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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 프로티옴 변화 특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proteomics 기법을 이용한 해조류의 방사선 조사 영향 규명 및
활용성 제고 기반 연구
- 방사선에 의한 proteome 변화 규명
- 해조류 유래 신규 기능성 소재 개발 기반 자료 확보
- 방사선을 이용한 해조류 육종 기반 자료 확보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1970년대 연
평균 해조류 생산량은 180만톤 이었으며 1993년 700만톤 그리고
2001년에 800만 톤을 생산
○ 우리나라는 연간 50만톤 정도 생산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
위
○ 해조류는 육상 생물과는 달리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 환경에
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의 대사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
○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개발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시작하고 있는 기술적 시작 단계임
○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해조류의 육종 방법으로는 원하는 생산성
을 갖는 균주의 개발이 어려우며, 아직까지 방사선을 이용한 해조
류 육종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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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는 해조류로부터의 유용
성분의 추출이나 가공적성 공정이 대부분으로 해조류에 관한 원천
적인 연구가 필요
○ full genome sequencing 연구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서는 유전자 발현 이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단백질의 생리적 기능
파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음
○ 따라서 proteomics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의 영향
연구가 필요
❑ 경제․산업적 측면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계 8대 해양국의 하
나로 해양자원이 풍부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조류는 주요
수출 자원 중의 하나임
○ 미국국가연구위원회와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매년 해양약물 연구개
발로 각각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음. 또한 NIH의 해양약
물연구기금 역시 11% 증가(합성약물연구수준에 버금). 일본 해양생
물기술연구원과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는 매년 1억 달러의 경
비를 투자
○ 따라서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자원
을 이용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
❑ 사회․문화적 측면
○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자원을 이용
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
○ 해조류와 같은 해양자원은 최근 well-being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
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소재로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
고 있음
○ 최근 수산 어획량의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관련 상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 시급한 실정임
○ 해조류 양식 및 균주 개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원천기술은 전무한 상태
○ 최근 들어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큰 사회적 관심
이 되고 있음. 해조류를 이용할 경우 또 다른 환경 오염원인 CO2
를 고정화하여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육상 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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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빠른 성장 속도를 갖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을 것으
로 예측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에 의한 해조류의 성장 및 사멸률 연구
- 해조류의 종류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성장 및 사멸률 영향 연구
- 방사선의 선종에 따른 해조류의 성장 및 사멸률 변화 연구
○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연구
- 해조류의 종류에 따른 방사선의 proteome 변화 연구
- 방사선 선종 및 선량에 따른 해조류의 proteome 변화 연구
○ 방사선에 대한 해조류의 대사산물 변화 연구
- 방사선 조사에 따른 대사산물 분석
- 유용성분 및 다당류 성분의 변화 탐색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에 의한 해조류의 생장 및 사멸률 측정
- 해조류 9종에 대한 생장율 측정 및 FDA 염색법 확립
- 해조류 8종에 대한 방사선에 의한 사멸률 측정
○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연구
- 5종의 해조류에 대한 2D-electrophoresis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proteome 변화 분석
- 방사선 조사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의 MALDI-TOF
MS분석을 이용한 신규 단백질 동정
- 방사선 조사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의 full length cDNA
sequence 확인
- 방사선 조사에 대한 단백질 발현과 mRNA transcription level 영향
비교
○ 방사선에 대한 해조류의 대사산물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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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된 해조류의 항산화능 측정
- 해조류 추출물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항산화능 영향 평가
- 방사선 조사에서 얻어진 돌연변이종의 성장 및 항산화능 평가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단순히 식용으로만 한정되어있는 해조류의 응용범위를 넓히고, 현재 이
루어지고 있는 유용물질의 추출 효율의 증대나 새로운 물질의 탐색을
위한 원척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임
○ 해조류 연구로부터 다양한 유전체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조류 이용 바이오연료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높은 당함량의 해조류나 높은 함량의 지방산을 축적할
수 있는 해조류의 육종이 가능할 것임
○ 해조류의 탐색이나 분리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른 해조류의 대사 변화
를 연구한다면 해조류를 이용한 유용물질 생산을 개선시킬 수 있음
○ 해조류의 방사선의 방어 기작이 밝혀진다면 해상생물에서 육상생물로
진화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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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Study on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algae by proteomic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adiation on the algae using proteomics
and study the basic research for the application
- Definition of the change in proteome by irradiation
-

Obtaining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compounds from algae
- Preparing the basic data for genome breeding of algae suign
radiation

2. Justification of the Project
❑ Technological aspects
○ The production amount of seaweed is increasing: 1.8 MT in 1970, 7
MT in 1993, and 8 MT in 2001
○ The production amount in Korea is about 0.5 MT and is ranked at
3rd after China and Japan
○ The amount of seaweed is about 18% in marine products
○ Algae was grown in the environment not exposed to radiation, and
the effect of radiation on the metabolism of algae needs to be
investigated.
○ Recently, there is growing attention on the bio-fuel using algae
and the related study is beginning.
○ There was no efficient mutation technology of algae, and radiation

