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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효모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생물로서
전통적인 발효식품에서부터 최근의 다양한 재조합 단백질과 유용 대사산물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 합성생물학과 대사공학의 발전으로
효모를 이용하는 친환경, 고효율의 생물공정 개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에게
여러 면에서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진핵생물 최초로 유전체 염기서열이
해독되어 발표되었고 다양한 신호전달체계와 대사회로의 특성이 밝혀지면서 효모를
고기능 산업용 균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orodina and
Nielsen 2014).
효모는
균주로서 이를

유용한

단백질이나

대사산물의

대사공학적으로 이용하기

생산을

위해서는

위한

매우

중요한

플랫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유동 (metabolic fluxes)과 회로의 미세한 제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는
주로 대사회로에 연관되는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발현 세기와 조절 기작을 갖는 프로모터 (promoter)의 사용은 새로운 대사회로의 구축에
있어 특정 유전자의 전사 (transcription) 수준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전자의 상위서열에 존재하는 프로모터는 전사조절 인자와 RNA 중합효소 결합부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이다 (Struhl 1989, Da Silva

and Srikrishnan 2012). 효모에서 유전자의 전사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터들의
특성과 그 조절 기작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원하는 산물의 생산을 위해
알려진 프로모터 외에 새로운 특성을 갖는 합성 프로모터의 개발이 주목 받고 있다
(Redden and Alper 2015).
따라서 효모의 대사공학적 이용을 위해 유전자 발현 조절에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모터들의 종류와 발현 세기의 조절기작 그리고 최근 합성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모터 개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효모의 프로모터
1.1 프로모터의 구조
일반적으로 효모의 프로모터는 핵심 프로모터 (core-promoter)와 상부 조절 서열
(upstream regulatory sequence, URS)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프로모터는 유전자의 바로
앞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여 전사개시 자리 (transcription start
site, TSS)에서 전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부위이다. 따라서 핵심 프로모터 부위는
유전자의 전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TSS와 함께 전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TATA
box는 TSS의 상부 40 ~ 120 bp 위치에서 발견된다 (Hahn and Young 2011). 효모의
프로모터는 세포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성적 프로모터 (constitutive
promoter)와 특정 환경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 작동하는 조절 프로모터 (regulated or
inducible promoter)로 나뉘며, TATA box는 주로 조절 프로모터에서 발견된다. 또한
효모에서 전사는 조절 프로모터에 의한 집중식 전사 (focused transcription)와 구성적
프로모터에 의한 분산식 전사 (dispersed transcription)로 구분할 수 있다 (Struhl 1986,
Juven-Gershon and Kadonaga 2010).

그림 1. 일반적인 효모 프로모터의 구조.

1.2 상부 시스 활성 요소 (Upstream cis-acting promoter elements)
효모의 핵심 프로모터 부위의 상부에는 다양한 자극에 대해 전사를 조절할 수
있는 부가적 조절 서열이 위치하는데 이를 시스 조절 요소 (cis-regulatory elements)
라고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약 10~30 bp 정도의 길이를 갖는 짧은 서열로서 전사조절
인자 (transcriptional factor)가 결합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Ptashne and Gann 1997, Hahn and Young 2011). 효모의 몇몇 프로모터는 특정
자극에 대한 하나의 시스 조절 요소를 포함하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일부
프로모터는 여러 개의 반복된 시스 조절 요소를 갖고 있으며 반복되는 수에 따라 전사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Hahn and Young 2011). 따라서 최근에는 효모의
합성생물학적 이용을 위해 적절한 시스 조절 요소가 포함된 맞춤 조절 합성 프로모터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양방향 프로모터 (Bidirectional promoter)
일반적으로 효모에서 각 유전자는 각각의 프로모터에 의해 발현을 조절 받게
된다. 하지만 서로 반대방향으로 전사되는 인접한 두 유전자가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갈락토오스 (galactose)에 의해 발현
유도되는 GAL 프로모터 (PGAL)이다. GAL10 유전자와 GAL1 유전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전사되고 두 유전자의 전사개시 자리 사이에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약 600 bp
정도의 GAL 프로모터가 존재한다. 글루코오스 (glucose) 존재 시에는 비활성화되는
PGAL는 갈락토오스에 의해 발현 유도되어 두 유전자의 발현을 개시한다 (West, Yocum et
al. 1984). 이러한 양방향 프로모터 (bidirectional promoter)는 효모의 합성생물학이나
대사공학적 이용에 있어서 유전자 발현에 필요한 DNA 서열의 길이를 줄이고 두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Neil, Malabat
et al. 2009).

그림 2. 양방향 활성을 갖는 GAL 프로모터의 구조.

