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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duce succinic acid from biomass by developing mutants of 

Cellulomonas flavigena in which the succinate dehydrogenase gene (sdh) is deleted. For 

development of succinate producing mutants, the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of sdh 

gene from C. flavigena and antibiotic resistance gene (neo, bla) were inserted into 

pKC1139, and the recombinant plasmids were transformed into Escherichia coli ET12567/ 

pUZ8002 which is a donor strain for conjugation. C. flavigena was conjugated with the 

transformed E. coli ET12567/pUZ8002 to induce the deletion of sdh in chromosome of this 

bacteria by double-crossover recombination. Two mutants (C. flavigena H-1 and H-2), in 

which sdh gene was deleted in the chromosome, were constructed and confirmed by PCR. 

To estimate the production of succinic acid by the two mutants when the culture broth was 

fermented with biomass such as CMC, xylan, locust gum, and rapeseed straw; the culture 

broth was analyzed by HPLC analysis. The succinic acid in the culture broth was not 

detected as a fermentation products of all biomas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may be the 

conversion of succinic acid to fumaric acid by sdh genes (Cfla_1014 - Cfla_1017 or 

Cfla_1916 - Cfla_1918) which remained in the chromosomal DNA of C. flavigena H-1 and 

H-2. The other reason could be the conversion of succinyl-CoA to other metabolites by 

enzymes related to the bypass pathway of TCA cycle. 

Keywords: Cellulomonas flavigena, conjugation, deletion, succinate dehydrogenase gene 

(sdh), succinic acid

Introduction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는 매우 풍부하며, 연간 1,700 억 톤 중 3.5%만이 활용되고 있다

(Song and Lee, 2006).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 당 ․ 전분질계 1세대 바이오매스, 

목질계 2세대 바이오매스, 미세조류와 같은 3세대 바이오매스로 분류된다. 식량자원인 당 ․ 전

분질계 바이오매스는 곡물가 상승 및 식량난 부족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

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농업부산물 과 산림자원 등의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Nigam and Singh, 2011). 유채대는 유채유 및 바이오 디젤용 유채종자를 사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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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부산물로 사료나 유기질 비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자원으로 각

광받고 있다(Han et al., 2009). 

Succinic acid는 식품산업에서 감미료, 산도조절제로 사용되며 농업과 의약산업 등 산업적으로도 adipic acid, 

1,4-butanediol, tetrahydrofuran, N-methyl pyrrolidinone, 2-pyrrolidinone과 succinate salts와 중요한 화학물의 전구

물질로 사용되고, 또한 poly butyrene succinate (PBS)나 polyamides (Nylon4)와 같은 생분해성 polymer의 합성에 

이용되는 산업적 가치가 큰 물질이다(Zeikus et al., 1999). 이러한 building-block의 중간물질 가능성으로 다양한 시

장성을 인정받아 2004년 미국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에서 지정한 12종의 핵심 화학 원료물질(Top value 

added chemicals)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Werpy et al., 2004). 

Succinic acid는 당의 발효 시 TCA (tricarboxylic acid cycle)의 C4 중간대사산물로 생성되는 유기산 중 하나로

(Song and Lee, 2006), TCA 경로를 통해 succinic acid는 succinate dehydrogenase (sdh)에 의해 fumaric acid로 전환

된다. Succinate dehydrogenase는 flavoprotein subunit, iron-sulfur subunit 그리고 작은 2개의 subunit 총 4개의 소단

위로 구성되어 있는 succinic acid의 산화를 촉매하는 효소이다(Huang and Miller, 2013). 미생물에 의한 succinic 

acid 발효는 주로 PEP carboxylation 대사경로를 이용하는 Actinobacillus succinogenes (Pateraki et al., 2016), 

Mannheimia succiniciproducens (Choi et al., 2016), Anaerobiospirillum succiniciproducens (Bretz, 2015)와 같은 혐

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었고, 최근에는 sdh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켜 fumaric acid로의 전환을 억제하

여 호기적인 조건에서도 succinic acid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가 개발 되었다(Lin et al., 2005a; Lin et al., 2005b). 이

와 같이 호기성조건에서도 sdh 유전자를 불활성화시켜 succinic acid를 생산하는 Escherichia coli (Li et al., 2013), 

Corynebacterium (Jojima et al., 2016), Saccharomyces (Rezaei et al., 2015)등 다양한 형질전환 미생물을 이용한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Cellulomonas 속은 Streptomyces 속과 함께 Actinobacteria 문(phylum)의 Actinomycetales 과(Order)에 속한다. 

