가격이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5 kg의 탄

소원에서 약 1 kg의 TAG 유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적절한 발효

공정 조절을 통하여 PUFA 함량이 높은 유지를 생산할 수 있다

(16).

미세조류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autotrophic)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단세

포유지를 생산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탄소원으로서 무한대의 이

산화탄소와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이다. 단세포유지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제일 큰 요인이 탄소원과

에너지원의 가격인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

우 큰 이점이다. 독립영양균인 녹조식물문(Chlorophyta)의 Chlorella

ellipsoidea, Dunaliella sp., Neochloris oleabundans, Haematococ-

cus pluvialis, Tetraselmis chui 등은 약 12-56%의 유지를 함유하

며, 돌말강(Bacillariophyceae)의 Chaetoceros gracilis, Phaeodacty-

lum tricornutum, Skeletonema sp., Thalassiosira pseudonana, Ch.

calcitrans, Ch. muelleri, Nitzschia cf. pusilla 등은 약 11-60% (건

조균체 기준)의 유지를 생산하며, Isochrysis sp., Nannochloropsis

oculata, Nannochloropsis sp., Pavlova salina, Rhodomonas sp.,

T. weissflogii 등도 약 6-41%의 유지를 생산하다 한다. 또한 종속

영양 미세조류인 C. protothecoides, Crypthecodinium cohnii나 복

합영양균(phototrophic, mixotrophic, heterotrophic)인 C. vulgaris

등은 약 19-49%의 균체 유지를 생산한다(5,17,18).

미세조류는 균종의 차이 이외에도 배양 온도, 빛의 강도, pH,

염도, 무기질, 질소원 등의 영향을 받으며, TAG나 PUFA가 주성

분인 유지를 생산한다. 독립영양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여 단세

포유지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배양 중 내

내 빛을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빛의 강도는 일시에

따라 변화가 많으므로 이를 보정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

재 독립영양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에는 raceway ponds 방식과

tubular photobiorector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Raceway ponds 방

식은 넓고 개방된 수조에서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 방식과 유사하나 운영비가 적게 든다(Fig. 1)(19). Tubular

photobioreactor 방식은 폐쇄형 배양기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된

장치로써 물, 에너지, 영양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배양 조건 조

절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율의 유지를 얻을 수 있다(Fig. 2)(19).

독립영양 미세조류인 C. potothecoides는 배양조건을 바꾸거나 유

전자조작을 통하면 종속영양(heterotrophic) 미세조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저렴한 탄소원의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 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ypical raceway pond. A, sunlight;
B water, nutrient; C, paddle wheel; D, harvest; E,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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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세균이 생산하는 지방질의 다른 단세포유지와는 다른 성질을

갖는 복합 리포이드(complex lipoid)가 주요 성분이다. 대부분의

세균은 TAG 보다는 PUFA나 가지지방산이 포함된 지방질을 생

산한다. Gordonia 속균과 R. opacus 균은 특수한 조건에서 80%

의 유지 함량은 갖기도 하나 균체량은 1.88 g/L 밖에 안돼 단세

포유지로서의 이용성은 낮은 편이다(20).

세균의 지방산 생합성 유전자는 다른 균에 비하여 잘 알려져

있어서 유지 축적을 위한 유전자 변형, 대사공학 기술 등의 적용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재조합 대장균의 일종은 유가배양에서

지방산에스터를 1.28 g/L 정도를 생산하는데 비록 유지 생산수율

은 낮더라도 단세포유지 생산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사료

된다(21).

단세포유지의 지방질 생합성 및 축적 메커니즘

미생물 유지를 생산하는 경로는 드 노보 합성(de novo synthesis)

와 엑스 노보 합성(ex novo synthesis) 두 가지가 있다. 친수성 물

질로부터 유지 축적이 이루어지는 드 노보 합성과 소수성 물질

로부터 유지 축적이 이루어지는 둘 사이에는 생화학적인 수준에

서 차이가 있다.

드 노보 유지 생산은 배지 내에 질소원이 고갈된 후에 일어나

는 2차적 합성대사(anabolism)의 일종이다. 세포내 대사로 만들어

진 아세틸보조효소에이(acetyl-CoA)가 베타산화의 역순으로 된 대

사를 거처 지방산을 합성하는 것이다. 지방산은 글리세롤과 에스

터반응을 거쳐 저장 지방질(주로 TAG)과 구조 지방질(인지방질,

당지방질)로 합성된다. 드 노보 유지 생산에서는 포도당이 가장

널리 쓰이는 탄소원이나, 녹말, 펙틴, 젖당, 자일로스, 과당, 리그

노셀룰로스 가수분해물 등 다양한 탄소원이 사용되기도 한다. 탄

소원의 종류는 농도에 따라 균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축적되

는 지방질의 양적, 질적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22).

엑스 노보 유지 생산은 균의 생장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데 배

지 내 질소원 고갈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배지 내의 유

지류를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인데 동

물이나 식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작용을 통하여 고

부가가치를 갖는 PUFA를 생산하기도 한다. 균체 내로 들어 온

지방산은 크렙스 회로를 거쳐 균의 생장에 사용되거나 생물학적

변환을 통하여 균체 내에는 없었던 세포를 구성하는 새로운 지

방산이 만들어 진다(22). 저장 지방질 혹은 중성지방질을 생산하

는 경로는 지방산 합성을 거쳐 TAG 합성으로 이어진다.

