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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다음 Group I ~ V 중 4 개의 분야 문제를 택하여 답하시오. 

(배점: 각 분야당 100점)

        Group  I  :  분자생물학 분야

        Group  II :  응용미생물학 분야

        Group  III  :  효소공학 분야

        Group  IV :  배양 및 생물공정 분야

        Group  V  :  생물분리정제 분야



Group I. 분자생물학 분야 

1.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지구상의 생명체는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지만 

어느 별의 생명체는 8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한다고 한

다. Nucleotide는 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 가지라고 가정할 때 이 별의  

genetic codon은 최소한 몇 개의 nucleotide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시

오.  

2)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 Wobble pairing

B. Reading frame

C. Polysome

2. 아래와 같은 인간단백질 A를 재조합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하고자 

한다. 

Human protein A sequence: STYCNSNPPLVCAGGDDETYMT

A(Ala): GCC,  C(Cys): TGT,  D(Asp): GAT,  E(Glu): GAA,  

G(Gly): GGT,  L(Leu): CTG,  M(Met): ATG,  N(Asn): AAT,  

P(Pro): CCG,  S(Ser): TCA,  T(Thr): ACA,   V(Val): GTT,  

Y(Tyr): TAT

발표된 유전체 정보를 통하여 인간단백질 A에 대한 유전자 서열을 다음과 

같이 알아내었다. 

Gene sequence of human protein A: 

ATGTCAACATATTGTAATTCAAATGGGTGTAATCCGTCACTTCCGCCGCTGG

TTTGTGCCGGTGAAGGTGATACATATTATTCAGGTGATGATGAAACATATAT

GACATAA

1) 인간단백질 A의 cDNA 서열을 나타내시오.

2) 인간단백질 A의 유전서열로부터 intron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시오. 

3) 인간단백질 A를 재조합발현 시스템에 클로닝하기 위하여 PCR을 이용하



여 cDNA를 증폭하려고 한다. 이때 cDNA에는 start codon과 stop codon을 

넣지 않으려 하며, N-terminus에는 EcoRI (gaattc) site를 C-terminus에는 

Agel (accggt) site를 넣으려고 한다. 이를 충족하도록 PCR primer를 설계

하시오. 

4) 인간단백질 A는 disulfide bond를 가지고 있다. 이 결합을 일으키는 아미

노산들은 단백질의 몇 번째에 있는지 나타내시오. 

5) 재조합 단백질 A의 아미노산 서열이 실제 인간단백질 A와 같게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어떤 발현시스템 (prokaryotic 또는 eukaryotic)을 이용하

는 것이 적합한지를 나타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클로닝은 인간단백질 

A의 cDNA를 이용하기로 한다. 

6) 재조합 단백질을 만들기 위하여 inducible promoter를 주로 사용하는 이

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Group II. 응용미생물학 분야 

1. C. glutanicum의 aspartate 관련 아미노산의 합성 경로 및 metabolic 

control은 다음과 같다. 

               

                          

                           Aspartate

                             ●   

                                     

                       Aspartyl phosphate

                        

                       Aspartyl semi-aldehyde

                                             ●

                                            ●        

         Dihydrodipicolinate                  Homoserine        

                           

                             Methionine      Threonine          

                                  

          Lysine                              Isoleucine

                                           

               

          Biosynthetic pathways

               ●  Feedback inhibition

               ●  Feedback repression  

 

              

   이 pathway의 첫 번째 효소인 aspartokinase는 lysine과 threonine에 의



해 concerted feedback inhibition을 받고 있다. 한편 Homoserine 

dehydrogenase(aspartyl semi-aldehyde를 homoserine으로 전환시키는 효

소)는 threonine에 의해 feedback inhibition을 받고 있고, methionine에 의

해 feedbak repression을 받고 있다.

a) Feedback inhibition과 Feedback repression의 차이점은? 

b) Concerted feedback inhibition이란? 

c) 이러한 metabolic pathway를 이용하여 lysine을 과량 생산(over- 

production) 할 수 있는 고생산성 산업용 균주 개발 전략에 대해 설명하시

오. 

d) lysine을 과량 생산(overproduction)할 수 있는 mutant를 선발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Gram negative bacteria의 경우 의약단백질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경우 박테리아 outer membrane의 한 성분에 의하여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성분은 무엇이며, 이 성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

시오.