Cellulomonas flavigena는 Cellulomonas속의 대표종이며 염색체의 전체염기서열이 분석되어 있고(Abt et al., 

2010), cellulase를 비롯한 88종의 glucoside 분해효소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어(Kim et al., 2007; Christopherson et 

al., 2013), 다당류의 동시당화발효 균주로서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Streptomyces 속의 유전자조작에 사용되는 방법을 활용하여 E. coli-Streptomyces shuttle vector이며, 온도저항성 

origin을 가지고 있는 vector pKC1139 (Bierman et al., 1992)와 conjugation 공여균주 인 E. coli ET12567/pUZ8002 

(Paget et al., 1999)를 이용하여 섬유소분해균인 C. flavigena의 succinate dehydrolase (sdh) 유전자를 deletion 시킨 

형질전환체를 개발하여 바이오매스의 발효를 통한 succinic acid 생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LB broth, yeast extract, agar 등의 배지 성분들은 Difco (Detroit, Michigan, US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Dubos broth 제조에 필요한 성분과 일반시약 및 항생제는 Sigma-Adrich (St. Louis, MO, USA)와 Junsei chemical 

(Tokyo, Japan)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Taq polymerase 및 제한효소 등의 유전자조작용 시약들은 Takara Clontech 

(Kyoto, Japan) 및 Biofact (Daejeon, Korea)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사용 균주 및 플라스미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llulomonas flavigena KCTC1038는 한국미생물자원센터(KCT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

였다. C. flavigena KCTC1038은 succinate dehydrogenase gene (sdh)을 cloning 하기 위한 chromosomal DNA source

로, sdh를 deletion 및 succinic acid 생산을 위한 host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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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h cloning을 위한 TA vector로 Biofact사의 All In One
TM

 vector가 사용되었으며, Ampicilin resistence gene (β

-lactamase, bla), kanamycin resistance gene (neomycin phosphotransferase, neo)의 template DNA로는 pUC19와 

pKD4 vector를 사용하였다. pKC1139는 온도 민감성 복제기점을 가지고 있는 E. coli-Streptomyces shuttle vector로 

34°C 이상에서는 방선균 세포 내에서 복제가 중단된다. pKC1139를 sdh deletion vector로 사용하였다. 

균주배양 

C. flavigenas는 baffled flask를 사용하여 1% 탄소원이 첨가된 Dubos broth (NaNO3 0.1%, K2HPO4 ․ 7H2O 0.1%, 

MgSO4 ․ 7H2O 0.05%, NaCl 0.05%, yeast extract 0.05%, FeSO4 ․ 7H2O 0.001%)에서 30°C, 170 rpm의 조건으로 배

양하였으며(Dubos, 1928), 탄소원은 기질별로 carboxylmethylcellulose (CMC), xylan, locust gum (galacto-mannan), 

유채대(≤40 mesh)를 사용하였다. Escherichia coli DH5α는 cloning을 위한 host로 사용되었고, E. coli ET12567/ 

pUZ8002는 메틸화가 결손된 균주로 DNA 전합전달의 공여 균주로 사용되었다(Paget et al., 1999). E. coli는 LB 

broth (tryptone 1%, NaCl 1%, yeast extract 0.5%)에서 37°C, 170 rpm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단, pKC1139 또는 

pKC1139 유래 vector를 포함하는 E. coli는 30°C, 170 rpm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Bierman et al., 1992). 선택적 배

양의 경우 배지에 ampicillin (40 µg mL
-1

), kanamycin (50 µg mL
-1

), apramycin (50 µg mL
-1

), chloramphenicol (12.5 

µg mL
-1

), nalidixic acid (25 µg mL
-1

). 접합전달을 위한 배지로는 1% CMC가 함유된 Dubos broth (Dubos CMC 

broth)에 Tryptone (10 g L
-1

), 10 mM MgCl2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Genomic DNA 및 plasmid DNA 분리

C. flavigena를 100 mL Dubos CMC broth에 접종하여 250 mL baffled flask에서 30°C, 170 rpm의 조건으로 진탕

배양 후, 배양액 1.5 mL을 15,000 rpm, 1 min의 조건으로 원심분리하였고, HiGene
TM

 genomic DNA prep kit 

(Biofact)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분리하였다. 

