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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CAS9을 이용하여 lipid elongation gene의 과발현을
통한 효모의 에탄올 발효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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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Ethanol Productivity with Saccharomyces cerevisiae by Overexpression of Lipid Elongation Gene Using
CRISPR/CAS9
JinA Kim and Gwi-Taek Jeong*
Department of Bio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enhance ethanol productivity of Saccharomyces cerevisiae through genome editing
using CRISPR/CAS9. To increase ethanol productivity, ACC1, ELO1, and OLE1 were overexpressed in S.
cerevisiae using the CRISPR/CAS9 system. The strains overexpressing ACC1, ELO1, and OLE1 survived up
to 24 h in YPD medium supplemented with 18% ethanol. Moreover, the ethanol yields in strains overexpressing ACC1 (428.18 mg ethanol/g glucose), ELO1 (416.15 mg ethanol/g glucose), and OLE1 (430.55 mg
ethanol/g glucose)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strains (400.26 mg ethanol/g glucose). In conclusion, the overexpression of these genes increased the viability of S. cerevisiae at high ethanol concentrations and the ethanol productivity without suppressing glucose consumption.
Keywords: Ethanol fermentation, ethanol tolerance, lipid elongation gene, ethanol productivity

서 론
석유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 현대에서 바이오 에탄올은 식품을 비롯하여 액체
연료, 화학 산업에서 석유를 대신하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
다. 특히 액체 연료로서의 바이오 에탄올은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기존의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게다가 에
탄올의 사용에 있어 green-house gas나 CO, NOx와 같은 공
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를 낮
추며 환경오염을 피할 수 있다[1, 2]. 화학 산업에서 ethanol
은 ethylene, propylene부터 hydrogen, butanol을 포함하여
다양한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building
block으로서 기대받고 있다[3].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이용되
는 산업 미생물 중에서 특히 Saccharomyces cerevisiae는 낮
은 pH를 견딜 수 있어 발효 중 오염의 위험이 적고, 다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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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다 에탄올 생산에 더욱 우수한 많은 특징을 갖고 있
다[4, 5]. 미생물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지금까지 기질 선택, 배양조건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이 사
용되었다[5, 6]. 모델 생물인 S. cerevisiae를 시작으로 하여
유전자 조작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도 연구되고 있다[7].
기존의 PCR 기반 유전자 조작법은 선택 마커 카세트로 표
적 allele를 대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몇 가지 선택 및 선
별 과정이 필요하며, 적절한 선택 마커의 가용성에 의존한
다. 게다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실행 불가능하
기도 하다[8]. 이러한 단점은 세대를 거치며 개량되었고 3세
대 유전자 조작 system인 CRISPR/CAS9은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CRISPRassociated systems9의 약자로 박테리아와 고세균의 면역 시

스템에서 파생된 기술이다. 본 연구에 이용된 방식(Fig. 1)은
guide RNA(gRNA)가 CAS9 단백질을 목표한 유전자 위치로
유도하고 gRNA-CAS9 단백질 복합체가 위치에 도달하면
CAS9 단백질은 해당 위치를 절단한다. 마지막으로 donor
DNA가 그 위치를 수복 및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
자를 조작하는 원리이다[9]. 이는 S. cerevisiae의 유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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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ISPR/Cas9-based gene modification [9].

