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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목표
세균이 갖고 있는 DNA의 종류를 알고, 배양된 대장균으로부터 플라스미드를 분리할 수 있다. 또한,
분리된 플라스미드를 전기영동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배경 이론

1) Plasmid
Plasmid는 대장균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환형의 DNA 분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유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유전자는 종종 숙주세균에 의해 보여지는 유용한 특징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생제의 정상적인 독성농도에서 생존하는 능력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plasmid가
세균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생제 저항성은 종종 선별표지(Selection marker)로 이용된다.
모든 plasmid는 복제 개시점(Origin of replication)이 될 수 있는 최소한 한 개의 DNA 염기서열을
갖고 있어서 세포 내에서 세균의 염색체와는 독립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어떤 plasmid는 세균의 염
색체 속으로 자신을 삽입시켜 복제한다. 이러한 plasmid들은 수많은 세포분열 동안 그 염색체 속에서
안정적인 형태로 다음 세대에 유전된다. Plasmid의 크기는 1kb∼250kb 이상까지 다양하다. Plasmid
는 하나의 세균 내에서 1개∼500개 이상의 복제개수 (Copy number)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좋은
클로닝 운반체가 되려면 복제개수가 많은 것이 좋다. 이러한 plasmid의 특징은 유전자 클로닝(Gene
cloning)에 많이 사용된다.(그림 1)

2) 대장균으로부터 Plasmid의 분리
기본적인 원리는 세균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부수고 DNA 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세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염색체 DNA와 plasmid DNA를 구분하여 분리하는 것이다. 이 둘은 모두
DNA이므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염색체 DNA는 상대적으
로 플라스미드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림 1 유전자 클로닝
Plasmid DNA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인 Alkali lysis method를 소개한다. (그림 2)

Alkali lysis method에서 각 solution의 역할
① Solution I : 50mM glucose, 25mM Tris-HCl(pH 8.0), 10mM EDTA(pH 8.0)
글루코스는 용액과 대장균 세포질의 삼투압을 맞추어 준다. EDTA는 세포벽에 박힌 칼슘이나 마그
네슘을 뽑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세포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일차적으로 여기서 세척함으로써 생장배
지의 찌거기를 제거하고 세포벽을 허물기 시작한다.

② Solution II : 0.2M NaOH, 1% SDS
SDS는 비누같은 계면활성제로 지질로 되어있는 세포막을 녹여 무너뜨린다. NaOH는 DNA를 해리
시키는데 DNA의 이중가닥을 한 가닥으로 푼다. 그런데 세균 세포 내에는 plasmid 뿐 아니라 염색체
DNA가 존재하게 되는데 SDS를 처리하면 이것이 갈라져서 엉기게 된다.

③ Solution III : 3M potassium acetate 60ml, 5M Acetic acid 11.5ml
Potassium acetate는 해리된 DNA가 이중가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때 plasmid는 고리
로 얽혀있어 두 Strand의 DNA가 금방 합쳐지지만 염색체 DNA는 너무 크게 엉켜 고농도의
potassium acetate에서는 ssDNA는 엉겨서 침전이 되어 버린다. Plasmid DNA는 침전되지 않고 녹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이것은 나중에 알콜을 첨가하여 침전시킨다.

그림 2 Alkali lysis mehod의 과정

3) 전기영동
(1) 전기영동을 이용한 DNA 분리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전기적 전하나 크기에 의해 전기장을 띤 매질(젤)에서 이동
분리 시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유리판 사이에 젤이 들어 있는 납작한 직사각형 판의 한 끝
에 홈을 만들고 이 홈에 DNA 샘플을 넣는다. 여기에 전극을 걸어 주면 DNA는 인산기로 인해 음전하
를 가지므로 (+)극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길이가 긴 DNA 조각은 젤을 빠져 나가기 어려워 작은 DNA
조각보다 더 천천히 이동하므로 결국 DNA의 길이에 따라 분리된다. 전원을 끄면 젤의 각 통로(lane)
에 여러 개의 띠가 나타나는데, 각 띠는 일정 크기의 DNA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2) 전기영동의 응용
전기영동은 핵산이나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생체 고분자를 성질이 다른 것끼리 분리하거나 정제하
거나 분석하여 이들의 성질이나 분자 구조를 연구하는데 이용한다. 분자들의 이동 속도는 그 분자가