E. coli을 100 mL LB broth에 접종하여 250 mL baffled flask에서 37°C, 170 rpm의 조건으로 16 시간 진탕배양 후, 

배양액 1.5 mL을 15,000 rpm, 1 min의 조건으로 원심분리하였고, HiGene
TM

 plasmid mini prep kit (Biofact)를 이용

하여 plasmid DNA를 분리하였다. 

Integration vector의 구축

sdh 유전자 deletion을 위해 C. flavigena KCTC1038 sdh 유전자의 upstream과 downstream 부분을 thermal cylcl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여 PCR 증폭하였다. Primer는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database를 토대로 deletion할 sdh의 upstream과 downstream 400 - 1,400 bp 부분을 제작하였으며, 

marker로 사용할 항생제 내성유전자 또한 NCBI의 database를 토대로 pKD4, pUC19의 neo, bla 부분 유전자를 

primer로 제작하였다. Oligonucleotide의 합성은 Bioneer (Daejeon, Korea)에 의뢰하였다. C. flavigena는 GC 함량

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PCR 반응 시 Band Helper (Biofact)를 첨가하였다. 증폭된 DNA 단편은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한 후, 100 bp plus DNA ladder (Bioneer, Korea)와 비교하여 크기를 확인하였다. DNA 크기가 확인

된 PCR 단편을 Del_1, Del_2, Del_3, Del_4, neo, bla라 명명하였으며 이 단편을 TA cloning 하였다. 제한효소를 이

용하여 TA cloning된 plasmid로 부터 각각의 단편을 분리하고 pKC1139와 Del_1 (or Del_3), neo (or bla), Del_2 (or 

Del_4)의 순서로 세 가지 단편을 한번에 ligation 하여 완성된 integration vector를 pKH3neo8 (or pKH5bla9)라 명명

하였다(Fig. 1). 완성된 integration vector를 E. coli DH5α에 함유시켜 증폭한 후, 최종적으로 E. coli ET12567/ 

pUZ8002에 형질전환 하였고, pKH3neo8을 함유하는 균주를 E. coli MK-1, 또한 pKH5bla9를 함유하는 균주를 E. 

coli MK-2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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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for construction of integration vector with both deleted sdh and neo genes. 

Conjugation에 의한 sdh 유전자의 deletion

C. flavigena로의 intergration vector의 전달은 공여균주인 E. coli ET12567/pUZ8002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Mazodier et al., 1989; Flett et al., 1997). 우선 intergration vector가 삽입된 E. coli MK-1, MK-2와 C. flavigena 배양

액 50 mL를 원심분리(3,000 rpm, 15 min) 하여 상증액을 제거한 후, 남아있는 항생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ice-cold 

sterile water로 2회 세척해 주었다. 두 균주를 혼합한 뒤 100 µL를 1% tryptone과 10 mM MgCl2가 함유된 Dubos 

CMC agar 배지에 spreading 하였다. 30°C에서 16 - 18 시간 배양 후, 형질전환된 C. flavigena만을 배양시키기 위하

여 nalidixic acid를 agar 배지 위에 overlay시켰다. 3 - 4일 후 생성된 colony를 3회 계대 배양하였다. 이는 전달된 

intergration vector와 C. flavigena의 chromosomal DNA사이의 double crossover recombination 효율과 형질전환체

의 유전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후 37°C에서 배양을 하여 intergration vector와 chromosal DNA 사이의 

double crossover recombination을 유도하여 sdh 유전자를 deletion하였다. sdh 유전자가 deletion된 형질전환체는 

kanamycin (200 µg mL
-1

) 또는 ampicillin과 apramycin (100 µg mL
-1

)을 넣은 배지에 교차배양하여 kanamycin 또는 

ampicillin에 내성을 갖고, apramycin에 감수성인 형질전환체를 선별하였다. 이 균주를 C. flavigena H-1과 H-2라 

명명하였다. Deletion된 형질전환체의 genomic DNA를 분리하고 PCR증폭을 통해 유전자 내 sdh deletion을 확인

하였다.