지방산 합성

유지 생산 효모, 곰팡이, 미세조류는 공통적으로 포도당을 탄

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조류는 무기 탄소(이산화

탄소)와 유기 탄소(포도당, 아세트산 등)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수행하며 식물처럼 캘빈회로(Calvin cycle)

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 이산화탄소는 엽록소에서 글

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glyceraldehyde 3-phosphate, GAP)로 만

들어지며, GAP는 캘빈회로에서 나와 세포질로 옮겨진 후 해당

경로(glycolytic pathway)를 통하여 피루브산으로 만들어진 후, 피

루브산 수소제거효소(pyruvate dehydrogenase, PDH)에 의하여 아

세틸보조효소에이(acetyl-CoA)로 바뀌게 된다(Fig. 3)(23). 포도당

이 탄소원으로 사용되면 포도당은 세포질에서 해당작용을 거쳐

피루브산으로 변환된다. 그 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되어 피루브

산은 아세틸보조효소에이로 변환되고 옥살로아세테이트와 같이

농축되어 시트레이트를 형성한다. 미토콘드리아의 시트레이트 함

량이 충분히 높아지면 시트레이트는 세포질로 옮겨져 시트레이

트-피루브산 셔틀 경로를 거쳐 아세틸보조효소에이와 옥살로아세

테이트로 분해된다. 지방산의 탄소사슬 신장(elongation)은 주로

두 가지 효소, 즉 아세틸보조효소에이카복실효소(acetyl-CoA car-

boxylic enzyme, ACC)와 지방산합성효소(fatty acid synthase,

FAS)에 의하여 일어 난다. ACC는 아세틸보조효소에이를 이용하

여 말로닐보조효소에이를 생산한다. 말로닐보조효소에이가 일단

만들어지면 FAS 다중효소계의 하나인 말로닐보조효소에이:아세

틸전달단백질 아세틸전달효소(malonyl-CoA:ACP transacetylase,

MAT)에 의하여 말로닐아실운반단백질(malonyl-acyl-carrier protein,

malonyl-ACP)가 만들어 진다. FAS는 말로닐기를 아실운반단백질

(acyl-carrier protein, ACP)로 옮겨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팔미톨

레산, 올레산, 리놀레산 등과 같은 긴사슬 지방산을 만드는데 필

요한 탄소원으로 사용한다. 두 개씩의 탄소가 추가되는 각 사이

클은 β-ketoacyl-ACP synthase (KAS)에 의한 반응과 malonyl-ACP

를 아실 수용체로 하는 축합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Fig. 3. Carbon capture and lipid biosynthesis pathway in
autotrophic and heterotrophic oleaginous microorganis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ypical tubular photobioreactor. A,
sunlight; B, exhaust; C, exhaust; D, water, nutrient; E, coolant; F, air,
CO

2
; G, pump; H, harvest; I, solar tub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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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yl-ACP thioesterase (FAT)가 아실 사슬을 잘라내고 지방산을 유

리시킨다.

트라이아실글리세롤 합성

진핵 미생물에서의 TAG 합성은 미토콘드리아나 세포질 그물

에 있는 색소체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원핵 미생물에서는 세포질

에서 일어난다. TAG 생합성은 글리세롤-3-인산(glycerol-3-phos-

phate, G3P) 경로로도 불리는 케네디경로(Kennedy pathway)를 통

하여 일어나는데, 간 TAG의 90% 이상은 이 경로를 통하여 만들

어 진다(Fig. 3)(12,24,25).

TAG 합성의 첫 단계는 G3P와 아실보조효소에이(acyl-CoA)가

acyl-CoA:glycerol-sn-3-phosphate acyl-transferase (GPAT)에 의한

아실화로 리소포스파티데이트(lysophosphatidate, LPA)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GPAT는 TAG 합성에서 제일 낮은 비활성

(specific activity)을 가지며 전체 반응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PA는 다른 아실보조호소에이와 함께

리소포스파티데이트 아실기 전달효소(lysophosphatidate acyl-trans-

ferase, LPAT) 작용에 의하여 농축되며 포스파티데이트(phosphati-

date, PA)를 생성한다. PA는 포스파티드산 인산가수분해효소

(phosphatidic acid phosphatase, PAP)에 의하여 탈인화되며 다이아

실글리세롤(diacylglycerol, DAG)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실보조효소에이가 acyl-CoA:diacylglycerol acyl-transferase (DGAT)

의 작용으로 DAG에 들어가면서 TAG가 생성된다. DGAT는 이

경로의 중요한 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 글리세라이드나 글리세

로포스파티드(glycerophosphatide)를 합성하는 케네디 경로에서

DAG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GAT를 overexpression 시키

면 인지방질을 형성하는 것 보다는 DAG를 TAG로 더 많이 생

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효모 내에서 PA의 드 노보 생성은 G3P 경로나 다이하이드록

시아세톤인산(dihydroxyacetone phosphate, DHAP) 경로를 거쳐 일

어난다. G3P 경로는 박테리아나 진핵 균주에서 일어나며, DHAP

경로는 효모나 포유류 세포에서만 발견된다. DHAP는 sn-1 위치

에서 DHAP acyltransferase (DHAPAT)에 의해서 아실화되고, 생

성물인 1-acyl-DHAP는 1-acyl-DHAP 환원효소에 의해서 환원되

어 LPA를 생성하고, LPA는 LPAT에 의해서 PA로 변환된다.