2) Facultative bacteria 들은 산소가 없는 경우 많은 organic acid들을 생성

하는데, 이러한 organic acid 들을 만드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Group III. 효소공학 분야 

1. 효소의 불활성화 

1) 생물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denaturation 되어 활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효소의 denaturation 원인

을 아는 대로 제시하고 각각 간단히 기작을 설명하시오. 

2)  효소의 안정화 방법들을 아는 대로 제시하고 각각 간단히 기작을 설명

하시오.  

2. 어떤 효소의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반

응 모식도에서처럼 이 효소는 substrate inhibition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기질에 따른 반응속도를 예측하기 위한 Kinetic equation을 세

우고 반응속도가 가장 높을 때 기질의 농도를 구하시오. 문제 풀이에 

필요한 모든 가정(assumption)을 제시하시오. 

1/S (1/mM) 1/v (min/mM)
100 10.1
80 8.1 
60 6.1 
40 4.1 
20 2.1 
10 1.1 
1 0.21

0.10 0.20
0.020 0.60
0.010 1.1
0.0050 2.1
0.0025 4.1
0.0020 5.1

     

E + S ES E + P

S

ES2

+

Km k2

KsI



Group IV. 배양 및 생물공정 분야

1. 제한 기질 S를 놓고 두 종류의 미생물 A, B가 경쟁하며 A, B가 모두 다

음과 같이 Monod growth kinetics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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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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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배양기에서 미생물 A와 B를 배양할 경우, 제한 기질의 초기 농도가 

S
0

≫K
SA

, K
SB

 라고 가정하고, 배양기 내의 기질 고갈시 다음 관계가 성립함

을 보이시오.

( n
Af

)

μ
mB

(n
Bf

)

-μ
mA

 = constant

이때, 
n

A f

,
n

B f

 는 각각 
S = 0

일 때의 미생물 A와 

B의 수이다. 

2. Facultative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를 배양하여 알콜 (ethyl 

alcohol, C2H5OH) 또는 균체를 생산할 수 있다. 배지의 탄소원은 포도당 



(C6H12O6)을 사용하였으며, 배양 방법은 목적하는 생성물에 따라 달리 하였

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포도당으로부터 알콜이 생성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C6H12O6(분자량180) → 2 C2H5OH(분자량46) + 2 CO2 

1) 알콜 발효에서 배지의 초기 포도당 농도가 200 g/L 이고, 배양후에 전부 

소모되었다고 한다. 최종 균체 농도가 15 g/L (drycell weight) 라고 할 때 

YX/S (intrinsic value) = 0.5 라고 가정하여 이론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최대 

알콜 농도를 계산하시오. 

2) 효모의 장기간 보존방법과 단기간 보존 방법을 기술하시오. 

Group V. 생물분리정제 분야

아래 그림과 같은 향류추출기 (n=4 stages)에서 생물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다. 이때 분배상수 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K = y/x

여기에서 y = solute concentration in extract phase, x = solute 

concentration in raffinate phase 이다. 추출 평형단 주변에서 material 

balance를 세우는데 필요한 기호는 아래 그림과 같다. 여기에서 S와 F는 각

각 slovent와 feed의 유속을 나타낸다.

 

Extract S, y1 ←       ←←←← Solvent S, yf

Equilibrium Stage 

No. 1    



  Feed F, xf →   →→→→ Raffinate F, x4

1) Stage 4개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4개의 단 각각에 대해 material 

balance를 쓰시오. 

2) 임의의 n-1 단에 대하여 yn과 xn-1 사이의 관계식을 S, F, xf, y1을 포함

한 식으로 표현하시오. 

3) y = Kx 직선과 2)에서 구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두 직선간의 물리

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제4회 LG 생물화공경시대회 답안 

Group I 분자생물학 분야

1. 

1) Genetic codon 이 

    - 2개일 경우 : 42 = 16 가지의 아미노산 조합

    - 3개일 경우 : 43 = 64 가지의 아미노산 조합

    - 4개일 경우 : 44 = 256 가지의 아미노산 조합 

그러므로 80 가지의 이미노산 조합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의 nucleotide 로 

genetic codon이 구성되어야 한다. 