Succinic acid의 분석

C. flavigena HH-1, 2의 succinic acid의 생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1% CMC, xylan, galacto-mannan를 탄소원으

로 첨가된 Dubos broth를 제조하여 C. flavigena를 30°C, 170 rpm의 조건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상증액을 0.45 µm syringe filter를 이용해 여과 후, HPLC를 이용하여 배양여액 중의 succinic acid를 분석하

였다. HPLC 분석에는 Agilent 1200 HPLC series (Agilent Technologies, Wilmington, DE,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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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rtsil
®
 ODS-3V (3.0 × 150 mm, 5 µm, GL SCIENCES INC, Japan) column을 이용하였고, column의 온도는 40°C

로 유지시켰다. 용매는 0.008 N H2SO4를 분당 0.2 mL min
-1
의 유량으로 흘려주어 UV detector (Agilent 

Technologies, Wilmington, DE, USA)를 이용하여 210 nm에서 Succinic acid를 확인하였다. Succinic acid의 표준물

질은 Junsei사(Japan)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표준물질은 10, 20, 50, 100, 250, 500 mg L
-1

 의 농도로 제조 후, 표

준곡선을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C. flavigena 형질전환체에 의해 생산된 succinic acid를 정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sdh upstream, downstream의 PCR

sdh 유전자를 deletion하기 위하여 sdh (Cfla_1014 - Cfla_1017, Cfla_1916 - Cfla_1918)의 upstream (Del_1, Del_3)

과 downstream (Del_2, Del_4) regions을 증폭시켰다(Fig. 2). C. flavigena의 genomic DNA는 GC 함량이 76%로 

DNA의 denaturation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denaturation temperature를 96°C로 설정하였고, 원하는 크기로 증폭

된 DNA 단편을 얻어 TA cloning 하였다. Vector에 삽입된 단편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모균주의 유전자와 

99% 일치하였으며 염기서열 중 nucleotides 몇 개의 불일치는 homologous recombination을 이용한 gene deletio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어(Kang and Ryu, 2009) 다음과정을 수행하였다. C. flavigena의 sdh 유전자 

deletion을 확인하기 위한 marker로 kanamycin 저항 유전자와 ampicillin 저항 유전자를 pKD4와 pUC19로부터 

PCR 증폭하였다. PCR 증폭된 단편을 sdh의 upstream 및 downstream과 마찬가지로 TA cloning 후, 염기서열을 분

석한 결과, 100%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얻었다.

Fig. 2. PCR product of upstream (Del_1, Del_3) and downstream (Del_2, Del_4) regions for sdh gene deletion from 

Celluomonas flavigena.

Integration vector의 구축

TA cloning 된 Del_1, Del_2, Del_3, Del_4 및 neo, bla는 제한효소 EcoRI, BamHI, HindIII를 이용하여 절단하였

고, 이를 pKC1139에 삽입하여 Del_1(3)-neo (bla)–Del_2(4) cassette가 삽입된 vector를 pKH3neo8 와 pKH5bla9

로 각각 명명하였다. 얻어진 Integration vector pKH3neo8과 pKH5bla9를 동일 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insert DNA

의 절편크기를 확인한 결과, Fig. 3에서 처럼 pKC1139, Del_1(2), neo (bla)와 Del_3(4) 유래 4개의 DNA밴드와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E. coli ET12567/pUZ8002에 형질전환시켜 conjugation을 위한 공여균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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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ert DNA fragment in integration vector pKH3neo8 and pKH5bla9 digested with EcoRI, BamHI and HindIII.