미생물의 PUFA는 포도당으로부터 드 노보 합성에 의하여 생

성된 지방산이나 외부로부터 들어 온 지방산을 효소적으로 신장

시키거나 불포화시킴으로써 생성된다. 또한 지방산의 생물학적

수소첨가나(포화) 부분적 혹은 전체 분해대사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단세포유지 미생물이 생산하는 유지

트라이아실글리세롤

효모와 미세조류는 저장 지방질로서 TAG와 다이아실글리세롤

(diacylglycerols, DAG)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저장 지방질

은 식물성 유지와 지방산 조성이 유사하여 식용이나 사료용 유

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료를 찾는 세계적인 추세에 힘 입어 바이오디젤(biodiesel)

원료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26).

일부 효모는 균체 생산량이 높고 지방질 함량이 높아 단세포

유지로 이용되는데, C. curvatus (예전의 Apiotrichum curvatum 또

는 Candida curvata)는 균체의 60%를 지방질로 함유한다(27). 또

한 이 효모를 충분한 양의 질소원과 글리세롤을 탄소원으로 배

양하면 118 g/L의 균체와 25%의 지방질 함량을 얻을 수 있다. R.

toruloides를 질소 제한조건에서 배양하면 100 g/L의 균체와 75%

의 균체 지방질 함량을 얻을 수 있다(28).

일반적으로 효모 내의 축적은 배지 내에 질소원이 고갈되고 탄

소원이 충분히 많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C. terricola는 예외적으

로 질소원이 고갈되기 이전 대수성장기에 TAG를 축적하는데, 이

는 빠른 성장과 질소원이 풍부한 배지를 사용하여 SCO를 생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29).

효모 세포 내 지방질의 지방산 조성은 효모의 종류, 생장 시기,

환경 요건, 기질과 배지의 조성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효모

중성지방질의 80-90%는 TAG로 이루어져 있으며 탄소수 14-20개

사이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결합되어 있다. 가장 보편적인 지방

산은 탄소수 16개 혹은 18개의 포화 또는 불포화지방산으로서,

올레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이 주요 지방산이다(27-31).

대부분의 단세포유지 효모는 질소원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단

백질 합성이 일어나며, 유지 축적은 탄소원이 많이 있을 때 일어

난다. 로그성장기에는 리놀레산이 다량 존재하난 정지상에 들어

가면 감소하면서 스테아르산이나 올레산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9 불포화효소의 작용으로 스테아르산이 올레산으로 바뀌기도 한

다(32,33). 단세포유지 효모의 주요 지방산은 팔미트산, 스테아르

산, 올레산, 리놀레산이며, 리그노세르산(C24:0, lignoceric acid),

팔미트올레산(C16:1 ω7, palmitolieic acid), 베헨산(C22:0, behenic

acid), 미리스트산, 알파리놀렌산, 아라키드산(C20:0, arachidic acid)

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다른 지방산들은 미량으로 존재한다.

지방산 조성은 균종보다는 균속, 배양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

화한다.

감마리놀렌산(γ-linolenic acid, GLA)

단세포유지 곰팡이를 이용한 고부가가가치 지방질의 생산은 접

합균강(Zygomycetes)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들이 생산하

는 PUFA는 지방질 TAG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15,34). 미세조류

도 ω-3계 PUFA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몇몇 회사들이

곰팡이와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PUFA의 상업적인 생산을 하고 있

다. 단세포유지 PUFA 연구는 GLA에 대하여 처음 이루어졌다.

미생물에 의해서 사상균 곰팡이의 일종인 Zygomycetes는 많은 양

의 지방질을 축적하기는 하지만 GLA(all-cis-6,9,12-octadecatrienoic

acid, ω6 C18:3)의 농도는 낮다. GLA 생산에 가장 적합한 균은

Mucorales 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균체의 약 4%를 GLA로 생산

하다. 유지 함량은 건조균체의 20% 가량이며 GLA 함량은 지방

질의 20-25% 정도이다. 다른 GLA 생산 균주는 미세조류인

Spirulina platensis인데 Zygomycetes 만큼 GLA 함량이 높지는 않

으나 몇몇 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35).

최초의 상업적 대규모 생산은 1985년 영국에서 M. circinelloides

(M. javanicus)를 사용하여 시작되었다. 200 kL 배양기에서 배양하

여 균체의 약 20%를 유지로 생산하였고, 유지의 18%가 GLA였

다(36). 추출과 정제를 거치면 순도 98%의 TAG를 얻었는데, 함

유된 GLA의 양은 기존의 달맞이꽃 유지의 함량보다 두 배가 높

았다. 일본에서는 Mortierella와 Mucor를 이용하여 이단계 연속배

양(two-stage continuous fermentor system)을 하였다. Mo. isabel-

lina를 배양하여 83 g lipid/L의 유지를 얻었는데 이중 4.5%가 GLA

로서 부피당 수율은 3.4 g GLA/L이었다(37). 이외에도 Mo. raman-

niana (5.5 g GLA/L), M. mucedo, Cunninghamella echinulata 등

도 이용되고 있다.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 석유화학

부산물인 모노카복실산(monocarboxylic acids)을 이용하거나(38),

M. ambiguus를 다공성 물질에 고정화하여 키우거나(39),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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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물질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M.

circinelloides는 GLA와 코코아 버터 대응물(cocoa butter equiva-

lents)을 생산하며(40), Rhizopus arrhizus는 탄수화물을 세포 외

L(+)-젖산으로 변환하면서 균체에는 GLA를 축적하기도 한다(41).