그림 3 전기영동 Gel에 로딩하는 법과 전기영동장치
이동하는 지지체내의 전기장의 크기, 그 분자량의 크기나 모양, 지지체 용액의 점도나 산성도, 지지체
의 전해질의 농도와, 지지체의 물질 종류, 시료의 전하의 크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DNA를 분리 할 때 갖는 개수의 염기쌍을 가진 DNA라도 그 모양이 선모양이거나 둥근 고리 형
이나 끊어진 고리 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다르면 지지체 위에서 각각 다른 이동 속
도를 보이게 된다. (그림 4)

그림 4 전기영동 후 Detection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DNA
대부분의 plasmid는 세포내에서 supercoiled circular DNA로 존재하며 이러한 supercoiling은
plasmid replication 과정 중에 topoisomerase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plasmid DNA 가닥에 손상된 곳
이 없을 때 covalently closed-circular(CCC) DNA를 형성하며 반대로 두 가닥 중 어느 한 가닥의
DNA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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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ircular(OC) DNA라 한다. 고등생물의 DNA는 linear form을 가지며 부분적으로 supercoil을 형
성하고 있고 하등동물의 (특히 미생물) DNA는 circular form으로 supercoiling되어있다. 이러한
supercoil은 극히 작은 cell내에 엄청나게 긴 DNA를 넣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DNA의 coiling 상태
에 따라 DNA를 변성시키는 자극에 대한 민감도에 차이가 난다. 즉, plasmid와 같이 supercoiling 정
도가 심한 경우에는 linear DNA 보다 열, 알카리 등에 의한 DNA 변성이 덜 일어날 것이다. 본 실험
과제는 대장균으로부터 plasmid DNA를 분리하는 실험이다. 우리는 약 4,000,000 염기 쌍을 가진 숙
주 DNA (host chromosomal DNA)와 약 4000 염기쌍의 plasmid DNA를 지닌 대장균을 사용할 것이

다. 물론 이들은 둘다 원형이지만 DNA를 분리하기 위하여 세포를 파괴할 때 숙주 DNA는 물리적 충
격(보통 shearing force)에 의해 잘려져 대부분이 20,000 내지는 50,000 bp의 linear 형태의 DNA가
된다 (4,000,000 bp 의 DNA를 아무런 손상 없이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하지만, plasmid는 크기
가 작기 때문에 보통의 실험 조건에서 intact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plasmid는 세포당 한 copy
로 존재하는 숙주 DNA와는 다른 독립된 복제조절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세포내에서 수백 내
지는 수천 copy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highly supercoiled된 상태이다. 이러한 plasmid 물리
적 성질들은 실험실내에서 손쉽게 숙주 DNA의 오염 없이 plasmid DNA를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한다.

3. 실험 재료 및 기구
대장균 배양액,
Solution I, II, III, 70% 에탄올, 100% 에탄올 ==> Plasmid DNA miniprep S&V kit를 사용
원심분리기, 전자저울, 전기영동 장치, hot plate, UV detector, 피펫 & 피펫팁,
1.5 micro tube, Agarose, TAB buffer, DNA Size marker, 6X loading dye solution, gel red,
메스실린더, 삼각플라스크, 유산지, 약수저, 라텍스장갑, 목장갑, 킴와이프스

4. 실험 방법
1) plasmid 분리
① Plasmid를 갖고 있는 대장균을 액체 배지에 배양하여 준비한 후, 원심분리하여 배지(상등액)를 제
거하고 가라앉은 대장균(Pellet)을 준비한다.

② P1 buffer 250ul 첨가하여 충분히 현탁한 후 1.5ml microtube로 옮긴다
Note) 세균이 충분히 현탁되지 않으면 최종 plasmid 수율이 떨어질 수 있음.