2. 효모 프로모터의 종류와 특성
2.1 구성적 프로모터 (Constitutive promoters)
구성적 프로모터는 주로 세포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일정하게 발현되는
유전자들에서 발견된다. 해당과정, 세포 구조, 전사와 번역 같은 세포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질들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들이 이러한 구성적 프로모터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프로모터에 의한 유전자의 전사는 외부환경이나 성장단계에

영향 받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대사공학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S. cerevisiae에서 다양한 발현 세기를 나타내는 몇몇 구성적 프로모터의 특성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해당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유전자인 PGK1, TPI1, PDC1, ADH1,

TDH3, PYK1의 프로모터들과 번역 신장 인자 (translation elongation factor, TEF1 and TEF2),
cytochrome c isoform (CYC1), actin (ACT1)의 프로모터들은 그 특성이 밝혀져 있어
대사공학에 있어 유전자 발현을 위한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DeMarini, Carlin et
al. 2001). 하지만 이들 프로모터의 발현 세기는 플라스미드 (plasmid) 형태로 이용하였을
경우와 염색체 내에 삽입할 경우 또는 어떠한 리포터 단백질을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에 S. cerevisiae의 구성적 프로모터들의 발현
세기를 비교한 Partow와 Sun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구성적 프로모터들의
활성은 탄소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Partow, Siewers et al. 2010, Sun, Shao
et al. 2012). 글루코오스를 이용하는 회분식 배양 (batch cultivation)에서 각 프로모터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의 발현 세기를 나타냈다.
PTEF1~PPGK1~PTDH3>PTPI1~PPYK1>PADH1>PHXT7
하지만 글루코오스가 전부 소모된 후에 즉, 세포가 완전한 호흡대사 (respiratory
metabolism)로 들어갈 경우 각 프로모터의 발현 세기는 이전에 보였던 순서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PTEF1~ PHXT7>PPGK1>PTPI1~PTDH3>PPYK1~PADH1
탄소원이나 산소 유용성과 관계없이 PTEF1는 항상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PCYC1과
PADH1은 낮은 활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PPYK1과 PTDH3의 경우 탄소원에 따라 활성의
변화가 있지만 같이 측정한 다른 프로모터들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활성을 보였다.
구성적 프로모터는 세포의 성장단계나 특정 자극에 상관없이 유전자를 일정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되어 왔던 조건 외에 다른 환경적 조건에
적용하였을 때 그 발현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2 조절 프로모터 (Regulated or promoters)
조절 프로모터는 외부환경의 변화 혹은 특정 자극에 대해 반응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

이다.

이러한

프로모터는

주로

시스

조절

요소에

전사활성인자 (transcriptional activator)또는 전사억제인자 (transcriptional repressor)가
결합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 특정 자극에 대해 전사조절인자가 프로모터
상부 시스 조절 요소에 결합하거나 결합되어 있던 인자의 해리에 따라 프로모터 부위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공학에서 이러한 조절 프로모터는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원하는 산물을
생합성 하는 회로에서 특정 유전자가 높은 활성으로 일정하게 발현될 경우 그 부산물
또는 중간대사체가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거나 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어 원하는 산물의
생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합성 회로에서 일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절 프로모터들이 사용되고 있다 (Da Silva and
Srikrishnan 2012). 조절 프로모터의 사용은 최종 산물생산 과정에 있어서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인자의 첨가에 의해 세포의 성장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회로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절 프로모터를 이용한 전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프로모터의
종류에 따라 유도인자 (inducer)의 첨가 또는 세포성장 시기에 따른 특정 대사산물의
축적이나 영양분 고갈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갈락토오스 대사에 필수적인 GAL4, GAL10 유전자의 프로모터인 GAL 프로모터 (PGAL)가
있다. 이 프로모터는 글루코오스가 존재할 경우 활성이 억제 되었다가 갈락토오스의
첨가에 의해 강한 활성을 나타낸다. S. cerevisiae에서 GAL 프로모터는 핵심 프로모터

상부에 위치한 Gal4 결합부위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조절 시스템은 대사공학적으로
이미 다양한 산물의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Hawkins and Smolke 2006, Hawkins and
Smolke 2008). 하지만 탄소원이 달라짐에 따라 세포 전체의 신호 전달 네트워크도
변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갈락토오스

외에도

말토오스

(maltose)나

수크로오스

(sucrose)같은 당에 의해 조절되는 프로모터들도 알려져 있다 (Park, Shiba et al. 1993,
Finley, Zhang et al. 2002).
특정 영양분에 의해 조절되는 프로모터로는 세포 내 인산 (phosphate) 농도에
의해 조절되는 PHO5 유전자의 프로모터 (PPHO5),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메티오닌
(methionine)에