고체표면발효 방법도 GLA 생산에 이용되는데, Mo. isabellina와

Cunninghamella japonica는 높은 GLA 생산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42).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 ARA)

ARA (all-cis-5,8,11,14-eicosatetraenoic acid, ω3 C20:4)를 산업

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균주는 주로 Mortierella 속 균이다(43,44).

이 균의 배양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ARA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

어 30-70% ARA를 생산하는데 이 중 90%는 TAG에 결합하고

있다. 균체를 수확하여 저온에서 저장하거나 6일 정도 상온에서

저장하면 ARA 함량을 거의 2배로 올릴 수 있다. 이는 온도를 낮

출 경우 균주가 낮은 온도에 적응하기 위하여 세포막의 유동성

을 유지하고자 인지방질의 ARA 함량을 높이기 때문이다.

Mo. alpina를 배양할 때 망간 이온은 ARA의 함성을 촉진하나

철 이온농도가 40 mg/L 이상이면 ARA의 합성을 방해하게 된다

(45). Mo. alpina를 최적 조건에서 배양하면 단위 배양액 부피당

13 g/L (220 mg/g 건조균체)의 ARA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미

세조류 Porphyridium cruenturn의 생산 수율보다 높은 것이다(46).

또한 이 균주를 기장 배지에서 고체 발효 시키면 건조 균체 1 g

당 57.4 mg의 ARA를 얻을 수 있으며, 감자와 포도당 페이스트

를 사용하면 11.8 mg/g을 얻을 수 있다(47,48). Mortierella 건조

균체에서 ARA를 추출하여 정제하는 공정은 일반 유지류의 공정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49,50).

다이호모감마리놀렌산(dihomo-γ-linolenic acid, DGLA)

ARA를 생합성하는 대부분의 곰팡이들은 적은 양의 DGLA(all-

cis-8,11,14-eicosatrienoic acid, ω3 C20:3)도 동시에 생산하는데,

ARA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DGLA를 생산한다(44). 그

이유는 ARA가 DGLA에 ∆-5 불포화효소가 작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면 많은 양의 DGLA

를 생산할 수 있다. Mortierella alpina 배지에 참기름(3% 정도)과

같은 효소 억제제를 첨가하면 DGLA를 1.7-2.6 g/L 정도 얻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경우, ARA의 생산은 0.7 g/L에 그치는데, 참

기름의 세사민이 효소 저해작용을 하기 때문이다(51,52). 땅콩기

름을 사용하면 DGLA를 1.9 g/L 정도로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법

은 ∆5 불포화효소가 없는 균주를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인데, 재

조합 Mo. alpina는 4.1 g/L의 DGLA (지방질의 42%)를 생산하기

도 한다(53).

에이코사펜타엔산(eicosapentaenoic acid, EPA)

ARA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곰팡이들, 특별히 Mortierella속 균

들은 저온에서 배양 시 상당한 양의 EPA (all-cis-5,8,11,14,17-

icosapentaenoic acid, ω3 C20:5)를 생성한다. 이는 ARA를 EPA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17 불포화효소가 저온에서 활성화되기 때문

인데, 저온에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 지방

산의 불포화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54-57).

Mo. elongata를 배양하면 0.6 g/L (지방질의 15.1%)의 EPA를 얻

을 수 있는데(56), Mo. alpina 배지에 ALA를 첨가하여 배양하면

1.35 g/L의 EPA를 얻을 수 있다(55). ALA가 EPA로 변환되는 것

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점은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에 유리하다. 그러나 배양온도도

낮추고 ALA도 동시에 첨가하면 EPA 수율을 1.9 g/L까지 올릴 수

있다(55). 배지에 첨가된 지방질을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ARA를

생산하는 방법은 고체상발효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 Mo. alpina

를 아마인기름(ALA 함량 57%)이 첨가된 보리에서 배양하면 23.4

mg/g 발효체(유지 내 EPA 함량 17.8%)의 EPA와 36.3 mg/g 발효

체(유지 내 ARA 함량 27.6%)의 ARA를 얻을 수 있다. 발효균체

를 10oC에서 7일간 저장하면 ω-6/ω-3 지방산의 비율을 0.9에서

1.1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PUFA/포화지방산의 비율도 6.0에서

7.8로 증가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균사체 지방질의 경우 ARA

함량이 EPA 함량보다 높은데, ARA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가

지므로 실제로는 EPA 함량이 높고 ARA 함량이 낮은 지방질이

용도가 높게 된다. 그러므로 ∆12 불포화효소가 결여되어 ω3, ω6

지방산을 합성할 수 없는 돌연변이 균주가 사용되고 있다(58). 왜

냐하면 다른 불포화효소와 신장효소(elongase)는 외부에서 첨가된

ALA를 효과적으로 EPA로 변환시켜 EPA/ARA 비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다. Saprolegnia 속 곰팡이 균은 낮은 배양온도에서 올

리브기름을 EPA로 변환시켜 EPA/AA 비율을 10.9로 만드는데,

균체의 2.3%를 EPA로 생산한다(59).

