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있는 세포로 DNA의 도입



클로닝의 주요 목적

한정된 양의

출발 물질로부터

다수의 재조합

DNA 분자 형성



클로닝의 주요 목적

1. Ligation되지 않은
벡터 분자

2. Ligation되지 않은
DNA 단편

3. Self-ligation된
벡터

4. 잘못된 재조합
DNA분자

5. 1-4를 제거



클로닝의 주요 목적

Self-ligation된 벡터

분자와 잘못된 재조합

플라즈미드 제거



형질 전환

플라즈미드의 도입과 안정한 유지는 플라즈미드
가 지닌 유전자의 발현 관찰로 검출

pBR322의 유전자적 특징

1. β-lactamase 효소에 해당하는 유전자

2. Tetracycline을 해독시키는 효소에 관한 유전자

Ampstets에서 ampRtetR로 형질전환

→  pBR322검출



반응능 대장균 세포

몹시 찬 염용액에 담근
대장균 세포가 담그지
않은 세포보다 DNA도입
을 효과적으로 수행

반응능 박테

리아 세포에
의한 DNA의
결합과 도입



형질 전환된 세포의 선택

플라즈미드가 지닌
선별 표식자 사용

Ampicillin 혹은
tetracylnine을 포함
하는 아가배치에 평판
배양함으로써 pBR322 
플라즈미드를 포함하는
세포의 선택



형질 전환된 세포의 선택

평판배양전에 37℃   
1시간 항온처리가 선택
배지 에서 형질 전환체
생존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박테리아가
항생제저항효소의 합
성에 시간을필요로함



삽입 비 활성화

1. 재조합되지 않은 벡터
분자는 숙주세포가 생성물
을 만듦

2. 재조합 분자는 삽입되
어 불활성화한 유전자에
의해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삽입 비활성화

삽입된 DNA에 의해 기
능을 상실한 pBR322

새로운 DNA 단편의 삽입
전에 벡터를 절단하는데
사용할수 있는 독특한 제
한효소 절단부위가 존재



pBR322 재조합체의 선별



클로닝 벡터 pUC8

BamHI 제한
부위를 갖는
lac Z 유전자가
특징임

제한
효소



LacZ’의 삽입 비활성화 원리

β-galactosidase
는 lactose를
glucose와
galactose로 분해

β-galactosidase
의 존재 혹은 부재를 검
사하는 방법으로 lac 
선택이라 부르는 방법



박테리아 세포로
파아지 DNA의 도입

λDNA중 cos가
망가지면 단백
질을 만들지만
완전한 형태는

아님

결손 λ파아지는 cos 
부위에서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어서 파아지
복제 동안에 인식되지
못함

파아지 피막 단백질의
구성성분중 하나에 대
해 유전자내에 돌연변
이 지님

다른 모든 피막 단백질
유전자의 생성물이 축적



박테리아 세포로
파아지 DNA의 도입

생체외 조립 혼합물은
두 세포의 배양 용해질
을 합하며 생산 가능

하나는 λD 균주에
감염되며

다른 하나는 E- 균주
에 감염



박테리오 파아지 plaque

투명층
형성

불투명층
Plaque형성



재조합 파아지의 확인

몇 개의 λ벡터뿐만
아니라 모든 M13 클
로닝 벡터도 lacZ’ 유
전자의 복사체를 운반

여러가지 형태의 λ클로
닝 벡터는 cI 유전자예
독특한 제한부위를 가지
고 있다



재조합 파아지의 확인

Λ파아지는 P2파아지
의 삽입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 세포를 감
염시킬 수 없다

성숙된 파아지 입자로 λ조
립방법은 37과 52kb
사이의 DNA분자만을
머리구조로 삽입시킨다.



비박테리아 세포의 형질전환

CaPO4

세포벽이 두꺼워 동물세포보다
삽입이 힘들다



비박테리아 세포의 형질전환

예) 시험관 아기

(불임여성)

표면에 DNA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