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한국화학공학회 LG생명공학 경시대회 
기출문제 및 답

수험번호             성명           대학          학과(학부)           

1. 생물분리정제

[주관식] (50점)

(Column의 높이 및 직경을 구하는 문제)

다음은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Ion Exchange Chromatography)공정의 scale-up에 대한 

문제이다. 실험실 규모의 컬럼은 높이(Bed height)가 20cm이고 gel media의 부피(Bed 

volume)는 2L를 사용한 data이며 1 주일에 1 batch 운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Loading 시료;  부피= 50L,  농도(product)= 0.8 mg/mL

 용출 시료;  부피= 18L,  농도(제품)= 1.6 mg/mL    

이와 같은 실험실 규모의 결과를 근거로 같은 공정을 scale-up하여 1년에 30 kg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size의 컬럼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오.

※가정  ①  1년에 40주 운전가능하다. (나머지 기간은 수리 및 휴지기)

        ② 상업적으로 제작되는 컬럼의 표준 직경은 10cm, 20cm, 40cm, 60cm, 80cm,   

          100cm 이다. 

        ③ 보통 scale-up은 linear velocity가 일정하도록 scale-up한다.

[단답형]  (50점)

1. 단백질의 분리정제에 관한 몇 가지 방법들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각 방법들에 대해 간단

히 설명하시오.

  (1) Isoelectric precipitation  (25점)

  (2) Salting-out  (25점)



2. 효소공학

[주관식]  (50점)

Invertase는 슈크로스(sucrose)를 6탄당(hexose)인 포도당(glucose)과 과당(fructose)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효소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00 g/l 농도의 슈크로스 5 ml를 기

질로 사용하여, 효소용액 2 ml와 최적 반응온도 및 pH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결과, 포도당 

1.8 g/l 이 생성되었다. 이 효소의 활성도(activity)를 구하여라.

[단, 이당류(disaccharide)인 슈크로스의 분자량은 342이며, 단당(monosaccharide)이며 분

자량이 동일한 포도당과 과당이 glycosidic bond로 결합된 것이다.]

[단답형]  (50점)

1. 지금까지 알려진 효소는 그 반응성질에 따라 크게 6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고유번호

(Enzyme Commission Number)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의 설명에 맞는 효소명을 영어로 적

으시오.  (15점)

 

2. 다음 괄호에 적당한 단어를 영어로 적으시오.  (15점)

3. 효소와 기질간의 관련성에 대한 “lock and key” 가정과 “induced fit” 가정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20점)

  (             ) are enzymes cleaving C-C, C-O, C-N, and other bonds by other 

means than by hydrolysis or oxidation. They differ frome other enzymes in that 

two substrates are involved in one reaction direction, but only one in the other 

direction. When acting on the single substrate, a molecule is eliminated and this 

generates either a new double bond or a new ring.

  Many biosynthetic pathways are regulated by (                       ). The end 

products (or near end products) control the metabolic flux by inhibiting one or 

more early reactions of the pathway.



3. 응용미생물

[주관식] (50점)

1. 다음은 대장균에서 1,3-propanediol을 생산하기 위한 metabolic pathway를 간략하게 표시

한 것이다.

           

glucose 

Fructose 1,6-bisphosphate

Glyceraldehyde 3-phosphate 

Glycerol 3-phosphate

Dihydroxyacetone phosphate

Glycerol 

3-hydroxypropionaldehyde

1,3-propanediol 

TCA cycle 

E1 E1

E2

E4 

E5 

E6

E7 

E3

E1 ~ E7 : 각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를 나타냄

(1) 대장균을 glucose와 glycerol을 각각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배양한 결과, glycerol을 사용한 

경우만 1,3-propanediol이 생성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glucose를 사

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시오. 

 



(2) 각 물질의 단가가 다음과 같을 때 1,3-propanediol을 생산하는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단답형] (50점)

1. 어떤 미생물들은 호기성과 혐기성 조건에서 모두 자랄 수 있게 그 대사경로를 바꿀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무엇이라 하는가?  (10점)

2. 대부분의 미생물에는 외래 DNA가 세포내로 들어왔을 때, 이를 자신의 DNA와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소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현재 유전자 재조합의 필수적인 도구로 사

용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10점)

3.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거리는 320,000 km) 뻗어있는 DNA 이중나선 구조의 무게를 g 으로 

계산하시오. DNA 이중나선의 무게는 1000 nucleotide 쌍 당 1 x 10-18  g 이고 각 염기쌍의 길

이는 3.4 Ǻ(옹스트롱)이다. 참고로 당신의 몸에 있는 DNA의 양은 0.5 g이다. (10점)

4. 6개의 뉴클레오티드 (nucleotide)로 이루어진 DNA 단일가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20점)

(a) 몇개의 DNA sequence가 가능한가? 4 종류의 nucleotide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b) DNA 이중 가닥이 있을 경우는 몇 개의 sequence가 가능한가? 