Mortierella나 Pythiurn(60,61)의 몇몇 균주가 지방산의 25%를

EPA로 생산하나, 한 미세조류는 지방산의 50%를 EPA로 생산하

여 산업적으로 이용되는데, 이 균은 다른 PUFA를 생산하지 않

아 정제에 유리한 점이 있다(62). 해양 세균인 Shewanella putre-

faciens는 균체의 15%를 지방질로 함유하며 지방질의 25-40%를

EPA로 함유하나, 모든 EPA가 세포막의 인지방질에 결합되어 있

어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63).

도코사헥사엔산과 도코사펜타엔산(docosahexaenoic and

docosapentaenoic acid, DHA와 DPA)

Thraustochytriurn aureum 같은 해양 곰팡이는 균체의 50%를

DHA (all-cis-4,7,10,13,16,19-docosahexaenoic acid, ω3 C22:6, cervonic

acid)로 생산한다(64,65). 그러나 이 균의 지방질 함량은 10-15%

이며 생장이 느리고 수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Schizochytrium

SR21 균은 배양 시 강력한 교반에도 잘 견디며 5일 배양 후에

는 15.5 g DHA/L를 얻을 수 있다(66). 이 균은 또한 ω6 DPA

(all-cis-4,7,10,13,16-docosapentaenoic acid, ω6 C22:5, osbond

acid)도 생산하는데, DHA와 DPA의 함량이 높고 다른 PUFA를

생산하지 않거나 적은 양만 생산하여 정제에도 유리하다.

다른 곰팡이나 미세조류, 저온 박테리아도 DHA를 생산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산 수율은 전술한 곰팡이의 경우보다 낮

다(65). 종속영양균인 해양 미세조류 Cr. cohnii는 균체의 25%와

지방질의 39%를 DHA로 합성하여 8 g/L의 수율을 보여 이 조류

를 직접 수산양식하는 어류의 먹이로 사용하기도 하다.

에이코사테트라엔산(eicosatetraenoic acid, ETA)

ETA (all-cis-5,8,11,14-eicosatetraenoic acid, ω6 C20:4)는 프로스

타글란딘의 전구체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66). ETA는 불포화효

소가 결여된 Mo. alpina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5 불포화

효소가 없는 돌연변이 균은 ALA가 들어 lT는 배지에서 지방질

의 26%를 ETA (1.6 g/L)로 생산하는데, 이 균은 통상적으로

DGLA도 같이 생산하므로 배양조건을 조절하여 DGLA의 생산을

억제하여야 한다(67). ∆5와 ∆12 불포화효소가 결여된 균을 ALA

배지에서 배양하면 2.3 g/L (지방질의 37%)의 ETA를 생산하면서

DGLA의 생산은 억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적은 양이지만 LT3 류코트라이엔의 전구체가 되는

매드산(mead acid), C13-Cl9 PUFA (이중결합 3-5개, ω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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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C20의 다양한 PUFA도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단세포유지

곰팡이의 지방질 축적과 고도불포화지방산의 축적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다(34).

단세포유지의 생산성 향상

단세포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생물의 배양 공정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최근 들어 많은

발전을 이룬 유전공학, 대사공학 기술 등을 사용하여 균주 자체

를 개량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배양공정의 최적화

단세포유지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배양 조건은 생산되는 지방

질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려

져 있다(1,68). 미생물의 생육 단계, 탄소원의 종류와 농도, 질소

원의 종류와 농도, 미량 영양소의 농도, 온도, pH, 용존 산소 농

도 등은 물론, C/N 비율, 질소원의 첨가 시기, 탄소원과 미량원

소의 비율 등도 영향을 미친다. 탄소원을 당화시킴과 동시에 발

효를 진행시키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69). 단세포유지를 생산

하는 미생물은 효모, 곰팡이, 미세조류, 세균 등이 있지만 유지

생합성과 축적 메커니즘은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

서는 효모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탄소원의 종류와 농도

모든 종속영양 단세포유지 생산 균주는 공통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하여 지방질을 생산할 수 있다. 단세포유지 생산의 경제성은

값이 싼 탄소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많

은 연구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특별히 지구 상에 다량 존

재하는 리그노셀룰로스(lignocellulose)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

하느냐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단세포유지 생산

효모는 리그노셀룰로스의 가수분해물의 삼투압에 잘 견디며 원

하는 지방질을 생산해 내는 균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70). SCO

생산에 이용도는 기질로는 타피오카 녹말, 옥수수 대, 옥수수 속

대, Populus euramevicana CV 잎, 볏짚, 사탕수수 찌꺼기 펄프,

고구마 덩굴, 밀짚 등의 가수분해물, 식품공장 폐수, 도시 폐수

등이 사용되며, 이들을 이용하는 균주로는 C. curvatus, C. humi-

cola, Geotrichum fermentans. Rs. toruloides, R. glutinis, R.

graminis, R. mucilaginosa, T. coremiiforme, T. cutaneum, T.

derma, Y. lipolytica 등이 있다(70).