③ P2 buffer 250ul 첨가 후, 푸른색 P2 buffer가 균일하게 잘 섞이도록 원심튜브를 4~6회 가볍게
inverting한 후 5분간 정치시킨다.
Note) 과도한 교반(vertexing 또는 pipetting)으로 genomic DNA가 심하게 shearing되면 최종 정제
산물에 genomic DNA함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

④ P3 buffer 350ul 첨가 후 즉시 4~6회 가볍게 inverting하여 푸른색 지식약이 무색으로 변하도록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중화 시킨다
Note) 과도한 교반(vertexing 또는 pipetting)으로 genomic DNA가 심하게 shearing되면 최종 정제
산물에 genomic DNA함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

⑤ 상온에서 13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⑥ 상층액 750ul를 collection tube가 장착된 binding column으로 옮긴다.

⑦ binding column-collection tube를 13000 rpm으로 30~60초간 원심분리한 후, collection tube상
의 통과액(flow-through)을 버리고 binding column을 다시 collection tube에 장착한다.

⑧ PW buffer 750ul 첨가하여 상온에서 13000rpm으로 30~60초간 원심분리한 후, collection tube상
의 통과액(flow-through)을 버리고 binding column을 다시 collection tube에 장착한다.

⑨ binding column상의 잔류 PW buffer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상온에서 13000rpm으로
1분간 원심분리한다.
Note) 에탄올이 첨가된 PW buffer가 binding column에 잔존할 경우 DNA의 회수율 저하 및 효소
반응 저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2분까지 원심분리 시간을 연장함.

⑩ binding column을 새 1.5ml microtube로 옮긴다.

⑪ 50ul EB buffer를 binding column 내부 membrane 전면에 흡수되도록 떨어뜨리고 1분간 상온에
대기 후 1분간 원심분리하여 plasmid DNA를 회수한다.

⑫ 분리한 Plasmid DNA를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한다.

2) 전기영동
① 1% agarose gel을 만든다.
: 삼각플라스크에 1%가 되게 agarose를

TAE 완충용액에 넣고 hot plate에서 녹인 후 DNA염색

시약 (gel red)을 넣고 흔들어 섞어준다. 콤이 꽂아진 gel 틀에 붓고 gel이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

② 굳은 gel을 전기영동 장치에 넣고 겔의 홈이 잠길 때까지 1X TAE buffer를 붓는다.
주의) DNA는

“-”전극에서 “+”전극으로 이동하므로 홈의 방향이 “-”전극쪽으로 오도록 gel을 놓

는다.

③ 새 1.5ml

microtube에 분리한 plasmid DNA 20ul와 6X loading Dye Solution 4ul를 넣어 전기영

동 시료을 만든다.

④ ②에 준비된 홈에 전기영동시료(③)를 조심스럽게 넣는다. (이때 size marker 5ul도 맨 앞 홈에 넣
어준다)

⑤ gel을 100~150V로 전기영동한다. dye가 gel상에서 빠져 나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결과는 UV light를 쬐여 band를 확인한다.

5. 실험 결과 및 고찰

1) Plasmid DNA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Solution I(P1), II(P2), III(P3)를 넣었을 때의 상태를
적어보고 각 Solution의 역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2) 전기영동을 하고 난 뒤에 Plasmid DNA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고 Plasmid DNA를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형태의 Plasmid가 분리 되었는지 예상해 보자.

고찰이란?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얻었을 때,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가 좋던 나쁘
던 관계없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생각하여 기재하고, 실험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 실험과정과 결과를 이용하여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6. 토론
Plasmid의 기능과 제한 효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재조합 DNA기술이 생명공학의 주요
부분으로 현재 아주 빠르게 개발, 성장하고 있다. 생명공학이라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
만,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한정지어 볼 때, 분자수준에서 살아 있는 생물체를 조작하여 유용한 생산물
을 만드는 공정을 의미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 농학 및 산업의 발달에 어떤 기술로 응용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

7. 실험 후 느낀 점 및 배운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