Lane 1, ladder; lane 2, Del_1 in TA cloning vector; lane 3, Del_2 in TA cloning vector; lane 4, Del_3 in TA cloning vector; 

lane 5, Del_4 in TA cloning vector; lane 6, bla in TA cloning vector; lane 7, neo in TA cloning vector; lane 8, 

Del_1-neo-Del_2 in pKC1139; lane 9, Del_3-bla-Del_4 in pKC1139.

Conjugation을 통한 integration vector 전달 

구축된 pKH3neo8은 Cfla_1014부터 Cfla_1017까지 deletion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pKH5bla9는 Cfla_1916부터 

Cfla_1918까지 deletion을 위해 사용되었다. pKH3neo8을 C. flavigena에 형질전환시켜 30°C에서 배양하여 

kanamycin과 nalidixic acid에 저항성을 가지는 균주를 선별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pKH5bla9를 함유하는 형질전

환체를 30°C에서 생육하는 ampicillin과 nalidixic acid에 저항성을 가지는 균주를 선별하였다. 이들 형질전환 균주

들로 부터 sdh 유전자가 deletion된 균주를 선발하기 위하여 37°C에서 생육하는 ampicillin 또는 kanamycin에 내성 

colony를 선별한 후, Dubos CMC broth 배지에 2일 동안 진탕 배양(30°C, 170 rpm) 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

다. 추출한 genomic DNA를 이용하여 deletion 부위, 또는 deletion 부위 가 replacement 된 부위를 PCR 증폭하여 

DNA size를 비교하였다. Primer A set (forward: 5’- GGCGAGATCGCGCTCGACGAACCGC-3’, reverse: 5’- 

TCATGCCCTTCCTCATCACGACGGGCACG-3’)는 Cfla_1013과 Cfla_1014에 존재하는 sequence이며, Primer B 

set (forward: 5’- GTCGTACGGGAGCACACGACATGATGA -3’, reverse: 5’- CCGGCCCGAGCCGGTCAGGTC -3’)

는 Cfla_1017과 Cfla_1018에 존재하는 sequence이다. 즉, Cfla_1014부터 Cfla_1017까지가 제거된 형질전환체는 

PCR증폭이 일어나지 않으며, 제거되지 않은 wild type에서는 825, 675 bp 크기의 PCR 단편이 생성된다. 또한 

primer C set (forward: 5’- GGGCGGTGACAGGACCTCCGGC -3’, reverse: 5’- CGCACCGCCGCGGACGTAGC 

-3’)는 Cfla_1013 일부와 neo 그리고 Cfla_1018의 일부를 포함하는 sequence이다. 즉, integration vector와 염색체 

DNA상의 sdh 유전자가 replacement된 형질전환체에서만 1,050bp 크기의 PCR단편이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primer D set (forward : 5’- GTGCGACTGCCGCGCCCC -3’, reverse: 5’- GCGCTCGGCGGCCTTCCC -3’)은 

Cfla_1915와 Cfla_1916, primer E set (forward: 5’- CTCGGGGCCGAGGAAGATCTTGAGGTT -3’, reverse: 5’- 

CCAGC GGCCGGCCGTGC -3’)는 Cfla_1918과 Cfla_1919, primer F set (forward: 5’- AGCATCTCCGACGCCGCC 

ACGAGC -3’, reverse: 5’- GGGACGCACACCACGACGGACCC -3’)는 Cfla_1915 일부와 bla 그리고 Cfla_1919일

부를 포함하는 sequence로 각각의 증폭된 PCR 단편의 크기는 825, 825 그리고 1,124 bp 이다. 이들 PCR산물의 크

기로 sdh 유전자의 deletion을 확인하였다. sdh 유전자가 deletion 된 C. flavigena H-1에서는 primer A와 B set에서는 

PCR 증폭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primer C set에서만 1,050bp의 PCR 단편이 확인되었다. 또한 C. flavigena H-2는 

primer D 와 E set에서 PCR product가 생성되지 않았고, primer F set에서만 1,124 bp의 단편이 생성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통해 두 형질전환균주들의 sdh 유전자가 deletion 되었음을 입증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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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PLC chromatogram of succinic acid produced in culture broths of Cellulomonas flavigena strains. 