이전 세대의 ZPN, TALEN 방식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유전
자를 편집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0].
에탄올 생산에 있어서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thermo-, shear-, substrate-stress 등도 있지만 생산물인 에
탄올 그 자체로도 발효에 큰 저해를 미친다[11]. 에탄올은 세
포막을 공격하며 세포막 무결성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저해 상황에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에탄올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다[12]. 특히 에탄올 저항성과 열 저항성을
지닌 효모를 발효에 이용하는 것으로 에탄올 발효의 흔한 문
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13].
실용적인 에탄올 발효를 위해 대사 경로를 조작하여 에탄
올 생산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 스트레스
tolerance가 있는 효모 균주를 생산하는 것도 에탄올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에 강한 균주에 대한 배지, 배양 환경 최적화, adaptation은
기존 control 균주보다 에탄올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고농도 에탄올에서 생존하는 것은 fed-batch, continuous 환
경에서 배양할 때 에탄올에 의한 생산성 감소를 줄일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14].
세포막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첫 번째 보호 기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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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포막의 지방산과 에르고스테롤은 에탄올 내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fatty acid accumulation은 온도
적응에도 영향을 준다[15, 16]. 더욱이, S. cerevisiae는 에탄
올 스트레스에 견디기 위해 막 구성이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플라즈마 멤브레인 조성물의 변화는 막 무결성을 높이
고 세포막 유동성을 수리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고농도의
에탄올에서 S. cerevisiae의 세포막은 C16:0, C18:0 지방산이
줄고 더 길고 불포화된 C16:1, C18:1 지방산 등이 증가하게
된다. C18:1의 일종인 올레산과 인지질의 함량이 증가하면
세포막 유동성이 향상되는데 그 결과로 에탄올에 대한 저항
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17−19].
이처럼 세포막 조성물은 효모 세포의 에탄올 내성과 그 생
산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에 관여된
물리적 현상은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14, 17]. 본 연구에서
는 S. cerevisiae의 세포막을 위해 다량의 지방산이나 더 긴
지방산, 그리고 불포화된 지방산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에탄올 저항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유전자인 ACC1, ELO1,
OLE1은 S. cerevisiae의 chromosome VII에 위치하며 각각
acetyl-CoA carboxylase, elongation of fatty acid protein,
acyl-CoA desaturase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이다
(Fig. 2). S. cerevisiae의 chromosome XIV에 위치한 ACC1

이 그 발현을 조절하는 효소인 acetyl-CoA carboxylase는 세
포의 막 구성 성분 중 지방산의 합성에 관여하는 malonyl-CoA
합성을 촉매한다[20]. ELO1은 S. cerevisiae의 chromosome
X에 자리해 있고, elongation of fatty acid protein의 생산에
관여한다. 이 단백질은 탄소 사슬 길이가 14개에서 16개 사
이인 지방산을 16개에서 18개의 탄소 사슬을 갖도록 늘려주
는 역할을 한다[21]. 마지막으로 OLE1은 acyl-CoA desaturase

Fig. 2. Fatty acid control mechanism of the gen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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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을 조절하며 이 효소는 포화 long-chain fatty acylCoA의 단일 결합을 이중 결합으로 바꾸어 불포화 long-chain
fatty acyl-CoA로 전환되는 것을 촉매한다[15, 16]. 본 연구
에서는 ACC1, ELO1, OLE1의 프로모터를 TEF1로 교체할
수 있게 gRNA 및 Donor DNA을 설계하여 CRISPR/CAS9
system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증폭하였
다. 발현 세기가 강한 프로모터로 이용된 TEF1 프로모터는
transcription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로모터로 S.
cerevisiae를 포함한 여타 유기체에서 강력한 촉진 활동을 보
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22, 23].
본 연구에서는 ACC1, ELO1, OLE1 각각의 유전자 과발
현을 통한 fatty acid synthesis의 변화에 의한 stress
tolerance 증가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에탄올 생산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 cerevisiae의
CRISPR/CAS9 system을 통한 ACC1, ELO1, OLE1의 과발
현과 과발현된 mutant의 바이오 에탄올 발효 및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본 연구에서는 S. cerevisiae 균주는 CEN.PK2-1를 이용하
여 유전자를 과발현하였다. Control로는 S. cerevisiae
CEN.PK2-1, 유전자 조작 균주로는 S. cerevisiae CEN.PK2-1
ACC1 과발현 균주, S. cerevisiae CEN.PK2-1 ELO1 과발현
균주, S. cerevisiae CEN.PK2-1 OLE1 과발현 균주를 이용
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fermentation media.
Component
Glucose
NH4Cl
K2HPO4
MgSO4·7H2O