- v -

technology ca be the best way for genome breeding algae.
○ After full genome sequencing of several strain,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funding on the functional and physiological studies of
proteins.
○ Therefore, the proteomic study of algae by radiation is being
necessary.
❑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Korea is surrounded by ocean in 3 faces and has lots of sources
from ocean. Algae is one of the main exports.
○ In United States, more than 50 million dollars is being invested for
the development of drug from ocean. Also, more than 100 million
dollars is funded for the R & D of ocean products in Japan.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research and industry of
ocean products in Korea.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There needs to prepare th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ocean
industry in Korea.
○ Algae is attracting attention of customers as well-being items and
being investigated in research institutes.
○ Recently, the amount of fishery industry and the income of fishers
is declined downward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easure
for the protection.
○ The production of bio-fuel using algea is growing social issue and
government id preparing the policy for investment.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Study on the effect of radiation on the growth of algae
- Radiation sensitivity of algae depending on the species
- Radiation sensitivity of algae depending on the source type
○ Investigation on the change of proteome of algae by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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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the changes in proteomes by radiation in different species
- Effect of radiation dose and sourrce type on the proteome changes
○ Effect of radiation on the metabolites in alges
- Analysis the changes of metabolites by radiation
- Searching the valuable compounds and defining its functionality

IV. Results of the Project
○ Determination of radiation sensitivity of algae by radiation
- Establishment of the method monitoring the growth and FDA
staining method
- Determination of radiation sensitivity of 8 different algae species
○ Investigation of the changes in proteomes in algae
- Analysis of proteomes of 5 different species using
2D-electrophoresis
- Isolation of specific proteins expressing depending on the radia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proteins using MALDI-TOF MS analysis
- Identification of full length cDNA sequence of radiation specific
proteins
- Comparison of protein expression and mRNA transcription level by
radiation
○ Measurement of metabolites in algae by radiation
- Analysis of antioxidant activities of irradiation algae
- Evaluation of the effect of radiation on the antioxidative activities
- Obtaining the mutant species and assaying its growth and
antioxidative activity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 Enlarging the application area of algae restricted in foo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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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iving the new chance for the identification of new biological
compounds in algae
○ Procuring the new genome resources from algae
○ Giving the new genome breeding method of algae using radiation
and contributing in the study of algae for bio-fuel
○ Improvement of biomaterials from algae by changing the growing
conditions like radiation
○ Supporting the evolutionary information from ocean life to lan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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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1970년대 연평균 해조류
생산량은 180만톤 이었으며 1993년 700만톤 그리고 2001년에 800만 톤을 생산하였
다. 우리나라는 연간 50만톤 정도 생산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국내 해조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8%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생육 해조류는 총 753종으로 이중 녹조류 98종, 갈조류 166
종, 홍조류 489종가 보고되어 있다.

Fig. 1.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해조류는 육상 생물과는 달리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의 대사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해

조류는 최근 바이오연료로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에 필요한 탄소원 및 바이오디젤
원료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
이오 연료의 개발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시작하고 있는 기술적 시작 단
계에 불과하다. 해조류는 육상 식물보다 이산화탄소의 고정량이 많으며 성장 속도
가 빠르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육상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기술은 곡식류의 공급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 바이오에너지는 현 정부의 녹색 성장의
중점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해조류의 육종 방법으로는 원하는 생산성을 갖는 균주의
개발이 어려우며, 아직까지 방사선을 이용한 해조류 육종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방사선 조사 기술은 돌연변이 육종, 기능성 증진, 유용성분 추출 효율의
증대에 활용되고 있어 해조류에도 본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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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는 해조류로부터의 유용 성분의 추출이
나 가공적성 공정이 대부분으로 해조류에 관한 원천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genome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총체를 의미하는 proteome을 다루는 분야로 일컬
어지는 proteomics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full
genome sequencing 연구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발현 이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단백질의 생리적 기능 파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
다. 따라서 proteomics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의 영향 연구가 필요하
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계 8대 해양국의 하나로 해양자원
이 풍부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조류는 주요 수출 자원 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해양생물자원을 소재로 한 해양 BIO 산업은 높은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다.

양식
의약용해양신물질
효소
방어제
세포배양
총시장 규모

2000
$10
$34,000
$1,500
$2,000
$0
$37,510

2005
$12,500
$245,000
$3,750
$10,000
$70,000
$341,250

2010
$23,200
$562,000
$9,375
$20,000
$113,750
$728,325

년평균성장률
13%
18%
20%
15%
10%
17%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미국국가연구위원회와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매년 해양약물 연구개발로 각각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NIH의 해양약물연구기금 역시 11% 증가(합성
약물연구수준에 버금). 일본 해양생물기술연구원과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는 매
년 1억 달러의 경비를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또한, 최근 들어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계,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해조류 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조류 연구는 유용물질의 추출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조류의
대사에 관한 원천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해조류와 같은 해양자원은 최근 well-being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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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받는 소재로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산 어획
량의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관련 상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
정임을 고려할 때 해조류에 관한 연구는 수산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해조류 양식 및 균주 개량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원천기술은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큰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해
조류를 이용할 경우 또 다른 환경 오염원인 CO2를 고정화하여 바이오 연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다른 육상 식물들에 비해 빠른 성장 속도를 갖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생산원으
로 인식되고 있다.