높은 당 농도가 지방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효모의 종류

에 따라 다르다. 한 R. toruloides 균은 배지 내 포도당 농도 70

g/L까지는 유지 생산 수율이 증가하나, 그 이상에서는 균체와 지

방질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R. glacialis

균에서는 120 g/L까지는 균체와 지방질 생산이 증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Crabtree 양성 효모(호흡 결여)인 S. cerevisiae 나 Y.

lipolytica는 분해대사물 억압이 일어나나, Crabtree 음성 효모(호

흡 충분)인 R. glutinis, C. utilis, Pichia stipitis에서는 일어나지 않

는다. Crabtree 양성 효모는 고농도의 포도당 배지에서 지방질을

적게 생산하나, Crabtree 음성 효모는 지방질을 많이 생산한다. 많

은 단세포유지 생산 효모는 Crabtree 음성균이다. 몇몇 Candida

속 균과 C. magnus 균은 자일로스보다 포도당을 균체 생성에는

더 잘 이용하나, 유지 생산은 자일로스에서 균체의 60%를 지방

질로 축적하여 유지 생산 수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71-74).

단세포유지 생산 미생물은 자일로스, 글리세롤과 볏짚 등의 농

산부산물의 가수분해물을 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경우 균주는 가수분해물의 높은 농도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삼투압 내성(osmorality tolerance)을 가져야 한다.

한 R. toruloides 속 균은 포도당 농도가 70 g/L인 배지에서도 유

지를 축적할 수 있다(75). 리그노셀룰로스 분해물을 지방질로 전

환시키는 연구는 효모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효모는

셀룰로스 분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효모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처리를 거쳐 분해되어 유리당으로 만들어져야 효모가 이용할 수

있다(76). 그러나 이러한 분해물들은 효모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기산이나 퓨란 등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지에서 이들을 제거하거

나 이들 억제제(inhibitor)에 견디는 효모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

처리가 끝난 리그노셀룰로스 물질들은 가수분해를 거쳐 단당류

나 올리고당으로 변환되는데, 산업적으로는 셀룰로스가수분해효

소, 헤미셀룰로스가수분해효소, 펙틴사구분해효소, 리그닌가수분

해효소 등으로 이루어진 효소 복합물을 사용하여 가수분해하여

변환시킨다(76,77).

질소원의 종류와 농도

단세포유지 생산 효모의 종류에 따라 질소원이 총 지방질의 양

과 지방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폭 넓게 연구되어 왔다(6,78-80).

대부분의 효모는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 아스파라진, 글

루탐산을 질소원으로 잘 이용하나, Rs. toruloides(예전의 R. gra-

cilis)는 유기 질소원에서 배양하면 무기 질소원에서 배양할 때보

다 더 많은 지방질을 축적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 Rs.

toruloides 균주는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아스파라진(aspar-

agines), 효모추출물(yeast extract)을 질소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균

체의 생장과 유지 축적이 잘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균주는

urea에서 균체 생장과 유지 축적이 잘 일어났으며, 유지 생산은

ammonium sulfate 보다 염화암모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종의 균주라도 균주에 따라 각기 다른 영양 요구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C. terricola는 대수 성장기 이후에 과량의

질소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축적하기도하나(29), 일반

적으로 단세포유지 효모는 질소원이 고갈된 이후 과잉으로 존재

하는 탄소원을 유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

C/N 비율

단세포유지 효모의 경우 배지의 C/N 비율은 유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효모는 C/N 비율

이 증가하면 할수록 많은 유지를 축적하나, 어느 한계를 지나면

오히려 축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R. glutinis 균주

는 C/N 비율을 150에서 350으로 증가시키면 유지변환 수율이

0.25에서 0.4로 증가하나 그 이상에서는 균의 사멸이 일어났다

(24,81). 두 가지 이상의 탄소원이 있으면 유지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Y. lipolytica의 경우 포도당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사용할

경우 최적 C/N 비율은 35이나, 포도당과 글리세롤을 동시에 사

용하면 최적 비율은 180으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R. toruloides

균주는 C/N 비율을 증가시키면 균체 생성은 줄어드나 유지 함량

은 증가하여 전체적인 유지 생산 수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C/N 비율 140에서 최대 62.3%의 유지 함량을 보였다(75).

통기와 용존산소 농도

단세포유지를 생산하는 효모는 강력한 통기 하에서 유지 축적

이 증가된다(82). 단세포유지 생산량은 미생물의 균체량과 유지

함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Rs. toruloides의 경우 통기량을 증가시

키면 생육속도는 증가하나 세포 내 유지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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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통기량의 증가에 따른 치종 유지 생산수

율은 약 0.012 g lipid/g 건조균체/h로 보고되었다(4). 또한 R.

toruloides의 일회식 배양에서는 배지에서 질소원이 고갈된 직후

에는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80). 산소 요구량과 유지 생산수율은 효모균의 종류에 따라 달

라지므로 각 균주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구하여야 한다.

pH

단세포유지의 상업적인 생산에서는 pH (산도) 조절도 중요한

조절 인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pH 변화나 배지의 산성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균주의 선택이 유리하다. 효모와 박테리아 혼

합된 미생물군에서 효모를 선택적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산성

YM 배지(pH 3.9)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83). 산업적으로

산성 배지는 박테리아의 생육을 저해하지만 유지 생산 효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0). 실제로 R. toruloides의

총 유지 생산성은 pH 3-6 사이에서 배양 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84).