2) 

A. Genetic codon의 세 번째 nucleotide를 wobble sequence라고 하며, mRNA의 세 번째 

nucleotide와 tRNA 결합부분의 첫 번째 nucleotide의 결합을 wobble pairing이라고 함 

B. Ribosome이 mRNA에서 세 개의 nucleotide를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matching시키면서 해독

하는 것을 reading frame이라고 함

C. Polyribosome이라고도 하며, 여러 개의 ribosome이 한 개의 mRNA으로부터 시간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말함

2. 

1) ATG TCA ACA TAT AAT TCA --------- ATG ACA 

  Start codon                                        stop codon

2) 두군데: 

ATGTCAACATATTGTAATTCAAATGGGTGTAATCCGTCACTTCCGCCGCTGGTTTGT

GCCGGTGAAGGTGATACATATTATTCAGGTGATGATGAAACATATATGACATAA

3) 5' primer: gaa ttc tca aca tat tgt aat tc

      EcoRI 

   3' primer: acc ggt tgt cat ata tgt ttc

              AgeI

4) Cystein (C) 두곳: STYCNSNPPLVCAGGDDETYMT

5) 똑같은 아미노산을 얻으려면 start codon으로 사용되었던 methionine이 제거되어야 함. 

또한 glycosylation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eukaryote 발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6) 재조합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세포에 metabolic burden을 주게 되어 세포 성

장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plasmid instability 문제를 일으켜 최종적인 생산 수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됨. 그러므로 배양 초기에는 세포 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준 후에 발현을 유도하여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발현 조절이 가능한 inducible promoter가 널리 사용됨.



Group II 응용미생물학 분야

1. a)  ① Feedback inhibition (5pt)

   biochemical pathway의 endproduct가 pathway중의 어떤 한 반응 (보통 첫 번째 반응)

을 촉매하는 효소의 활성(activity)를 저해함으로써 최종산물(end product)의 농도를 제어

(regulation)하는 현상 (3 pt). Feedbak inhibition에는 allosteric enzyme이 관계하는데 보

통 최종산물이 allosteric enzyme의 두 번째 활성부위(active site)에 결합하여 효소의 구조를 

바꿔 기질이 결합하는 첫 번째 활성 부위의 활성을 저해한다 (2 pt).

② Feedback repression (5 pt)

   biochemical pathway의 endproduct가 pathway중의 어떤 한 반응( 보통 첫 번째 반응)

을 촉매하는 효소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함으로써 최종산물(end product)의 농도를 제어

(regulation)하는 현상(3 pt). Repressor는 operator 영역에 결합하여 RNA polymerase와

의 결합을 막아서 transcription을 막는데, 보통 대사의 최종산물이 corepressor로 작용하여 

repressor와 결합하였을 때에만 전사를 막음으로써 효소를 위한 mRNA를 합성하지 않는다(2 

pt).

b) Concerted feedback inhibition (10 pt)

P1, P2를 각각 생산하는 Branched pathway가 있을 경우,  P1과 P2에 대하여 2개의 

allosteric binding site를 가진 하나의 효소가 경로를 제어한다 (4 pt). P1과 P2 어느 한쪽의 

농도만 높은 경우에는 feedback inhibition이 일어나기 불충분하지만, P1과 P2 둘 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만 feedback inhibition이 일어난다 (4 pt).

Shuler textbook Fig.4.12 b) 참조 (2pt)

c) Lysine을 과량생산하기 위해서는 metabolic flux가 methionine이나 isoleucine을 생성 

하는 branch로 흐르지 않고 lysine 쪽으로만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3 pt) threonine이 생성

되지 않게하여 concerted feedback inhibition을 제거할 수 있도록(3 pt) homoserine의 합성이 

blocking된 균주를 돌연변이 및 선발법(3 pt)에 의해서 개발하는 전략을 사용. 즉 

homoserine의 합성이 blocking되어 성장하는데 homoserine이 반드시 필요한 homoserine 

auxotroph(3 pt)나 threonine과 methionine이 동시에 필요한 threonine과 methionine의 

double auxotroph(3 pt)를 선발하면 고생산성 균주가 될 것임. 또한 lysine의 feedback 

inhibition을 막기 위하여 lysine analogue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는 mutant를 선별하여야 

한다.

d) UV, 또는 chemical mutagen을 처리하여 mutant를 만들고, auxotroph mutant는 

replica-plating 방법을 통해 선별할 수 있다 (7 pt). replica-plating method는 Shuler 

textbook Figure 8.3과 같다.(8 pt). (growth factor = homoserine or 

threonine/methionine)

2. 