Fig. 2. 해조류의 CO2 흡수율과 바이오연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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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해조류의 기능성 증진 및 산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 접근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개발로 자체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조 다당류인 fucoidan,
porphyran 등의 추출 및 정제 연구와 조추출물의 항혈전, 항암, 콜레스테롤 감소효
과 및 항산화 효능 등 기능성 연구가 초기 수준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해조류의
영양 성분, 핵산관련성분 및 미네랄 성분에 관한 연구 등은 다수 보고 되고 있다.
또한 해조류를 이용한 수중 중금속 생체흡착에 관한 연구 일부 수행중에 있다.
Fucoidan의 항혈전 효과 및 항암효과에 대한 mechanism을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
가 진행 중에 있으며, Fucoidan의 암세포에 대한 apoptosis를 일으키고 면역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 발견과 위에 궤양과 위암의 원인이 되는 Helicobacter pylori 균
이 위세포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보고되어 있다. 또한, 해초다당류와 올리고
당의 유산균에 대한 생육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유럽 등도 해조로부터 생리활성 탐색 연구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해양생명공학을 21세기 생명공학 과제로 선정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해양생명공
학관련 10억불 규모의 집중 투자하였다. 유럽의 경우에는 EU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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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개

미국
-

일본

발

동

향

케네디 정부부터 해양 10개년 계획 추준(1996)
4대 BT과제(해양, 생명공학, 농업, 환경, 생산공정)로 선정하여 지원
NOAA Program 수행 (National Sea Grant College Program)
NSF, 하와이대학에서 MarBEC을 설립하여 유용물질 생산 추진
현재, 100여개 해양 바이오벤처가 활동 중
실적: 해양에서 200여 건의 신약물질 특허화
국가예산 1억 3천만$(1999) 투자: NIH 1억$, NSF 1천 2백만$, NOAA 1
천만$, ORN 560만$, DOI 2백만$ 등)

- 海洋生命工學硏究所(Marin Biotech Inc: MBI): 연구 주도 (연간 15.8억 엔)
- 海洋科學技術센터(JAMSTEC): 심해 프런티어연구(10년간 500억 엔 투자)

- EU: 유럽 해양 바이오 산업 활성화 계획 작성
- 프랑스: 해양연구소(FREMER) 주도로 심해 생태계 조사 및 심해 열수 미
생물의 분리와 유용물질 발효, 생산(효소, 다당류, 생리활성물질 등)
유럽
네덜란드:
산학연
협력연구기관인
STT에서
OFSEMO
Project(20010-2003) 추진. 북해 델타지역에 Aqua-Production Park 종성
(식사료, 에너지, 고부가물질의 생산 및 이산화탄소 재이용 연구)
호주

- 동남아 국가들과 연합으로 다양한 기능성 물질 연구 생산
- CSIRO, AIMS, New South Wales Univ. 등이 연구 주도

- 8.9차 5個年計劃(1991~2001): 해양생물에서 신물질 개발, 양식기술, 해양 생
태계 보호기술, 적조 방지 연구
중국
- 海洋發展 863프로그램 및 海洋生物工學 819프로그램: 해양생물의 양식과
육종, 내연성 식물 개발, 의료용, 생리활성물질 개발 중

가장 앞선 미국의 경우 National Sea Grant College Lae(1996)를 재정하여 해양
대기청(National Oceanic & Atmosperic Administration: NOAA)의 주도로 30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7년간(1995~2002) 8,600만
$를 투자하였으며, NOAA의 중점 투자 분야는 수산과 양식(3,000만 $), 천연물질
개발(2,600만 $), 수질요염 방지 대책(1150만 $) 등으로 최근에는 해양 환경공학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형해조류를 양식하여 다시마, 김, 미역, 톳 등을
식용으로 이용하였으나, 최근 다시마는 아르긴산원료로, 홍조류는 가라기난원료로
추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녹조류를 이용하여 2010년까지 화력발전소에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안과 갈조류(Macrocystis)가 방출하는 메탄가스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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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갈조류에서 추출한 아르긴산 및 유황함유 후코이단
(Fucoidan) 음료가 이미 상품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해양개발 863 프로그램과 해양생물공학 819 프로그램으로 해양 바이
오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해양생명공학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개발 주제