배양온도

단세포유지 효모의 배양온도를 25oC에서 10oC로 낮출 경우 Y.

lipolytica와 저온균인 Cd. scottii의 총 유지 생산 수율과 인지방질

의 생산은 증가하는 동시에 유지의 불포화도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 효모인 Cd. utilis와 S. cerevisiae 에서도 관찰

되었다. 그러나 낮은 온도에서 배양하는 방법은 높은 냉각 비용

으로 인하여 산업적인 생산에 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85,86).

배양방법

단세포유지 효모를 효율적으로 고농도 배양하기 위하여 유가

배양(fed-batch culture)과 연속배양(continuous culture) 방법 등이

사용된다. R. glutinis를 질소제한 조건에서 연속배양하면 비생장

율(specific growth rate)이 증가하면 할수록 비지방질의 생산 수율

(specific lipid production rate)은 감소하였지만, 탄소제한 조건에서

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조건에서 비생장율이 증감하면 총지

방질의 불포화도는 증가하였다(9). 또한 비생장율이 증가하면 탄

소원, 질소원, 산소의 비흡수율(specific uptake rate)은 모두 증가

하였다(10).

Cd. curvata D를 포도당과 자일로스를 사용하여 연속배양하면

0.16과 0.27 g/L/h의 지방질을 각각 얻었으며, 14 g/L의 균체를 얻

을 수 있다. Apiotrichum curvatum을 포도당을 사용하여 배양할

경우 0.42 g/L/h의 지방질을 얻는데 균체의 지방질 함량은 31.9%

(w/w)였다. R. glutinis를 산소가 강화된 공기를 사용하여 84시간

유가배양할 경우 185 g/L의 균체를 얻을 수 있으며(87), L. starkeyi

경우에는 140시간 유가배양할 경우 지방질 함량 54% (w/w)의 균

체 153 g/L을 얻을 수 있다(88).

배양방법을 달리하여 얻은 단세포유지 효모의 주요 지방산은

올레산, 팔미트산, 리놀레산, 스테아르산 등으로서 식물성 유지의

지방산 조성과 유사하였다(89).

기타 요인

탄소원과 질소원 이외의 배지 구성성분도 단세포유지 효모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S. cerevisiae 배양 시 인 성분을 제한하

면 트리아실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82). Cd.

albicans 배양 시 염화소듐의 함량을 10%로 증가시키면 지방질의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82).

유전자변형과 대사공학을 이용한 균주의 개선

최근 유전공학과 대사공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단세포유지

생산 미생물의 유전자 기능을 변형시켜 미생물의 지방질 축적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산 생합성 관여 효소의 overexpression,

TAG 생합성 관여 효소의 overexpression, TAG 생합성 by-pass 경

로 관여 효소의 조절, 지방질 합성과 경쟁하는 대사에 관련된 효

소의 down-regulation, multi-gene 형질전환에의 접근 등이 방법이

다. 지방산과 TAG 합성에 관련하여 overexpression되거나 knockout

된 유전자는 매우 다양하다(5,90).

지방산 합성 강화

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는 acetyl-CoA carboxylase

(ACC), glycerol-sn-3-phosphate acyl-transferase (GPAT), diacylg-

lycerol acyltransferase (DGAT),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GPDH), acetyl-CoA synthetase (ACS), ATP:citrate lyase (ACL),

malic enzyme (ME), glycerol-3-phosphate deshydrogenase (G3PDH)

등이다(5,22-25). 단세포유지 곰팡이인 M. rouxii나 일반 효모인

Hansenula polymorphac의 ACC1 효소를 heterologous expression

시키면 총지방산 함량을 40% 증가시킬 수 있다(91). 대장균 ACC

와 thioesterase를 동시 발현시키면(coexpression) 지방산 합성 속도

를 6배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ACC가 관여하는

단계가 지방질 생합성의 속도조절 단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2).

TAG 합성 강화

GPAT는 Kennedy 경로를 거쳐 라이소포스파데이트를 합성하므

로 TAG를 합성하는 첫 반응에 관여한다. 또한 DGAT1을 조작한

S. cerevisiae 균주의 TAG 생합성은 50% 증가한 반면, DGAT2를

조작한 균주에서는 TAG 생합성이 50% 감소하였다(93). DGAT는

TAG 합성의 마지막 단계를 조절한다. 아라비돕시스의 DGAT를

효모에 형질전환(transformation) 시키면 DGAT의 활성이 200-600

배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3-9배의 TAG 합성을 가져온다(94).

By-pass 경로 조절

ACS, ACL, ME와 같은 효소는 지방질 대사에 직접 관여하지

는 않지만 지방질 합성에 필요한 대사물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질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95). 대장균에서 ACS를 over-expres-

sion 시키면 포도당대사 중 아세트산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그러나 아세트산이 유일한 탄소원일 경우에는 아세트산의 합성

대사를 강화한다. ACS의 활성이 증가하면 아세트산을 아세틸보

조효소에이로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지방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예로서 대장균에서 ACS 유전자를 over-expression 시키면

ACS의 활성이 9배 정도 증가한다. 지방질 대사에 있어서 ME는

지방산합성효소(fatty acid synthase, FAS)와 불포화효소(desaturases)

의 작용을 NADPH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96). 대장균에서 ME

를 over-expression 시켜 NADPH의 양이 증가하거나 배지에 말산

(malic acid)을 첨가하면 세포 내 지방질의 함량이 4배 증가하였

다(97). ACL은 시트르산(citric acid)을 아세틸보조효소에이와 옥

살로아세트산으로 변환시키는데, 단세포유지 효모와 곰팡이, 포

유동물의 지방산 축적에서 주요효소로써 작용한다. ACL이 강화

된 Aspergillus oryzae의 지방산과 TAG 생산성은 각각 1.7배, 1.9

배 증가하였다(98).