1) Lipopolysaccharide (LPS) : 단백질의 분리정제시에 LPS를 잘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LPS가 endotoxin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킴.



 

2)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과정에서 만들어지는 pyruvate가 TCA cycle로 들어갈 수 없

기 때문에   Facultative bacteria 들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pyruvate로부터 유기산을 

만든다. 이 때 해당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 가 NAD+로 재산화되어 계속적으로 해당과정

이 진행되도록 한다. 

Group III 효소공학 분야

1. 효소의 불활성화

1) 효소 denaturation의 원인

   - 높은 온도: 효소의 3차원 구조 파괴

   - 너무 높거나 낮은 pH : 효소의 3차원 구조 파괴  

   - Chelating agents : 금속이온을 필요로 하는 효소의 금속이온을 빼앗아 효소활성을 

잃어버리게 함

   - Organic solvents : hydrophobicity의 증가로 효소의 구조 변형. 

2) 효소 안정화 방법 

   - 효소의 고정화

   - 효소와 친화력이 높거나 효소와 잘 binding할 수 있는 물질들 (예: Substrates, 

Substrate analogues, Products ... )을 첨가하여 효소의 3차원적 구조 변화를 막아줌. 

   

2. Substrate inhibition이 있는 경우

v= Vm[S]/(Km+[S]+[S]2/KsI)

Substrate 농도가 낮을 때, [S]2/KsI << 1,

v= Vm[S]/(Km+[S])

1/v= 1/Vm+(Km/Vm)(1/[S])

문제에서의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의 1/[S]와 1/v 로 plot하여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한다.

Vm = 10 mM/min, Km = 1 mM

Substrate 농도가 높을 때, Km/[S]<< 1,

v= Vm/(1+[S]/KsI)

1/v= 1/Vm+[S]/(VmKsI)

문제에서의 기질의 농도가 높을 때의 [S]와 1/v 로 plot하여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한다.

Vm = 10 mM/min, KsI = 10 mM

반응 속도가 가장 높은 때 dv/d[S] = 0,

[S]max = (Km KsI)1/2 = (10) 1/2  = 3.16



Group IV 배양 및 생물공정 분야

1. (Solution)

S 0≫ K SA, K SB

이므로 대부분의 배양기간중
S> K A, K B

 또는 
μ A= μ mA

,
μ B= μ mB

 따라서

    
dn A
dt

= μ mA n A

, 
dn B
dt

= μ mB n B

 (20)

 적분하고 기질이 고갈되는 시간을
t f

라고 하면

    

ln (
n A f

n A 0

)

1
μ mA

= t f = ln (
n B f

n B 0

)

1
μ mB

 정리하면

    

(
n A f

n A 0

)

μ mB

= (
n B f

n B 0

)

μ mA

  또는

    

( n Af )
μ mB ( n Bf)

- μ mA

 = constant (40)

2. 

1) 균체 증식에 소모된 포도당 = 15/0.5 = 30 g/L

   알콜 생산에 소비되는 포도당 = 200 - 30 = 170 g/L

   이론직인 최대 알콜 생산량 = (170 g/L)YP/S = 170×0.51 = 86.7 g/L

 (YP/S = 46×2/180 = 0.51, 포도당 1분자→알콜 2분자)

2) 효모의 장기간 보존 방법: 

- 동결건조후 저온 보관

- -70℃ deep freezer에 보존

- 액체 질소에 보존 (-196℃)

   단기간 보존 방법: 

- agar plate 또는 agar slant에 배양후 냉장 보존 (0-5℃)



Group V 생물분리정제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