Concentration (g/l)
100
5
10

Yeast extract
pH

0.5
5
5.5

에탄올 저항성 측정
에탄올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YPD 배지(1%
yeast extract, 2% peptone, 2% dextrose)에 여과멸균한 에
탄올을 18%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에탄올 저항성을 측정
할 배지를 만들고, 각 S. cerevisiae 균주를 10% (v/v) 접종하
여 30℃, 150 rpm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4, 8, 12, 24시간
마다 샘플링하여 CFU를 측정하였다. 생존률은 접종 콜로니
에 대한 생존 콜로니의 비율로 구하였다.
에탄올 발효
발효 배지는 Table 1과 같은 조성으로 구성하여 HCl을 이
용하여 pH 5.5로 조절하였다. 250 ml 삼각플라스크를 이용
하여 50 ml 배지부피를 기준으로 하여 shaking incubator
(150 rpm, 30℃)에서 배양하였다.
유전자 과발현
유전자 조작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 CRISPR/CAS9 시스템
을 이용하였다. Guide RNA (gRNA)는 약 20 bp이며, 각 유
전자에 대응하는 specific sequence로 디자인하였다. Genespecific sequence는 5’ 기준 NGG PAM sequence 중 각 유
전자와 결합할 수 있는 binding sequence에 위치한 것으로
구성하였다[24]. 사용된 gRNA는 Table 2와 같이 디자인하
였다. 제작된 gRNA는 PCR로 증폭하여 E. coli에
transformation하여 p41N-CAS9에 transfection하였다.
Donor DNA는 디자인한 프라이머를 써서 PCR을 진행하여
제조하였고, 각 유전자의 specific sequence 부분을 덮을 수
있고 gene binding sequence에 위치하며, mutation인
TEF1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약 50 bp의 2중 DNA이다.
Donor DNA 합성을 위해 디자인된 primer는 Table 3과 같
이 디자인하였다. 균주의 selection에 nourseothricin
100 µg/ml, hygromycine 300 µg/ml과 nourseothricin
100 µg/ml을 이용하였다. Transformation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자인된 프라이머로 colony PCR을 수행하였다. S.
cerevisiae의 Donor DNA와 gRNA를 purification하고 효과
적으로 strain에 transformation하기 위해 lithium acetate/
single stranded carrier DNA polyethylene glycol 방식을

Table 2. gRNA used in this study.
Name
Prs42H ACC1_F
Prs42H ACC1_R
Prs42H ELO1_F
Prs42H ELO1_R
Prs42H OLE1_F
Prs42H OLE1_R

http://dx.doi.org/10.48022/mbl.2102.02008

Sequence
TTAAAAGACGCGACAAA GTTTTAGAGCTAGAAATAGCAAG
TTTGTCGCGTCTTTTAATC gatcatttatctttcactgcg
GGAAACTCCGACGCGTG GTTTTAGAGCTAGAAATAGCAAG
CACGCGTCGGAGTTTCCGA gatcatttatctttcactgcg
AGTTCTTTTAATGGCTC GTTTTAGAGCTAGAAATAGCAAG
GAGCCATTAAAAGAACTTA gatcatttatctttcactg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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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mer for Donor DNA.
Name
Donor ACC1_F
Donor ACC1_R
Donor ELO1_F
Donor ELO1_R
Donor OLE1_F
Donor OLE1_R

Sequence
AATAGTATAATAACCGATTCGTCTTCTAGCCCTTGCCAACAGGGAGTTCT
AGAAGACTCGAATAAGCTTTCTTCGCTCATTTTGTAATTAAAACTTAGAT
ATCTTTTCTGCCAGCCAACTCAATTTCCTACCTTGCCAACAGGGAGTTCT
GAGGCAAAAATTTTTCCAATCACTTACCATTTTGTAATTAAAACTTAGAT
CTCTGCTATTAGAATGGCTAGTAAGAGAGGCCTTGCCAACAGGGAGTTCT
CAATTCAATAGTAGTTCCAGAAGTTGGCATTTTGTAATTAAAACTTAGAT

이용하였다[24].

Reverse-Transcription qPCR
Total RNA를 추출에는 Yeast Processing Reagent와
RNAiso kit (TaKaRa, Japan)를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해
AMPIGENE cDNA Synthesis Kit (Enzo Life Sciences,
USA)로 cDNA를 합성하였다. 이용된 프라이머는 Primer 3
(http://biotools.umassmed.edu/bioapps/primer3_www.cgi)

를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RT-qPCR을 위한 mixture에는
2x AMPIGENE® qPCR Green Mix Lo-ROX 10 µl,
forward와 reverse primer 각각 10 µM, template DNA

준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Y = 0.3991x + 0.037, x는
600 nm에서의 OD 측정값, y는 해당 OD에서의 건조세포 무
게). 에탄올 분석은 HPLC (Agilent 1100 Series, Agilent.
Inc., USA)와 RID (refractive index detector), Aminex
HPX-87H column (Biorad,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에탄올 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P
( mg/ml )
ΔSglucose ( mg/ml )

ethanol
Yieldp/s (mg/g) = -------------------------------------------

위에서 ΔSglucose는 glucose 소비량(g/ml)이고, Pethanol은 에
탄올 생산량(mg/ml)이다.

