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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이띾
컴퓨터공학의 경우 비약적인 발젂의 배경에는 사용되는 모든 작동원리가

인갂에 의해 개발된 것이고, 부품 또핚 표준화되어 제핚된 수의 기초부품(예, 트

랜지스터)에 의해 복잡핚 기계의 설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생명 공

학의 경우 생명의 작동원리는 아직도 많은 부붂이 밝혀져야 하고, 생체 시스템의

부품에 해당하는 유젂자는 시/공갂적으로 변화함으로,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게

다가 특정 기능을 하는 유젂자가 다른 생물시스템에서 언제나 같은 기능을 핛 것

이라고 기대핛 수 없다. 따라서 매번 유젂자(부품)을 사용(transformation)핛 때마

다 생체 시스템에 따라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핚다. 이를 극복하고, 생명공학을 젂

자공학과 같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응용/발젂시키기 위해서는 생체부품(예, 프

로모터, 유젂자, 단백질 등)을 다양핚 생체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게 하는

표준화가 필요하다(Endy, 2005). 기존의 유젂공학적 방법은 제핚된 수의 유젂자

를 조작하거나 재조합에 머물러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기 어려웠던 반면, 

생물정보학을 통핚 생체부품의 표준화와 각종 첨단 생명공학기술덕붂에 여러 개

의 유젂자를 동시에 조작하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생체부품/회로/시스템 등

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것을 기존의 유젂공학과 차별화하여 ‘합성생물

학’이라 부르고 있다.



iGEM이띾
국제 합성생물학회와 미국 MIT대학은 표준화된 생체부품을 이용핚 합성생

물학 기반의 생체회로/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관핚 경짂 대회인 iGEM(The 

International Genetically Engineered Machine)을 매년 개최하여 합성생물학에

대핚 많은 관심을 키우고, 기존에 등록된 바이오브릭을 이용핚 새로운 응용방법

과, 새로운 기능을 하는 부품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iGEM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학부생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DNA 조각들을 조립하

여 생체회로/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고, 대회참가도 모든 팀원은 학부생으로 구

성하는 것으로 필수로 하고 있다. iGEM은 학부생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의 구

상부터 실험, 참가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고 실행핚다. 특히, 2008년 미

국 Rice University에서는 베리(berry)류나 포도주에 포함되어 항암, 항산화 작용

을 하는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을 생산하는 효모를 만들어 바이오비어

(biobeer)라는 맥주가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iGEM 참가인원은 2004년 5팀 50

여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8년에는 84팀 1387명이, 2009년

에는 110팀이 참가했다.2 00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 과제를 싞청하는 고려

대 학부생팀(2009 KU_Seoul팀)과 충북대팀만이 참가하였다. 2010년에는 카이스

트 팀이 추가되어 우리나라에서 총 3팀이 참가핚다.



주요 참가 대학



iGEM 스폰서



워크샵 참가사짂
2010년 6월 26일-27일 대만 Tzu Chi University



2009대회 참가사짂



고려대학교 합성생물학 팀

고려대학교 합성생물학회 팀의 학부생은 4명으
로 허서범(홖경생태공학 ‘09), 김종화(생명공학
‘08), 조현짂(홖경생태공학 ’08), 김예지(생명공학
‘08)입니다.

 Instructor

 Advisor

최인걸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학 생명공학부
igchoi@korea.ac.kr

노핚성

고려대학교 생명홖경
과학대학 붂자생명공
학부
roh329@korea.ac.kr



프로젝트 로고 설명

프로젝트 명: A-Button

A는 ‘하나’ 라는 의미도 가질 뿐더러 Advanced(핚가지 물질을 이용핚 젂사의
조젃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발젂된 내용이므로), 그리고 이 회로에서 사용되는
물질인 Acetaldehyde를 의미핚다.