의해

억제되는

MET25,

MET3

유전자의

프로모터

(PMET25,

PMET3),

글루코오스에 의해 조절되는 ADH1의 프로모터 (PADH1) 등이 있다. CUP1 유전자의
프로모터 (PCUP1)도 조절 프로모터로서 종종 이용되고 있는데, PCUP1은 세포 내 구리
항상성 (copper homeostasis) 유지를 위한 유전자의 프로모터로서 구리 이온의 첨가에
의해 활성이 상향 조절된다. 이 프로모터 역시 상부에 전사 활성을 조절하는 인자의
결합 부위가 존재하여 세포 내 구리 이온의 상태에 따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Koller,
Valesco et al. 2000).
특정 영양분 고갈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세포가 성장하면서 자체적으로
발현이 조절되므로

비싸거나

독성이

있는 유도체를 첨가하는

방식의

프로모터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체 유도 (self-inducing)
프로모터들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다 (Sledziewski, Bell et al. 1990,
Abe 2007). 세포가 성장하면서 받게 되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 산소농도 등 다양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유전자들의 프로모터들이 대사공학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온도변화에 따라 발현이 변화하는 SIR3 유전자의 프로모터(PSIR3), 산소 결핍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DAN1 프로모터 (PDAN1) 등이 대표적 이다. PSIR3는 35℃에서는

프로모터의 활성이 없지만 25℃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활성을 나타내는 프로모터로서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응이 상당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Sledziewski, Bell et al.
1990). 그리고 PDAN1는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 활성이 억제 되고 산소가 고갈되면 유전자
발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Abe 2007). PDAN1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산소 농도를
유지하기 힘든 대용량 공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표1.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조절 프로모터 종류와 특성

3. 이종 프로모터 (Heterologous promoters)
일반적으로 효모에서 대사회로를 구축함에 있어 다른 종의 프로모터는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 다른 종에서 효모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효모에 적용하였을 때 발현 세기가 변화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조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종 프로모터의 사용은 많은 유전자 발현 카세트를 염색체
내에 삽입할 경우 내부 DNA 서열과의 유사성을 피해 원하는 부위로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종 프로모터의 예로 유전자 발현 카세트의 선택적
유전자 표지 (selectable marker)에 이용되는 Ashbya gossypii의 PTEF1이 있다 (Gueldener,
Heinisch et al. 2002). 이러한 이종 프로모터의 사용은 효모 내부 PTEF1의 자리에 카세트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종 프로모터 이용의 또 다른 장점은 효모 내부의 전사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진핵세포에서 강한 발현세기를
나타낸 바이러스성 프로모터인 PCMV (human cytomegalovirus promoter)를 효모에
적용하여 강한 발현을 확인한 보고가 있었다 (Becskei, Seraphin et al. 2001). 하지만
이러한 프로모터는 실험 조건이나 대사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PCMV가 효모 전사 네트워크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조건에서 조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Romero-Santacreu, Orozco et al. 2010). 따라서 효모에서
이종 프로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모터의 조절 특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이종 프로모터뿐만 아니라 이종 프로모터의 특정 조절
부위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프로모터를 구축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4. 프로모터 엔지니어링 (Promoter engineering)
발현 세기와 조절 같은 프로모터의 특성을 최적화 하거나 원하는 대로 변형하기
위해 프로모터 서열을 변경하는 모든 방법을 프로모터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프로모터
엔지니어링은 프로모터 특정 부위의 결실이나 전사인자 결합 부위의 증폭, 다른
프로모터들의 조합을 이용하는 합리적인 방식 (rational method)과 프로모터 전체 혹은
특정 부위에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켜 프로모터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무정향성
방식 (undirected method)으로 구분된다 (Blazeck and Alper 2013).

4.1 내생 프로모터의 변형 (Modification of endogenous promoter)
핵심 프로모터 부위와 상부 조절 요소로 구성되는 효모 프로모터의 모듈 구조는
합리적 방식의 프로모터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합리적 방식의 프로모터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전략은 상부 조절 요소의 수를 변화시켜 프로모터의 특성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형 시키는 것이다.
간단하게 프로모터의 5’ 말단의 조절 부위를 제거하는 것으로도 프로모터의
활성을 변화 시킬 있다. PADH1의 활성은 글루코오스가 고갈되거나 비발효성 탄소원을
이용하여 성장할 때 감소한다. 하지만 프로모터 상부의 약 1,100 bp (-414 부위에서 1,500 bp 까지)를 제거한 PADH1의 활성은 글루코오스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Ruohonen, Aalto et al. 1995). 또한 좀 더 세밀한 조절을 해야 할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스 활성 요소를 핵심 프로모터 상부에 결합시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유형의 조절 부위를 핵심 프로모터 상부에 여러 개 결합하여
다양한 발현세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거나 프로모터 조절의 특성을 변화 시킬 수 있다.
Blazeck은 서로 다른 활성을 갖는 내생 프로모터들의 핵심 프로모터 부위와 발현 세기를
조절하는 여러 상부 활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약한 활성을 갖는 프로모터인 PCYC1을 강한
활성을 갖는 프로모터로 변화 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Blazeck and Alper 2013). 이러한
전략은 PTEF1과 PTDH3와 같이 강한 활성의 프로모터도 약 40~50 %까지 활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프로모터 서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대신에 효모 내의 프로모터
활성 유도인자