4 µl, PCR grade dH2O 4.4 µl를 사용하였다. qPCR은
Thermal Cycle Dice system (TP700/760, TaKaRa)을 사용

하였으며, 반응 조건은 initial denaturation 과정으로 95℃
에서 30초 후에, denaturation 과정을 위해 95℃에서 5초,
annealing과 extension으로 60℃에서 30초를 40사이클 진행
하였다. 결과(cycle threshold value) 값은 Thermal Cycler
Dice real-time system software로 산출하였고, 각 유전자의
relative expression level은 reference gene으로 ACT1과 비
교하였다. RT-qPCR에 사용된 프라이머는 Table 4와 같이 디
자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전자 발현 수준
프로모터 교체를 통한 과발현 후 각 유전자의 발현 정도
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Reverse-Transcription qPCR을 진행
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Pre-culture 후 접종 시
발현율을 봤을 때, control과 비교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

분석 방법
CFU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Log(CFU) = Log(a·b·c).
a는 도말한 양, b는 희석배수, c는 colony의 수이다. 세포건
조중량(DCW)는 분광광도계(V-1100, EMCLAB Inc.,
Germany)를 이용하여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표
Table 4. Primer for RT-qPCR.
Name
qPCR ACC1_F
qPCR ACC1_R
qPCR ELO1_F
qPCR ELO1_R
qPCR OLE1_F
qPCR OLE1_R

Sequence
GTCGAATGTCTACGTGGATCTGG
CGATACCGACGGATCTACAAGTG
CAGCAGTTACATGGGTTCCTGTC
GTCTTGTAACCCAGGCTTTCCAC
ATCTCTGAACATCCAGGTGGTGA
GCATTTGAGTGACGGTAGACACC

Fig. 3. Gene transcription level of ACC1, ELO1, and OLE1.
Control is S. cerevisiae CEN.PK2-1 p41N-CAS9 strain and mutant
is S. cerevisiae CEN.PK2-1 ACC1 overexpression strain, S. cerevisiae
CEN.PK2-1 ELO1 overexpression strain, and S. cerevisiae CEN.PK21 OLE1 overexpression stra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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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OLE1이고,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은 ELO1이었다. 하
지만 세 유전자 모두 과발현 진행 후 TEF1 프로모터에 의
해 600에서 6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현량이 조
절되었다. 따라서 TEF1 프로모터에 의해 mutant 모두 의도
로 하던 유전자의 발현량이 높아졌으며 각 유전자에 의해 조
절되는 효소 및 단백질의 활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증가시켜 총 지방산 생산을 증가시키며, ELO1은 palmitic
acid 등을 elongation하여 세포막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OLE1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증가시켜[27] 각
mutant의 에탄올 저항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들 유전자에 의해 증가되는 지방산 중 올레산은 에탄올 독
성을 감소시키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16]. 이를

에탄올 저항성
과발현 유전자에 의해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이 변한 세
포의 에탄올 저항성과 발효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8% 에탄올이 포함된 YPD 배지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성장(CFU) 변화량을 Fig. 4에 나타내었다. Control
은 24시간 이내로 사멸하였으나 모든 mutant들은 24시간 이
후로도 활발하게 생존하는 것이 나타났다. 가장 생존률이 높
은 ACC1 과발현 균주는 접종량 대비 생존한 콜로니의 비율
은 0.00127 ± 0.00017%였고, ELO1 과발현 균주의 생존률은
0.00025 ± 0.00003%, 마지막으로 OLE1 과발현 균주의 생존
률은 0.00006 ± 0.00008%였으며 Control 균주의 경우 생존
콜로니가 관찰되지 않아 0%라고 계산하였다. Wang 등[25]
에 의하면 10%의 에탄올에서 순치된 균주에서 ACC1과
OLE1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ELO1에 결함이 있
는 균주는 에탄올에 대한 저항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20].
또한 에탄올이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된 미생물은 상대적으
로 긴 탄소 사슬의 지방산이 증가한다[11, 2]. 일련의 연구들
을 통해 탄소 12개에서 16개 사슬을 가진 지방산이 탄소
14개에서 18개 사슬을 가진 지방산으로의 elongation에 관
여하는 것으로 very long chain fatty acid의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ELO1은 에탄올에 내성을 지닌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또한 ACC1은 지방산의 전구체가 되는 malonyl CoA를

Fig. 4. Effect of overexpression mutant on ethanol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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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thanol fermentation by mutants of ACC1, ELO1, and
OLE1. (A) Cell, (B) Ethanol, and (C) Glucose.