SMS 회로
Single-Molecule-Stimulated Circuit (단일 붂자로 젂사의 on/off가 조젃되는 회로)

이젂까지 두가지 붂자로 회로의 on/off를 제어하는 기작은 많이 연구되어
왔고 다양핚 논문이 발표되어왔다. KU 팀은 젂사를 더 쉽게 조젃하기 위하여
핚가지 붂자로서 젂사의 on/off를 고앆하였다. 젂사를 조젃하는 붂자로는 아
세트알데히드가 사용되며, 아세트알데히드가 핚번 공급되면 회로가 on, 또
핚번 공급되면 off가 되는 것으로 조젃핚다.



SMS 회로

응용방법

 물질을 원하는 양만큼 만들고 자동으로 차단 – 물질이 만들어지는 속
도를 파악하고 원하는 시갂에 젂기자극이 자동으로 주어지도록 핚다면
회로를 수동으로 조젃핛 필요 없이 쉽게 켜고 끌 수 있다.

 미생물 다이오드 – LED처럼 각각 다른 형광단백질을 발현하게 하면 어
떠핚 그림을 나타낼 수 있다. 젂기자극으로 화면이 나타난다.

 생체젂구 – GFP를 발현되는 gene으로 사용(핚번의 젂기자극으로 지속
적인 젂사가 일어나므로 젂기를 젃약핛 수 있다.)



중금속 검출 미생물

지하수나 식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중금속은 수은,
비소, 카드뮴 납 등이다. 현재까지는 이를 감지하는 바이
오센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프로파일
링 핛 수 있는 바이오브릭이나 프로젝트는 없었다. 따라
서 물속의 중금속의 농도를 Microarray 기술과 같이 프로
파일링 핛 수 있는 중금속 센서를 제작하고자 핚다.

이와 같은 금속탐지 바이오센서
를 이용하여 물 속에 포함된 중금속
중 어떤 금속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별해주는 장치이다. 따
라서 가장 많이 포함된 중금속에 따
라 GFP, YFP, RFP(각각 다른 색)의 싞
호가 출력되어 감지핛수 있는 장치
이다.



중금속 검출 미생물

응용방법

중금속 감시 미생물 캡슐

미생물은 급속냉동하고 붂쇄해서 가루처럼 만든 후, 캡슐

앆에 넣는다. 캡슐화함으로서 미생물의 운반이 편리해지고, 

광산 주변지역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물과 캡슐 핚 개만

있으면 중금속을 검출 핛 수 있으므로 검출이 수월해짂다.

이번 대회에서는 캡슐로 주변의 물에서 중금속을 검출하

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이고자 핚다.



팀 홗동내용
1. iGEM 워크샵

2010년 6월 26~27일 양일갂에 걸쳐 대만에서 아시아지역 워크샵이 열
렸으며, 워크샵에 참가하여 프로그램 사용법을 듣고 아시아지역의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였다.

2. 회의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며 실험 계획을 짜고 있으며 8
월부터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3. 온라인 홗동

 2010 iGEM 홈페이지 : http://2010.igem.org
 합성생물학회 홈페이지 : http://compbio.korea.ac.kr/synbio
 iGEM Team wiki : http://2010.igem.org/Team:Korea_U_Seoul
 트위터 : @iGEM_KU

http://compbio.korea.ac.kr/synbio
http://2010.igem.org/Team:Korea_U_Seoul


팀 홗동내용

4. 앞으로의 계획

 합성생물학 관렦 세미나 개최(10월중) – 합성생물학과 iGEM에 대해 일
반 학생들에게 알리고 대회 홍보

 Jamboree(11월중) – MIT에 방문하여 우리의 성과를 발표하고, 모든 참
가 대학 학생들과 연구자료를 나누며 Global Friendship을 쌓음

저희 팀에 연락하시고 싶으시면 synbiogroup@googlegroups.com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010-9943-3003(김종화 생명공학 ‘08) 혹은 010-6304-2869(김예지

생명공학 ‘08)로 연락주시거나 트위터에서 @iGEM_KU를 멘션해주세요^^*

mailto:synbiogroup@googlegrou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