목적

및

내용

대표적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생물발견 및 탐사 해양생물의 추출물로부터 유용화합물 탐색
일본, 독일
양식종의 유전적 신진대사를 이해하는 연구를 프랑스,
수산생물종의
통한 건강, 증양식, 수확량 제고 및 형질의 개 오스트레일리아
유전체 연구
노르웨이
선
식품안정성

패류 및 어류 유래의 인체 병원균과 기타 위해 미국,
성 검출 및 그것들의 발생제어 방법개발 등
오스트레일리아

환경연구

환경의 질, 생산총량, 어류와 인간의 안전성을
미국,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진단방법 개발 및 해양환
오스트레일리아
경을 이해 하기 위한 연구
자료 : 과학기술부, 2007 생명공학백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해조류에 이용한 예로는 식품/
천연자원을 재활용 및 장시간, 고가의 처리공정을 단축시켜 분해물을 얻어내거나
기능성 소재를 생산․추출하는 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식품
및

제약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알긴산

올리고당은

알긴산의

depolymerization에 의해 제조되나, 제조 시 용해시간이 길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점도 특성을 나타내 산업적 이용이 제한되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 분해는 빠르기는 하지만 수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산 폐기물처리와
같은 문제가 있으며, 효소 분해법은 분해가 쉽게 조절되며 반응물의 화학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응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상업적
이용에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결과 고기능성 저점도 알긴산 올리고머를 효과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키토산은 여러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분자 물질로 수용성이
매우 낮아 산업적 응용이 제한되므로, 키토산 추출수율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해 방
사선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분자량 및 점도가 감소된 저분자 키토산 제조기술을 개
발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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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로 버려졌던 멍게껍질로부터 식이섬유의 추출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 기술이 활용된 바 있다.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이섬유
는 식품 또는 가공제품의 점도 증강, 수분보유능력 향상 및 생리적 기능성 부여 등
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 (주)건국우유에서는 이를 기능성 식
품 신소재로 요구르트에 첨가하여 생산․시판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에 의한 해조류 대사 변화에 관한 연구 및 방사선을 이용한 해조류
의 원천 기술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진행 중인 바이오연료 분양에서 육상식물에서 당을 얻
어 배양을 통해 바이오에탄올을 얻거나 식물로부터 바이오 디젤을 얻는 것은 곡류
의 가격 급등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따라서, 새로운 탄
소원으로서 해양의 해조류를 이용하려고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해조류는 육상
식물보다 성장속도가 빠르며, 높은 밀도로 배양이 가능하며, 또한 단위 배양 면적당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양이 육상 식물복다 높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기질 생산
과 이산화탄소의 저감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아직까지 해조류의 균주 육종이나 환경에 의한 대
사 변화와 같은 기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해양대, 미쯔
비시(三菱) 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미쯔비시 중공업이 참가한 연구그룹이 양식해조
류에서 석유대체연로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을 대량생산하는 구상을 제안하
였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 옥수수 등 식물을 원료로 생산되고
있는데, 해조류를 발효시켜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있었으나 실행에 이르지는 못한
실정이다. 연구그룹은 일본 내에 1만㎢의 양식어장을 설치하여 연간2천만㎘의 바이
오에탄올을 해조류에서 생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정부도
2030년도에는 일본산 바이오연료를 600만㎘ 생산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이번 구
상이 목표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원 전기영동 방법은 여러 조건에서 proteome의 발현수준을 탐지하기 위해 오
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기술로 단백질들을 먼저 isoelectric focusing으로 일차적으로
분리한 후 직각 방향으로 SDS-PAGE 를 걸어 단백질들의 분자량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LC와 Mass를 on-line으로 연결하여, 자동화 및 대량의

proteome 분석결과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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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전기영동과 MALDI-TOF.

1990년대 후반부터 2차원 전기영동(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2DE)의 분석
과 MALDI-TOF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 등 질
량분석장비에 의한 단백질의 분석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게놈프로젝트처럼, 단백질 구조 연구와 프로티오믹스 연구에도 미국 국립보건
원(NIH)과 생명공학회사 간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
다. X선 결정 분석기술의 발달로 한 단백질의 구조결정에 수년이 걸리던 것이 이젠
수 주 이내로 짧아졌으며 사이릭스(Syrx)와 같은 회사는 초고속 자동화 장비 개발
을 진행 중이다. 이미 프로티오믹스를 연구 표적으로 선언한 셀레라 지노믹스는 1
억∼5억 달러(1100억-5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향후 5년 안에 약5천 개의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국립보건원도 시범과제 6건에 5년
간 총1억 달러(약11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미 국책 프로티옴센터를
건립 중인 독일과 일본도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단백질 발현의 정량적인 분석으로 약물(peroxisome prolirerator, retinoic acid) 의
영향과 세포에 대한 독성을 연구할 수 있다. 특히 티이레놀과 같은 진통제성분으로
씌이는 acetaminophen 의 간독성이나, poly-lactic acid 의 임파세포 독성 및 페니실
린과 알부민과의 결합,