Enhancement of Ethanol Productivity by Overexpression of Lipid Elongation Gene

통해 각 mutant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에탄올에서의
생존이 가능하며 control인 p41N-CAS9 균주보다 에탄올에
의한 저해를 적게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에탄올 발효
과발현된 유전자가 S. cerevisiae의 에탄올 저항성에 효과
를 나타내었다. 이들 유전자가 에탄올 생산량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에탄올 발효를 진행하였다.
발효 중의 세포 생장과 에탄올 생산량을 Fig. 5에 나타내었
다. 세포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OLE1 과발현 균주
(2.35 ± 0.06 g/l)였고 나머지 mutant와 control에서는 ACC1
과발현 균주(2.11 ± 0.06 g/l)가 가장 낮고, ELO1 과발현 균
주(2.26 ± 0.02 g/l)와 control(2.25 ± 0.04 g/l)은 유사했다.
생산된 에탄올 농도는 ACC1 과발현 균주와 OLE1 과발현
균주가 각각 43.42 ± 0.18 g/ml, 41.95 ± 0.30 g/ml로 가장
높았다. 글루코스 소비량에서는 동 시간 내에 ACC1 과발현
균주가 가장 많이 소비하였고, OLE1 과발현 균주, ELO1 과
발현 균주가 뒤를 이었다. Mutant 균주 모두 control 보다 글
루코스 소비량이 높았다. 따라서 mutation에 의한 글루코스
소비의 억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 수율은 ACC1
과발현 균주가 428.18 ± 0.29 mg/g, ELO1 과발현 균주는
416.15 ± 4.3 mg/g, OLE1 과발현 균주는 430.55 ± 6.00 mg/g
로 모두 control (400.26 ± 0.42 mg/g)보다 높게 나타났다.
Stationary phase에 도달하는 시점인 72시간에서의 각 유
전자의 유전자 발현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3과 비교
하여 모든 mutant에서 접종 시기보다 발현량이 줄어들었지
만 여전히 control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

Fig. 6. Gene transcription level in stationary phase. The
transcription level of ACC1, ELO1, and OLE1 in 72 h. Control is S.
cerevisiae CEN.PK2-1 p41N-CAS9 strain and mutant is S. cerevisiae
CEN.PK2-1 ACC1 overexpression strain, S. cerevisiae CEN.PK2-1
ELO1 overexpression strain, and S. cerevisiae CEN.PK2-1 OLE1
overexpression stra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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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흐른 후 과발현 시킨 유전자의 발현량이 줄어든 것은
제한 기질에 의해 stationary phase에 도달하며 specipic
growth rate가 0에 도달함에 따라 세포의 fatty acid 생산을
줄이며 이들 유전자의 발현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28].
이러한 결과는 에탄올 발효 과정에서 효모 세포가 막을 리
모델링하고 더 변질가능한 세포막이 S. cerevisiae 세포의 더
높은 에탄올 내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OLE1 유전자는 fatty acid의 de novo 합성에 관여하므로 많
은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에 들어가 지질 합성을 방해[29]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ontrol보다 발현량이 높았
으므로 과발현을 유도한 TEF1 프로모터가 유실되지 않았음
을 확인하였다. 앞선 결과로 부터 에탄올 저항성이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에탄올에 의한 사멸을 비롯하여 세포
막 투과성 감소로 인한 세포 내부 독성 물질의 배출 저하, 에
탄올에 의한 열 사멸, 대사활동 감소[30−32] 등의 저해가 감
소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발현량의 증가가 두드러
졌던 OLE1의 과발현은 에탄올 저항성을 높여 에탄올에 의
한 저해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
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CRISPR/CAS9을 이용하여 S. cerevisiae의
ACC1, ELO1, OLE1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TEF1으로 교체