(inducer)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프로모터의 활성을

조절하는 연구도 보고 되었다. Napp과 Da Silva는 GAL 프로모터의 유도인자로 사용되는
갈락토오스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모의 갈락토오스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를 제거하여 세포 내 갈락토오스가 소비되는 것을 감소시켜 적은 양으로도

프로모터의 활성을 유지 할 수 있음을 보였다 (Napp and Da Silva 1994).

4.2 하이브리드 프로모터 (hybrid promoters)
하이브리드

프로모터는

내생의

다른

프로모터

혹은

다른

종의

프로모터

일부분들을 결합 시킨 프로모터이다. 이러한 프로모터는 주로 이종의 프로모터 조절
부위와 상동 핵심 프로모터 부위의 조합으로 구축된다. 하이브리드 프로모터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효모 본연의 전사 네트워크에 방해 받지 않는 유전자 조절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프로모터로는 박테리아에서 알려진 tet 작동자
(operator) 서열을 이용한 tet-off/tet-on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효모의 핵심
프로모터 부위와 tet 작동자 서열을 결합한 프로모터로서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의
첨가에 따라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다 (Gari, Piedrafita et al. 1997).
그리고 Purvis는 인간 세포의 안드로젠 반응 서열 (androgen-responsive sequence)과
효모의 구성적 프로모터인 PPGK1의 핵심 프로모터 부위를 결합시켜 만든 하이브리드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안드로젠의 첨가로 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Purvis, Chotai et al. 1991). 그 밖에도 식물의
광수용체와 효모의 GAL 프로모터를 결합하여 어둠 속에서는 활성이 없고 빛에 노출되면
활성을 나타내는 빛 유도 프로모터 (light-inducible promoter)도 개발 되었다 (ShimizuSato, Huq et al. 2002).

그림 3. 하이브리드 프로모터의 구조

4.3 최소화 프로모터 (Minimal promoter)
효모는

각

유전자의

발현을

위해

각각의 프로모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효모에서 대사회로를 구축할 경우 이용되는 모든 유전자는 각각의 프로모터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효모 본연의 프로모터는 그 크기가
박테리아에 비해 거의 10배 정도 크다 (Singh 2014). 따라서 이러한 효모 프로모터의
크기는 합성생물학에서 효모를 이용하는데 있어 커다란 제약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효모의 프로모터 부위에서 핵심 요소들을 구성하여 최소화한 프로모터가
개발되고 있다. Redden과 Alper는 합성생물학적으로 효모의 최소화된 프로모터를 만들기
위해 공통 일치 서열 (consensus sequence)과 전사개시 자리, TATA box로 구성된
최소화된 핵심 요소들과 상부 활성 서열을 각각 합성하여 하이브리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그 활성을 분석하여 가장 최소화되면서도 활성이 강한 효모 프로모터를
만들었다. 이들이 새롭게 합성한 프로모터는 기존의 효모 프로모터와 비교하여 크기가
약 80 % 감소하였지만 그 활성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Redden and Alper 2015).

고찰
최근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이 발전하면서 효모를 유용한 대사물질이나 재조합
단백질을 대량생산하는 플랫폼 균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고기능을 갖춘 효모 균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들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절 기술 중의 하나가 프로모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프로모터만
조절한다고 해서 모든 대사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mRNA 안정성, 번역
활성, 단백질의 이동위치와 활성 등 다른 분자적 수준의 조절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 알려진 프로모터를 최적화하고 맞춤화 하여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은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적으로 효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효모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적
프로모터와 조절 프로모터들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프로모터를 기본으로
하여 맞춤형 프로모터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다른 종의 조절 시스템과 효모 핵심
프로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로모터에서 최근에 보고된 최소화 프로모터까지 다양한
조건에 이용될 수 있는 프로모터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대사공학적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모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 따라서 효모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생물공정 개발을 위해 프로모터 엔지니어링은 필수적이고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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