물질명 단가($/kg) 물질명
단 가

($/kg)

Glucose 1 Glycerol 3-phosphate 500

Fructose 1,6-bisphosphate 800 Glycerol 3

Dihydroxyacetone phosphate >5000 3-hydroxypropionaldehyde >30

Glyceraldehyde 3-phosphate >10000 1,3-propanediol 30



4. 분자생물학

[주관식] (50점)

아래 주어진 것은 몇몇 tRNA 앤티코돈과 아미노산 의 관계와 가상 유전자의 발현과정이다.  

표의 빈공간을 유전자 염기서열, m-RNA 코돈 및 tRNA 앤티코돈 그리고 아미노산으로 채

워 넣으시오.  특별히 다음 tRNA-아미노산 관계표를 이용하고, mRNA 기반 펩타이드 합성

의 개시는 AUG코돈을 이용하고 stop 코돈으로 UAG, UGA 를 사용하시오. 

GGC UUA CAG CUC GAU AGG CCG   AGU

Pro Asn Val Glu Leu Ser Gly     Ser

a) 

b) 

c) 

DNA Coding seq.

Template seq. 3' TACGGCTTACAGATCAGGCCG 5'

mRNA

tRNA

Amino acid

DNA Coding seq.

Template seq. 3' TTACAGTACTTAGATATCAGG 5'

mRNA

tRNA

Amino acid

DNA Coding seq.

Template seq. 3' AGGTACATCCTCTTAGGCGAT 5'

mRNA

tRNA

Amino acid



[단답형] (50점)

1. 유전자 클로닝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운반체 중 플라스미드(Plasmid)란 무엇인가?  (10점)

2. 다음의 정보를 가지고 계산하시오.  (10점)

정보: 1) 유전자 염기 쌍 사이의 거리는 is 0.34 nm (10-9 m) 이다.

2) 유전자 이중나선의 지름은 2 nm (10-9 m) 이다.

최근 생물공학연구자들은 나노크기 입자 (nanoparticles)에 이들 유전자들을 붙여서 센서를 만

드는 작업을 한다.  다음 직경이 10 nm 인 구형 입자 A 에는 길이가 20 염기쌍 (base pairs)인 

단일나선 (single-stranded DNA) 유전자 몇 개까지 최대로 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ssDNA를 붙이고 난후 구형입자의 직경은 약 얼마인가?  단, 단일나선 유전자 (ssDNA) 의 지름

은 이중나선 유전자의 (1/2)로 가정하고 붙이는데 필요한 면적등 소모는 없다고 가정한다.

3. 정답을 고르세요 (틀리면 배점의 50% 감점).  (10점)

1) The Shine-Dalgamo sequence is also called:
      a. attenuation site      b. the ribosome binding site
      c. translation start site d. the promoter
2) In DNA replication, a primer is provided in the form of:
     a. DNA polymerase               b. stabilizing proteins
     c. small strand of RNA d. nucleotide triphosphates
3) In Southern blotting, DNA is visualized by:
     a. antibiotic resistence b. its position in an agarose gel
     c. DNA probes d. antibodies
4)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rrectly matched to its function?
     a. lagging strand  not transcribed
     b. nonsense codon- ends translation 
     c. promoter  begins the transcription
     d. terminater  ends transcription
5) cDNA is made from:
    a. mRNA template b. tRNA template
    c. rRNA template d. DNA template

 4.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는데, 이 바이러스의 genome을 분석한 결과 A가 28%, T

가 22%, C가 30%, G가 20% 이었다. 이 바이러스 genome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10점)

 5. Prokaryotes의 translation 과정에서 start codon인 AUG의 선택을 위하여 mRNA의 

leader sequence에 존재하는 consensus sequence를 무엇이라 하는가? (10점)



5. 배양 및 생물 반응공학 

[주관식] (50점)

You are asked to design a culture medium for yeast cells that contain methanol and 

ammonia as the only carbon-energy and nitrogen sources, respectively. The cell 

composition (mass basis) of yeast cell is C 50%, O 25%, H 7%, and N 10%.