(A) Cellulomonas flavigena H-1; (B) C. flavigena H-2; (C) C. flavigena KCTC1038 (wild type); (D) Succinic acid standard 250 

ppm.

Fig. 4. Confirmation of sdh gene deletion in Cellulomonas flavigena H-1 and H-2 by PCR. 

Lane 1, ladder; lane 2,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H-1 using primer A set; lane 3,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H-1 using primer B set; lane 4,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H-1 using primer C set; lane 5,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KCTC1038 using primer A set; lane 6,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KCTC1038 using primer B set; lane 7, 

ladder; lane 8,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H-2 using primer D set; lane 9,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H-2 

using primer E set; lane 10,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H-2 using primer F set; lane 11,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KCTC1038 using primer D set; lane 12, PCR amplification of C. flavigena KCTC1038 using primer E set.

탄소원에 따른 succinic acid 생산

Dubos 배지에 CMC, xylan, locust gum 및 유채대를 탄소원으로 C. flavigena H-1 과 H-2를 30°C 에서 5일간 배양

하면서 24시간 간격으로 배양 상등액의 succinic acid 생산량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전 기간 동안 두 균주 모두 

succinic acid를 생산하지 않았다(Fig. 5). 그러나 wild type인 C. flavigena KCTC1038과 C. flavigena H-1, H-2 모두 

발효산물 중 succinic acid의 피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모 균주와 형질전환체 간의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패턴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sdh 유전자의 deletion으로 인해 대사산물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대했던 succinic acid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C. flavigena의 두 종류 sdh (Cfla_1014 - Cfla_1017, Cfla_1916 - 

Cfla_1918) 유전자 중 형질전환체는 각각 한 종류의 sdh 유전자만이 deletion된 형질전환체이므로 염색체 DNA에 

남아있는 sdh (H-1은 Cfla_1916 - Cfla_1918, H-2는 Cfla_1014 - Cfla_1017) 부분에 의해 succinic acid가 fumaric 

acid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C. flavigena의 대사과정 중 succinic acid의 전구체인 

succinyl-CoA가 다른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에 의해 TCA bypass 경로를 이용하여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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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NCBI database 검색 결과, C. flavigena에 의한 succinyl기 화합물과 succinic acid 대사와 관련된 효소가 

18종이 존재하고, 또한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가설 단백질(hypothetical protein)도 1,071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t et al., 2010). 따라서 C. flavigena H-1 와 H-2의 sdh 유전자가 deletion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형질전환

체로부터 succinic acid가 검출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추정하는 몇 가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

Cellulomonas flavigena는 88종의 glucoside 분해효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섬유소분해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llulomonas flavigena KCTC1038의 succinate dehydrogenase gene (sdh)이 deletion된 형질전환균

주를 개발하기 위하여 C. flavigena KCTC1038 sdh 유전자의 upstream과 downstream regions, 항생제 내성유전자

(neo, bla)를 온도민감성 복제기점을 가지는 pKC1139 vector에 삽입하여 재조합 plasmid pKH3neo8과 pKH5bla9

를 제조한 후, 공여균주인 E. coli ET12567/pUZ8002에 형질전환 시켰다. 형질전환 E. coli와 C. flavigena를 

conjugation시켜 double crossover recombination에 의한 C. flavigena의 sdh 유전자 deletion을 유도하여 pKH3neo8 

유래 형질전환체 C. flavigena H-1과 pKH5bla9 유래 H-2를 얻었다. CMC, xylan, locust gum 및 유채대를 탄소원으

로 C. flavigena H-1 과 H-2를 배양하여 HPLC 분석을 통해 배양 상증액의 succinic acid의 생산을 조사하였으나, 두 

균주 모두 succinic acid를 생산하지 않았다. 이는 염색체 DNA에 남아있는 sdh (H-1은 Cfla_1916 - Cfla_1918, H-2

는 Cfla_1014 - Cfla_1017) 부분에 의해 succinic acid가 fumaric acid로 전환되었거나, succinic acid의 전구체인 

succinyl-CoA가 다른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에 의해 TCA bypass 경로를 이용하여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succinic acid를 생산하는 C. flavigena 균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sdh 유전자가 모두 

deletion된 형질전환균주를 개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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