지방산과 TAG의 생합성 및 by-pass 경로에 관여하는 효소의

유전자는 ACC, ACC1, ACL, Antisense PEPC, DGAT,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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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D (MAT), FAT, GPAT, GPD1 (GPDH), KAS III, ME,

SLC1-1 (LPAT), ∆AGPase, ∆DAGPase, ∆GPD1 (GPDH), ∆GPD1,

ACS, ∆GUT2 (GPDH), ∆LRO1 (PDAT), ∆ME, ∆TGL3, ∆TGL4

(TAG lipases) 등이 있다(5).

유전자 공여종(source species)은 Acinetobacter calcoaceticus (식

물), M. rouxii (곰팡이), Agrobacterium tumefaciens (세균), Ana-

baena sp. (미세조류), Arabidopsis (plant), A. nidulans (곰팡이),

A. oryzae (곰팡이), Chlamydomonas (미세조류), Chlamydomonas

reinhardtii (미세조류), Diploknema Butyracea (식물), Escherichia

coli (세균), Jatropha curcas (식물), Mo. alpine (곰팡이), M. cir-

cinelloides (곰팡이), Ricinus communis (식물), safflower (식물),

Spinacia oleracea (식물), Streptomyces avermitilis (세균), Strepto-

myces coelicolor (세균), Umbellularia californica (식물), Y. lipolyt-

ica (효모) 등이며, 수혜종(receiver species)은 Arabidopsis (식물),

A. nidulans (곰팡이), A. oryzae (곰팡이), Brassica napus (식물),

Chlamydomonas (미세조류), Chlamydomonas reinhardtii (미세조류),

E. coli (세균), Hansenula polymorpha (효모), M. circinelloides

(곰팡이), Nicotiana tabacum (식물), rapeseed, Arabidopsis (식물),

Y. lipolytica (효모) 등인데,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균주는 기존의

균주에 비하여 약 40%내지 10배의 유지 생산 능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5).

지방산 및 TAG 분해 억제

지방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다른 방법에는 지방질 합성과 경쟁

하는 다른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를 down-regulation 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산을 분해하는 베타 산화(β-oxidation)에 관련된 효소를

저해하거나(99,100), 포스파티드산를 DAG로 변환하는 대신 CDP-

diacylglycerol로 변환시켜 인지방질 합성하는 경로에 관여된 효소

를 억제하거나(101,102), 녹말의 생합성을 저해하거나(103), TAG

분해효소인 트라이아실글리세롤라이페이스(triacylglycerol lipase,

TGL)의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104) 등이 있다.

Multi-gene 동시 조절

TAG 합성에 관여하는 두 개 이상의 효소에 관련된 유전자를

동시에 overexpression 시키는 multi-gene approach 방법도 단세포

유지 미생물의 지방질 생성에 기여한다(105,106). 대상 유전자는

ACC, thioesterase, ∆fadD (acyl-CoA synthetase); ACP, KAS, FAT;

ACC1, DGAT1; POX1-6 (AOXs), MFE1, GPD1, ∆GUT2 등이

다(5). 유전자 공여종은 E. coli (세균), H. pluvialis (미세조류), Y.

lipolytica (효모) 등이며, 수혜종은 E. coli (세균), H. pluvialis (미

세조류), Y. lipolytica (효모) 등이고, 유지 생산 능력이 약 5-20배

로 증가하였다(5).

미세조류인 H. pluvialis의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

에는 ACP, KAS, FAT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발현과 지방산

합성 사이에는 직선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단세포유지 효모인 Y.

lipolytica에서 ACC1과 DGA1을 동시에 발현시켰더니 지방질 함

량이 41.4% 증가하는 상승효과를 보였다(107). 또한 ∆gut 돌연변

이 Y. lipolytica 균주의 POX1-6 (6개의 acyl-coenzyme A oxi-

dase, AOX)를 삭제하였더니 지방질 함양이 4배 증가하였다(81).

Y. lipolytica 균주의 ∆6, ∆12 불포화효소의 유전자를 동시발현 시

켰더니 감마리놀렌산의 생성이 현저히 증가되었다(108).

요 약

단세포유지 생산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효모, 곰팡이, 미세조류

등이다. 단세포유지의 생산 효율은 배지의 조성을 조절하여 영양

공급을 최적화하거나, 배양 조건을 조절하거나, 최신의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균주를 개량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단세포

유지를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값이 싼 탄소원을 확

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구 상에 풍부한 섬유질 자

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미세조류는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탄소원으로 이용하므로 탄소원의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단세포유지 생산 미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

나 대사공학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은 균주의 생산성을 획기적으

로 높이기도 한다. 단세포유지는 그 동안 식품, 사료, 의약품 등

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바이오디젤(biodiesel)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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