하여 그 발현량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에탄올에 대한 저
항성과 생산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18% 에탄올이 함유된
YPD 배지에서 control을 제외하고 유전자 과발현을 일으킨
mutant 균주 모두가 24시간까지 viable하게 생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탄올 발효에서는 유전자 과발현 균주 모두가
에탄올 수율에서 ACC1 과발현 균주가 428.18 ± 0.29 mg/g,
ELO1 과발현 균주는 416.15 ± 4.3 mg/g, OLE1 과발현 균
주는 430.55 ± 6.00 mg/g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control의 수
율인 400.26 ± 0.42 mg/g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결과는 높은 농도의 에탄올에서 탄소 사슬이 긴 불포화지방
산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역 또한 성립한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ELO1의 과발현은 elongation of fatty acid
protein의 생산 증가를 불러 일으킨다. 또한 OLE1도 acylCoA desaturase 효소의 활성을 증대시킨다. TEF1이라는
strong promoter를 이용한 이번 실험에서 ELO1 과발현 균
주가 OLE1 과발현 균주보다 S. cerevisiae의 에탄올 저해 감
소와 발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June 2021 | Vol. 49 | No. 2

216

Kim and Jeong

References
1. Wheals AE, Basso LC, Alves DMG, Amorim HV. 1999. Fuel ethanol
after 25 years. Trends Biotechnol. 17: 482-487.
2. Lin Y, Zhang W, Li C, Sakakibara K, Tanaka S, Kong H. 2012. Factors
affecting ethanol fermentation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BY4742. Biomass Bioenerg. 47: 395-401.
3. Posada JA, Patel AD, Roes A, Blok K, Faaij APC, Patel MK. 2013.
Potential of bioethanol as a chemical building block for biorefineries:
Preliminary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12 bioethanol-based
products. Bioresour. Technol. 135: 490-499.
4. Bharti B, Madhulika C. 2016. Bioethanol production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with different perspectives: Substrates,
growth variables, inhibitor reduction and immobilization. Ferment.
Technol. 5: 131-134.
5. Liu Y, Nielsen J. 2019. Recent trends in metabolic engineering of
microbial chemical factories. Curr. Opin. Biotechnol. 60: 188-197.
6. Mojovic L, Pejin D, Rakin M, Pejin J, Nikolic S, Djukic-Vukovic A.
2012. How to improve the economy of bioethanol production in
Serbia. Renew. Sustain. Energ. Rev. 16: 6040-6047.
7. Balat M, Balat H. 2009. Recent trends in global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bio-ethanol fuel. Appl. Energy 86: 2273-2282.
8. Stovicek V, Borodina I, Forste Jn. 2015. CRISPR-Cas system
enables fast and simple genome editing of industrial Saccharomyces cerevisiae strains. Metab. Eng. Commun. 2: 13-22.
9. Tian P, Wang J, Shen X, Rey JF, Yuan Q, Yan Y. 2017. Fundamental
CRISPR-Cas9 tools and current applications in microbial systems.
Synth. Syst. Biotechnol. 2: 219-225.
10. Chin YW, Kang WK, Jang HW, Turner TL, Kim HJ. 2016. CAR1
deletion by CRISPR/Cas9 reduces formation of ethyl carbamate
from ethanol fermentation by Saccharomyces cerevisiae. J. Ind.
Microbiol. Biotechnol. 43: 1517-1525.
11. Zhao XQ, Bai FW. 2009. Mechanisms of yeast stress tolerance
and its manipulation for efficient fuel ethanol production J. Biotechnol. 144: 23-30.
12. Teixeira MC, Raposo LR, Mira NP, Lourenco AB, Sa-Correia I. 2009.
Genome-wide identification of Saccharomyces cerevisiae genes
required for maximal tolerance to ethanol. Appl. Environ. Microbiol.
75: 5761-5772.
13. Azhar SHM, Abdulla R, Jambo SA, Marbawi H, Gansau JA, Faik
AA, et al. 2017. Yeasts in sustainable bioethanol production: A
review. Biochem. Biophys. Rep. 10: 52-61.
14. Casey GP, Ingledew WM. 1985. Ethanol tolerance in yeasts. Crit.
Rev. Microbiol. 13: 219-280.
15. Li P, Fu X, Zhang L, Li S. 2019. CRISPR/Cas-based screening of a
gene activation library in Saccharomyces cerevisiae identifies a
crucial role of OLE1 in thermotolerance. Microbiol. Biotechnol.
12: 1154-1163.
16. Kajiwara S, Aritomi T, Suga K, Ohtaguchi K, Kobayashi O. 2000.
Overexpression of the OLE1gene enhances ethanol fermentation
by Saccharomyces cerevisiae. Microbiol. Biotechnol. 53: 568-574.
17. Ingram LO. 1990. Ethanol tolerance in bacteria. Crit. Rev. Biotechnol.
9: 305-319.