src SH domain 과 결합하는 저해제 연구, 네오마이신의

aminoglycoside 와 HIV Tat 펩타이드-TAR RNA 간의 결합도 프로테오믹스로 분
석하는 기법이 보고되어 있다. MS와 연결된 단백질 분리방법으로는 단백질을 파괴
하지 않고 이온화시키는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n(MALDI) 방법
과 Electrospray Ionization(ESI) 방법이 Time-Of-Flight(TOF) MS와 함께 사용됨
으로써 펩타이드와 단백질 같은 생체고분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해조가공산업은 낮은 기술성 및 규모의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단순 가공산업에 불과하다.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을 위한 해조류의
개발은 high-tech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지원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의 풍부한 해조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산업화는 국가적인 전략산업

- 8 -

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해조류를 이용한 식품, 의약품 및 산업용 소재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미이
용 해조자원의 이용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미미한 상태로 전략적으로 해조자원
을 이용한 식품, 의약품, 산업소재산업은 앞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해양생물 활성물질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아 직접적으로 응용하기 어렵다. 현대
생물기술을 이용하여 생물활성물질을 생산하는 해양생물을 인공번식, 세포배양, 발
효, 생물합성 등을 연구하여야만 약물자원과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
으며 해양약물의 산업화가 가능하다. 해양생물의 약용유전자를 생산하는 해양생물
혹은 해수양식생물을 이용하여 약물유전자의 발현을 이용하여 우수하고 양이 풍부
하며 저렴한 약물을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 있는 해양생물활성물질에 대한 유
전자를 분리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육상 생물과는 달리 해양 생물의 방사선 영양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유용 물질 생산의 개선을 위한 방사선 응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조
류의 사멸률에 관한 기본 자료가 없으며, 육상식물 및 미생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 균주개발을 해조류에 응용한 선례가 없다.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는 일정한 안전 규격을 갖춘 연구소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학
연기관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물의 원천적 연구를 위한 genomics, proteomomics 연구가 필요가
필요하며, 특히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단백질의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는
proteomics 분야의 응용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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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종별 조류의 생장율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Spirogyra varians, Zygnema cruciatum, Zygnema sp.,
Chlorococcum

sp.는

공주대학교로부터

분양받았으며

미세조류

Chlorella

protothecoides, Botryococcus braunii, Scenedesmus dimorphus, Chlamydomonas
reinhardtii, Neochloris oleoabundans는 UTEX(UTEX, University of Texas, USA)
로부터 분양 받았다. 각 조류는 최적 배양액(medium)에 하에서 실내 배양되었다.
이들은 20℃, 12:12h LD cycle, 형광등(>20 mol photons m-2 s-1)의 배양 조건이 자
동으로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되었다.
각 종별 최적 배양액은 참고문헌과 UTEX's recipe를 참고 하여 제조하였다. 각
종별 최적 배양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배양액의 조성을 표로 나타내었다 (Jordan
and Thomas 1997).

Table 1. 본 연구에 사용된 해조류.

Species

From

Medium

Spirogyra varians

Kongju Univ.

BBM medium

Zygnema cruciatum

Kongju Univ.

BBM medium

Zygnema sp.

Kongju Univ.

BBM medium

Chlorococcum sp.

Kongju Univ.

BBM medium

Chlorella protothecoides UTEX No. 25
Botryococcus braunii
Scenedesmus dimorphus
Chlamydomonas
reinhardtii

Proteose medium

Modified bold 3N
medium
Modified bold 3N
UTEX No. 746
medium
UTEX No. 572

UTEX No. 90

Reference
Phycological
1963
Phycological
1963
Phycological
1963
Phycological
1963

studies,
studies,
studies,
studies,

UTEX's recipe
UTEX's recipe
UTEX's recipe

TAP medium

UTEX's recipe

Neochloris oleoabundans UTEX No. 1185 TAP medium

UTEX's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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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각 배양액의 조성.
BBM Medium