If the experimental cell yield was determined to be 0.35 g of cell/g methanol:

  A. What is the oxygen yield (g of O2/g cell) of the organism?

  B. What is the corresponding respiratory quotient (RQ, mM CO2/mM O2)?

[단답형] (50점)

1. 이상 chemostat 배양시 희석속도(D)가 maximum specific growth rate보다 높을 때 일

어나는 현상은?  (10점)

2. 회분식배양(batch culture)시 lag phase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2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20점)

3. S. cerevisiae의 YX/ATP는 10.5 gdw/molATP 이고, glycolysis yield는 2 ATP/mol of   

   glucose 일 때 glucose에 대한 이론적 growth yield coefficient를 구하시오.  (20점)



1. 생물분리정제

[주관식] (50점)

답: 높이 20cm, 직경 60cm (혹은 57.6cm) 

풀이: 

 공정수율=

18L×1.6mg/ml
50L×0.8mg/ml

=
28.8
40

= 0.72= 72%

 소요 Loading 시료량 = 30 kg/0.72 = 41.67kg

 소요 Loading 부피 = 41.67 kg/0.8 mg/ml = 52.083 m3 = 52083L

 1년에 40주 운전하므로 1주일에 처리해야 할 시료량은 52083/40 = 1302L

 실험실규모의 컬럼에서 50L시료 처리에 2L의 gel media가 필요했으므로 1302L처리 시 

필요한 gel media 부피는;

       50:2 = 1302:x  ⇒  x = 2×1302/50 = 52.08L

 Bed 높이 20cm는 고정하고 직경을 구하면

       

πr
2
h=52.08L=52080 cm

3

r
2
=

52080
3.14×20

= 829.3 cm
2

r≒28.8 cm
D= 57.6 cm ⇒ 60 cm

 

[단답형]

1. 

  (1) Isoelectric precipitation  (25점)

      단백질은 pH에 따라 아미노산의 이온화가 달라진다. pH를 조절하여 단백질의 용해성  

      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단백질의 순전하는 pH에 따라 달라지며 단백질의 전하가 없  

      어지는 pH를 isoelectric point (pI) 이라고 하며 단백질은 침전한다.

      보통 pI = (pK1 + pK2)/2 이다. 

  (2) Salting-out  (25점)

      높은 농도의 염을 첨가하여 안정된 수용성을 깨뜨려 침전하게 하는 방법.

      용액의 이온강도에 따른 단백질의 용해도는 다음식으로 표시된다.

         log(S) = β - k μ

       S 용해도 (g/L),  k, β 는 상수, 

       이온강도 μ = Σ zi
2 Ci,  zi 는 이온의 전하, Ci 는 이온의 농도 (mol/L)

      



2. 효소공학

[주관식] (50점)

답: 500 units/ml (U/ml)

풀이:

효소활성은 1 분간 1 μM의 생성물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량으로 정의되므로, 생성

물 1.8 g/l을 마이크로 M로 환산하면,

1.8/180×106 = 104 μM이 된다. 

[주] 이 때 포도당 분자량 160은 슈크로스의 분자량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즉 6탄당 두 

분자가 glycosidic 결합하여 슈크로스와 같은 이탄당이 되기 위해서는 물 한 분자가 유리

되므로 6탄당의 분자량은 (342+18)/2 = 180이 된다.

효소활성을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104 μM/(10 min×2ml) = 500 units/ml (U/ml) 

[단답형]

2. 답: feedback inhibition   (15점)

3. 답: “lock and key" 가정의 경우는 효소가 단단한 주형(template)으로서 그 틀에 기질

이 정확히 맞게 되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induced fit" 가정은 효소가 상당한 정

도의 유연성(flexibility)를 가지고 있고, 역동적인 분자(dynamic molecules)이며 효소의 

활성 부위 모양은 기질이 결합함으로써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점)

1. 답: Lyases    (15점)



3. 응용미생물

[주관식]

 (1)  (25점)

(i) (원인) glycerol로부터 1,3-propanediol은 생성되므로 E6, E7 효소는 발현됨.

 E1은 fructose 1,6-bisphosphate로부터 dihydroxyacetone phosphate와 

glyceraldehydes3-phosphate를 생성하므로 발현됨.

 따라서 1,3-propanediol의 pathway중 E4 또는 E5가 발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극소량 발현됨.

또한, E2>>E3, E2>>E4가 되어 E1에 의해 생성된 dihydroxyacetone phosphate가 거의 대부

분 Glyceraldehye 3-phosphate쪽으로 진행되어 이후 단계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됨  (ii) (대책) E4, E5가 잘 발현되도록 변이균주 개발, 유전자클로닝 등 또한, E2의 발현을 억

제 또는 줄이는 방법을 도입

(2) (25점)  1,3-propanediol 생성을 위한 중간물질로 사용가능한 것은 glucose와 glycerol 뿐

    (i) glucose로부터 1,3-propanediol을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효소의 발현 수준을 향상시켜 

발효로 생산하는 방법

  (ii) glycerol을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로 생산하는 방법

  (iii) E6, E7을 확보하여 glycerol로부터 생물전환반응하여 생산하는 방법

[단답형]

1. 답: 통성혐기성 (facultative)  (10점)

2. 답: 제한효소 (restriction endonuclease)  (10점)