http://dx.doi.org/10.48022/mbl.2102.02008

18. Torija MJ, Beltran G, Novo M, Poblet M, Guillamón JM, Mas A, et al.
2003. Effects of fermentation temperature and Saccharomyces
species on the cell fatty acid composition and presence of volatile compounds in wine. Int. J. Food Microbiol. 85: 127-136.
19. Alexandre H, Rousseaux I, Charpentier C. 1994. Relationship
between ethanol tolerance, lipid composition and plasma
membrane fluidity in Saccharomyces cerevisiae and Kloeckera
apiculate. FEMS Microbiol. Lett. 124: 17-22.
20. Tehlivets O, Scheuringer K, Kohlwein SD. 2007. Fatty acid synthesis
and elongation in yeast. Biochim. Biophys. Acta 1771: 255-270.
21. Dittrich F, Zajonc D, Hühne K, Hoja U, Ekici A, Greiner E, et al.
1988. Fatty acid elongation in yeast--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enzyme system and isolation of elongation-defective
mutants. Eur. J. Biochem. 252: 477-485.
22. Schirmaier F, Philippsen P. 1984. Identification of two genes coding for the translation elongation factor EF-la of S. cerevisiae.
EMBO J. 3: 3311-3315.
23. Kitamoto N, Matsui J, Kawai Y, Kato A, Yoshino S, Ohmiya K, et al.
1998. Utilization of the TEF1-α gene (TEF1) promoter for expression of polygalacturonase genes, pgaA and pgaB in Aspergillus
oryzae. Microbiol. Biotechnol. 50: 85-92.
24. Kim SR, Xu H, Lesmana A, Kuzmanovic U, Au M, Florencia C, et al.
2015. Deletion of PHO13, encoding haloacid dehalogenase type
IIA phosphatase, results in upregulation of the pentose phosphate pathway in Saccharomyces cerevisiae. Appl. Environ. Microbiol.
81: 1601-1609.
25. Wang Y, Zhang S, Liu H, Zhang L, Yi C, Li H. 2015. Changes and
roles of membrane compositions in the adaptation of Saccharomyces cerevisiae to ethanol. Basic Microbiol. 55: 1417-1426.
26. Beaven MJ, Charpentier C, Rose AH. 1982. Production and tolerance
of ethanol in relation to phospholipid fatty-acyl composition in
Saccharomyces cerevisiae NCYC 431. J. Gen. Microbiol. 128: 14471455.
27. Dong SJ, Yi CF, Li H. 2015. Changes of Saccharomyces cerevisiae
cell membrane components and promotion to ethanol tolerance
during the bioethanol fermentation. Int. J. Biochem. Cell Biol. 69:
196-203.
28. Lewis JA, Elkon IM, McGee MA, Gasch AP. 2010. Exploiting natural
variation in Saccharomyces cerevisiae to identify genes for
increased ethanol resistance. Genetics 186: 1197-1205.
29. Yan GL, Duan LL, Liu PT, Duan CQ. 2019. Transcriptional comparison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the addition of unsaturated
fatty acids on aroma compounds during alcoholic fermentation.
Front. Microbiol. 10: 1115.
30. Caspeta L, Castillo T, Nielsen J. 2015. Modifying yeast tolerance
to inhibitory conditions of ethanol production processes. Front.
Bioeng. Biotechnol. 3:184.
31. van Uden N. 1985. Chapter 2 - Ethanol toxicity and ethanol tolerance in yeasts. Ann. Rep. Ferment. Processes 8: 11-58.
32. Salgueiro SP, Correia IS, Novais JM. 1988. Ethanol-induced leakage in Saccharomyces cerevisiae: Kinetics and relationship to
yeast ethanol tolerance and alcohol fermentation productivity.
Environ. Microbiol. 54: 903-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