Proteose Medium

TAP Medium

Modified bold 3N medium

250mg/L NaNO3

250mg/L NaNO3

242mg/L C4H11NO3

250mg/L NaNO3

75mg/L K2HPO4

25mg/L CaCl2·2H2O

10.8mg/L K2HPO4

25mg/L CaCl2·2H2O

5.6mg/L KH2PO4

75mg/L MgSO4·7H2O

175mg/L KH2PO4

75mg/L
MgSO4·7H2O

11.42mg/L H3BO3

75mg/L K2HPO4

50mg/L NaNO3

75mg/L K2HPO4

50mg/L EDTA

175mg/L KH2PO4

10mg/L MgSO4 7H2O

175mg/L KH2PO4

31mg/L KOH

25mg/L NaCl

5mg/L CaCl2 2H20

25mg/L NaCl

75mg/L MgSO4 7H2O

1000mg/L Proteose
Peptone

50mg/L EDTA

1mg/L (NH4)6Mo7O24
4H2O

4.5mg/L
Na2EDTA·2H2O

11.4mg/L BO3H3

0.58mg/L FeCl3·6H2O

1.44mg/L MnCl2 4H2O

22mg/L ZnSO4 7H2O

0.25mg/L MnCl2·4H2O

8.82mg/L ZnSO4 7H2O

5.6mg/L MnCl2 4H2O

0.03mg/L ZnCl2

0.71mg/L MoO3

1.61mg/L CoCl2 6H2O

0.012mg/L CoCl2·6H2O

1.57mg/L CuSO4 5H2O

1.57mg/L CuSO4 5H2O

0.49mg/L Co(NO3)2
H2O

1.1mg/L (NH4)6Mo7O24
4H2O

25mg/L CaCl2 2H20

31mg/L KOH

25mg/L NaCl

5mg/L FeSO4 7H2O

5mg/L FeSO4 7H2O

0.024mg/L Na2MoO4
2H2O
0.5tsp Green House
Soil
0.005mg/L CaCO3
12mg/L HEPES buffer
(pH 7.8)
0.000135mg/L Vitamin
B12
0.025mg/L Biotin
1.1mg/L Thiamine

Filamentous algae(Spirogyra, Zygnema)의 경우 세포의 composition 조사에서
33~64%의 높은 carbohydrate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들 종의 경우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광합성 산물을 엽록체 주변에 집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대량 배양을 통한 충분한 bio-mass 확보가 가능하다면 다당류를 이용한
bio-ethanol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용성분 추출 연구에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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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가 있다.
Chlorococcum sp.의 경우 carotenoid composi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종
의 경우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존의 pigment composition을 변화시켜 세
포의 색이 거의 붉은 색에 가까워진다. 즉 스트레스에 의한 carotenoid composition
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항산화제인 astaxanthin의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슷한 경우로 Dunaliella는 salt 스트레스에 의
해 carotenoid composition이 변하며 이 상태의 세포는 algal powder로 만들어 상업
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Chlorella의 경우 세포의 composition 조사에서 51~58%의 높은 protein을 함유하
고 있으며 이런 세포학적 특성을 이용해 건강보조제로 사용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Chlorella protothecoides의 경우 높은 lipid를 함유하고 있어 bio-diesel 개
발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는 종이다.
Scenedesmus dimorphus 역시 최근 높은 lipid 함유에 의한 bio-diesel 개발에 이
용되고 있다. 이 종의 경우 단백질은 1~8%를 함유하지만 lipid는 14~40%를 함유하
고 있다.
Chlamydomonas reinhardtii는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매우 많이 된 종으로 만약
유용 유전자가 확인이 되면 세포 자체에 직접 형질전환을 통해 over-expression 시
킬 수 있는 유용한 종이다. 또한 최근 bio-energy 연구에서 수소생산에 이용되며
약 21%의 lipid를 함유하고 있어 bio-diesel에도 이용된다. 따라서 유용 유전자 탐구
에 매우 유리한 종이며 방사선을 이용한 유용 돌연변이연구에 적합한 종이다.
Botryococcus braunii, Neochloris oleoabundans의 경우 lipid를 매우 많이 함유
하고 있는 종으로 bio-diesel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종들이다. 스트레스
조건에서 다량의 lipid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 lipid생산을 위한 최적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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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본 연구에 사용된 종 사진.
최근 해조류를 이용한 Biodiesel 생산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고있으며 경제적인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해조류 종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조류내의 lipid
함량을 측정하였다 (Aro et al., 193). Nile red 염색을 하여 간접적인 종별 lipid 함
량 측정해본 결과 Chlamydomonas reinhadtii와 Botryococcus braunii 가 가장 높은
lipid 함량을 보였다. 이 결과는 미세 조류로부터 bio-diesel 생산 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으며 방사선에 통하여 Chlamydomonas reinhadtii와 Botryococcus
braunii의 lipid 함량 높은 유용 돌연변이 육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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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ile red 염색을 통한 간접적인 종별 lipid 함량 측정.

조류는 최근 바이오 연료의 개발에 있어 당 또는 다당류 많이 함유하고 있는 육
상 식물을 대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다. 육상 식물은 높은 bio-mass를
제공하는 반면 생장율이 낮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 생산에 제약이 있다. 또한 넓은
재배면적을 요구한다. 하지만 조류의 경우 넓은 재배면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생장
율이 높다. 이와 같이 조류는 바이오 연료 개발 및 유용성분 추출 등의 연구에 매
우 유용하며 생장율의 측정은 이들 연구에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미세 조류의 상대적 생장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optical density로 세포의 농도
측정하였다 (Graham et al., 1995). 각 미세조류의 optical density는 최적 파장에서
측정되었다. 초기 세포의 optical density를 0.2nm로 정량한 후 시간에 따라
UV-Vis spectrophotometer (Uvikon, Uvikon XL)로 측정하였다.

