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대상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사 업 명

구분

및
추진경과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참여연구원 권개경 책임연구원 18.1~18.12

미생물자원

참여연구원 강성균 책임연구원 18.1~18.12

분자미생물

비광합성 해양‧극한 미생물의 탄소 대사과정 규명 및 활용

참여연구원 이현숙 책임연구원 18.1~18.12

분자미생물

○ 추진배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완료

참여연구원 임형순 선임연구원 18.1~18.12

해양유전체

참여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원 18.1~18.12

미생물분자공정

된 “해양·극한 분자유전체연구(‘04-‘13, 10년간; 1기)”의
2기과제(‘14-‘22, 9년간)로 묶음예산 형태로 지원되어 추진

참여연구원 김윤재 선임연구원 18.1~18.12

미생물분자공정

참여연구원 이종민 선임연구원 18.1~18.12

분자미생물

○ 추진기간 : 2017.01.01.~2022.12.31.(2단계)
○ 총사업비 : 4,300백만원(858백만원/년)

참여연구원 염승식 책임연구원 18.1~18.12

해양동물

참여연구원 김충곤 책임연구원 18.1~18.12

분자미생물

○ 주요내용
- 비광합성 해양·극한 미생물, 유전자원 확보 및 분석

참여연구원 최동한 책임연구원 18.1~18.12

미생물 생태

2018-03

jlee@kiost.ac.kr

○ 추진경과
- 2004. 10. ~ 2013. 12. :“해양·극한 분자유전체연구”과제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수행 및 성공(우수) 평가
- 2014. 1. :“해양·극한 유전자 신기능 발굴 및 활용기술개

해당사항없음

1. 비광합성 해양·극한 미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분석
○ 신규 해양미생물자원 확보; C1가스(CO, CO2/H2) 기질 이용
균주

- 2016. 1 : 1단계 평가 및 해양·극한 미생물을 이용한 비광
합성 탄소 고정화 기술개발 기획연구 보고

- 연안환경으로부터 17주의 신규 미생물자원 확보

- 2017. 1 :“비광합성 해양‧극한 미생물의 탄소 대사과정 규
명 및 활용”과제 시작

- Moorella thermoacetica에 속하는 1종의 유전체 해독 완료

- 2017.02 : 착수보고회 개최
- 2017.08 : 진도보고회 개최
- 2017.08 : 2017 미생물다양성·생태워크숍 개최
- 2017.11 : 2단계 1차년도 연차평가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수행기간

연구업무 총괄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이정현/031-400-6243/

발”과제 해양과기원 기관사업으로 편성
- 2015. 5 :“2015 극한미생물 국제심포지움”개최

사업수행자

직급

연구책임자 이정현 책임연구원 18.1~18.12

담당부서
작성자

- 해양·극한 미생물의 탄소대사 재설계 및 성능평가
- 가스발효기법 고도화를 통한 유용산물 생산
사업개요

성명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정현 책임연구원
- 최종 결재자 : 홍기훈 원장
○ 사업 관련자

- 6주의 CO, CO2 대사능 분석

○ 기존(표준) 균주 확보
추진실적

- DSMZ로부터 초고온성 탄소고정세균 2종 확보 및 배양
2. 비광합성 해양·극한 미생물 탄소대사 재설계 및 성능평가
○ C1가스 이용 해양·극한 미생물의 탄소대사 재설계 균주
개발
- 단백질 융합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탈수소화효소간의 인
위적인 전자전달 유도
- CODH-Fdh complex를 구축 하여 C1 가스 (CO)를 유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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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e)으로 전환 목표
- CODH-Fdh 유전자 도입 재조합 고세균 제작, CO 가스에
서 개미산으로의 전환능력 확인
○ 신규 당화효소군 및 알콜대사 관련 유전자 도입 균주 개발
- 초고온 고세균에서의 새로운 당화효소군을 동정
- 거대 당화 유전자군을 도입한 재조합 NA1 제작 및 특성
분석

- 유전자 조작기술 확립
3. 해양·극한 미생물 생물반응기 배양기술
○ C1가스 이용 유기산 전환균주의 생물반응기 배양조건 확립
- CO 전환-개미산 생산 균주의 생물반응기 배양
- CO 전환-개미산 생산조건 확립
○ 개미산 활용 미생물 프로세스 개발 및 최적화
- 개미산 활용 수소생산능 검증

- 2,3-BDO 합성 관련 유전자 도입 재조합 NA1 제작 및 특
성분석
○ 탄소 고정화 획득 해양·극한 미생물 균주 개발
- rTCA 대사경로 선정; Hydrogenobacter thermophilus TK-6
유래
- WLP 대사경로 선정; Carboxydothermus hydrogenofomans
유래
1.비광합성 해양·극한 미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분석
○ 신규 해양미생물자원 확보
- 다양한 해양환경으로부터 농후배양을 통해 해양·극한 비
광합성 미생물 2종 분리
- 확보된 미생물 1종에 대한 특성분석
○ 기보고 미생물 확보
- 보고된 비광합성 독립영양 미생물 2종 확보
향후
추진계획 및
내용

○ 유전체 분석 및 해석 2건
2. 비광합성 해양·극한 미생물 탄소대사 재설계 및 성능평가
○ C1가스 이용 해양·극한 미생물의 탄소대사 재설계 균주
개발
- C1가스 이용 유기산 전환 기작 규명
- 대사공학적 기법 이용 개량균주 제작
○ 탄소 고정화 획득 해양·극한 미생물 균주 개발
- 탄소 고정화 대사경로 도입 재조합 NA1 제작
○ 유전자 조작툴 박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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