3. 답:  DNA의 길이는(320,000 km)(1012 nm/km)(10 옹스트롱/nm) = 3.2 x 1018 옹스트롱 

염기쌍 숫자는 3.2 x 1018 (옹스트롱)/3.4 (옹스트롱)/bp = 9.4 x 1017 bp 

그러므로, DNA 분자의 무게는 (9.4 x 1017 bp)(1 x 10-18 g/103 bp) = 9.4 x 10-4 g = 

0.00094 g    (10점)

4. 답: (a) 46 = 4096 (10점),    (b) 46 = 4096  (10점)



4. 분자생물학

[주관식]

채점기준) 위 table에 유전자 염기서열과 mRNA 염기서열, t-RNA염기서열 및 amino acid 를 

차례로 작성했는지 여부.  첫번째AUG를 잘 찾아내는 것과 stop codon을 정확하게 찾거나 혹은 

stop codon이 없을 때 logical하게 step을 진행했는지 여부.

모범답안)

a)   (15점)

b)   (15점)

c)   (15점)

DNA Coding seq. 5' ATG CCG AAT GTC TAG TCC GGC 3'

Template seq. 3' TAC GGC TTA CAG ATC AGG CCG 5'

mRNA 5' AUG CCG AAU GUC UAG 3'

tRNA 3' UAC GGC UUA CAG ACU 3'

Amino acid Pro-Asn-Val

DNA Coding seq. 5' AATGTCATGAATCTATAGTCC 3'

Template seq. 3' TTACAGTACTTAGATATCAGG 5'

mRNA 5' AUG UCA UGA 3'

tRNA 3' UAC AGU ACU 5'

Amino acid Ser

DNA Coding seq. 5' TCC ATG TAG GAG AAT CCG CTA 3'

Template seq. 3' AGG TAC ATC CTC TTA GGC GAT 5'

mRNA 5' AUG UAG 3'

tRNA 3' UAC AUC 5'

Amino acid 아미노산 생성 안됨.



[단답형]

1. (10점) 유전자를 숙주세포에 운반하고 또 유전자의 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운반체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주세포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다량으로 복제 증식될 

수 있어야 한다. 플라스미드는 세균세포 내에서 염색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환상의 

작은 DNA분자이며 복제 개시점(Origin of replication)이 될 수 있는 적어도 한 개의 

DNA 염기서열을 갖고 있어 세포내에서 숙주세포의 염색체와는 독립적으로 증식 할 수 

있다.

2. (10 점)

1) 직경 10 nm 입자 표면적 = 4π(10/2)^2

2) 단일나선 유전자 (ssDNA) 한가닥이 차지하는 넓이 (원의 지름) = π(2/2)^2

따라서 구형 입자 표면위에 붙일 수 있는 ssDNA 갯수 = 1) / 2) = 100 개 

3) 20 염기쌍을 가진 ssDNA 유전자의 길이 = (19*0.34)*2 = 12.92 nm

4) 나노크기 입자 직경: 10 nm

따라서 구의 양쪽면에 ssDNA 붙은 최종 구형입자 직경 = 22.92 nm

3. (10점: 각 2점);     1) b    2) c 3) c 4) b 5) a

4. (10점) 바이러스의 genome이 single-strand DNA이다.

5. (10점) Shine-Dalgarno (SD)-sequence



5. 배양 및 생물 반응공학 

[주관식] (50점)

답:   A. Oxygen yield = 2.82 g O2/g cell (배점의 50%)

      B. RQ (mMCO2/mMO2) = (
F'/44
B'/32

) =0.54 mM CO2/mM O2 (배점의 50%)

풀이: 

A(CH3OH)+B(O2)+C(NH3) → D(CαHβOγNχ)+E(H2O)+FCO2

basis: 1gm of cell

   1/A'=0.35,  A'=2.86g

ⅰ) C-balance

   (2.86)(12/32)=0.5 + F'(12/44) ⇒ F'=2.10g

ⅱ) N-balance

   C'(14/17)=0.1 ⇒ C'=0.12g

ⅲ) H-balance

   E'=2.78g

ⅳ) O-balance

   B'=2.82g      

[단답형]

1. (10점) 세포가 배양기 밖으로 유츨 (Washing-out)된다.

2. (20점)

   ․ 세포를 접종 전에 배지 및 배양조건에 적응시킨다.

   ․ Exponential phase에 있는 활성세포를 접종한다.

   ․ 접종 시 되도록 세포농도를 높인다.

   ․ 성장 요인 첨가 등 배지를 최적화한다.

위의 네 개 중 1개면 배점의 50%, 두 개 이상이면 100%

3. (20점) YX/S = 10.5 gdw/molATP×2ATP/180g glucose = 0.117 gdw/g gluc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