Table 3. 종별 세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최적 흡광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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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density
(nm)

Species

Chlorococcum sp.

750

Chlorella protothecoides

750

Botryococcus braunii

750

Scenedesmus dimorphus

540

Reference
Journal of Quantitative
Spectroscopy & Radiative Transfer,
2009
Journal of Quantitative
Spectroscopy & Radiative Transfer,
2009
Journal of Quantitative
Spectroscopy & Radiative Transfer.,
2009
Energy & fuel, 2009

Chlamydomonas reinhardtii 750

Ann. N. Y. Acad. Sci, 1953

Neochloris oleoabundans

Energy & fuel, 2009

540

생장율은 Neochloris oleoabundans가 가장 높았다. 반면 Botryococcus braunii는
생장율이 가장 낮았다.

Growth rate (Optical density)

0.16

Botryococcus braunii
Chlorococcum sp.
Chlamydomonas reinhardtii

0.12

Scenedesmus dimorphus
Neochloris oleoabundans

0.08

0.04

0
0

1

2

3

Incubation Time (day)

Fig. 6. 해조류 종별 성장율.

제 2 절 방사선 조사에 따른 사멸율 측정
세포의 viability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험 환경, sample의 종류 및 특성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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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 우선 위상차 현미경(phase contrast micro scope)를
이용한 원형질 유동(protoplasmic streaming)과 핵(nucleus)존재를 조사하는 직접관
찰 방법이 있다. 또한 생체 직접관찰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염색 물질을 이
용하여 형광현미경 하에서 관찰 하는 Evan's Blue(0.025%) 염색 방법, propidium
iodide 염색 방법 그리고 fluorescein diacetate(FDA)염색 방법이 있다. Evan's Blue
염색과 propidium iodide 염색은 손상된 세포가 염색되는 방법이다. propidium
iodide 염색의 경우 DNA의 피해를 입은 세포는 붉은 색으로 염색되며 피해를 입지
않은 세포는 형광색으로 염색된다.

Fig. 7. Evan's Blue(A)와 propidium iodide(B). Propidium iodide 염색에서 죽은
세포는 붉은 색으로 염색.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방법은 ester 가수분해 효소 즉 esterase의 활성을 측
정하는 방법이다. 이들 염색 방법은 염색된 세포와 염색되지 않은 세포 즉 살아 있
는 세포와 죽은 세포들이 생체염색물질에 의해 쉽고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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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uorescein diacetate(좌) 와 살아 있는 세포는 형광색으로 염색 (우).

마지막으로 세포의 호흡 효율을 측정하여 세포의 viability를 평가 한다. 이때 사
용되는 시약은 tetrazolium 이다. 2,3,5 - tryphenyl tetrazolium chloride(TTC)가 살
아 있는 세포에서는 formazan으로 환원되며 formazan은 적색의 색깔을 내는 것으
로 색의 정도로 호흡률을 측정할 수 있다 (Thomas and Jordan 1997).
본 연구에서는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의 viability를 평
가 하였다.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방법은 가수분해효소인 esterase의 활성을 매
개변수로 한 측정방법으로서 viability를 눈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며 비형광성이고 비극성이어서 원형질막을 자유로이 투과한다. 따라서 fluorescein
diacetate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 esterase에 의해서 fluorescein diacetate는 diacetate
와 fluorescein(형광성, 극성임)으로 분해된다. 이 형광성과 극성을 가지고 있는
fluorescein은 세포내에 축적되고 이것에 UV를 조사하면 녹색의 형광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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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DA 염색을 통한 방사선 조사 후 사멸율 측정.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결과 Spirogyra varians는 5 kGy의 방사선에 의해 사
멸하기 시작하면서 8 kGy 이상의 방사선에서는 대부분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Zygnema

cruciatum와

Zygnema sp.의 경우 Spirogyra varians는 5 kGy의 방사선에 의해 사멸되기 시작
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녹색 형광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8 kGy
까지 생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kGy의 방사선에서는 모두 사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Zygnema속의 종들은 모두 저온 적응 종들이며
Zygnema sp.는 북극에서 채집되어 실험에 사용되었다. 북극의 경우 오존층의 약화
로 인해 우주 방사선(cosmic ray)의 영향이 크며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된 종의 경
우 그렇지 못한 종들에 비해 방사선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Berry 믕
Lemb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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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DA 염색을 통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Chlorococcum sp. 사멸율 측정.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을 세포의 특성상 세포의 diameter(약 20um 이상)가
비교적 큰 filamentous algae (Spirogyra varians, Zygnema cruciatum, Zygnema
sp.)의 경우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을 통한 사멸율 측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fluorescein diacetate 염색방법을 이용해 Chlorococcum sp. 사멸율을 측정
해본 결과 방사선 조사에 대한 live/dead를 녹색 형광을 통해 매우 확실하며 효과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세포의 특성상 diameter(약 10um 이하)가 매우 작기 때문
에 형광현미경하에서 live/dead의 비율을 측정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random counting에 의한 오차값이 큰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방사선에 대한
live/dead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optical density로 세포의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방법을
통한 사멸율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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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사멸율 측정을 FDA 염색과 optical density의 비교.

Chlamydomonas reinhardtii 세포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후 fluorescein diacetate
염색과 optical density 측정을 통해 사멸을 측정해 본 결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세포 사이즈가 큰 filamentous algae 경우 fluorescein diacetate 염
색을 통해 사멸율을 측정하였으며 세포 사이즈가 작은 미세조류의 경우 방사선 조
사에 대한 사멸율을 optical density로 평가하였다.
Filamentous algae는 다양한 방사선 조사 후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을 통해
사멸율을 측정 하였다. 형광 현미경을 통해 녹색 형광을 띄는 세포는 살아있는 세
포, 녹색 형광을 띄지 않고 자체형광을 띄거나 염색되지 않은 세포는 모두 죽은 세
포로 counting 하였다.
Zygnema cruciatum와 Zygnema sp.의 경우 8 kGy 이상에서 녹색 형광을 관찰
할 수 없었다. 또한 Spirogyra varians는 6 kGy 이상에서 녹색 형광을 관찰 할 수
없었다.

- 20 -

Fig. 12. FDA염색을 통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사멸율 측정.

미세조류의 사멸율 측정은 방사선 조사 후 optical density 측정을 통해 수행 되
었다.미세조류의 optical density는 최적 파장에서 측정되었다. 초기 세포의 optical
density를 측정한 후 시간에 따라 UV-Vis spectrophotometer (Uvikon, Uvikon
XL)로 측정하였다.
Chlorococcum sp.의 경우 다른 미세조류에 비해 높은(5 kGy)에서도 생존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5 kGy 이하에서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이하게
Scenedesmus dimorphus의 경우 1 kGy 이하에서 모두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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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방사선 조사에 따른 사멸율 측정.

방사선 조사된 세포는 방사선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사멸하거나 돌연변이
가 만들어 진다. 모든 세포들은 방사선이나 free radicals 로부터의 DNA 손상에 대
해 그들만의 회복, 방어 기작을 가지고 있다 (Mackerness et al., 1996). 그래서 많
은 연구들이 방사선을 이용하여 방어기작연구를 수행 중이다. 예를 들어 수명연장
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에서 방사선에 의한 DNA damage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줄기세포의 유전적 연구를 통하여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전자 추적한다. 즉 방
사선 감수성이 높은 세포를 screening해서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사선에 의한 높은 감수성을 갖는 조류를 screening해서 그들만이
갖은 유용 유전자원을 분석하거나 방사선을 이용해 유용 돌연변이를 육종하기 위해
방사선 감수성의 평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종은 다양한 방사선 선량으로 조사한 후 3일간 배양을
통해10%만 살아남는 방사선 선량(D10 value)을 방사선 감수성으로 표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table로 정리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종별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해 본 결과 Zygnema cruci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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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coccum sp., Spirogyra varians가 다른 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Scenedesmus dimorphus는 다른 종에 비해 매우 낮은 방사선 감수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방사선 조사에 따른 종별 사멸율.
Radiation resistance (kGy)

Species

D10 value

Spirogyra varians

6.75±0.09

Zygnema cruciatum

9.23±0.14

Zygnema sp.

8.63±0.12

Neochloris oleoabundans

4.21±0.06

Scenedesmus dimorphus

0.81±0.02

Botryococcus braunii

3.48±0.05

Chlamydomonas reinhardtii

5.04±0.04

Chlorococcum sp.

9.09±0.13

Zygnema속의 종들은 모두 저온 적응 종들이며 특히 Zygnema sp.는 북극 종으
로 매우 낮은 온도 환경과 우주 방사선(cosmic ray)의 영향이 큰 고 방사선 환경에
서 적응하여 생존하는 종이다.
Spirogyra varians의 경우도 한국의 겨울과 이른 봄에 blooming 하는 종으로 저
온 적응 종이다.
Chlorococcum sp.의 경우는 석조 문화재의 표면에서 채집된 종으로 건조, 온도,
삼투압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된 종이다.
따라서 방사선 감수성 평가를 통해 감수성이 높았던 3종들은 모두 높고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한 종이며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된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들에 의해 고에너지의 방사선에 노출 시 세포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Rho and Choi 2003; Mackerness et al., 1998). 이러한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는 고에너지의 방사선 스트레스에 의해 추적이 가능할 것이며 유용
유전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23 -

제 3 절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Proteome이라는 용어는 1995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특정 genome으로부터 발현되
는 특정 단백질의 대응적 발현을 의미한다. 단백질 합성이 유도되는 일련의 조절단
계에서 proteome은 genome의 마지막 단계의 생성물로 나타날 수 있다. Genome은
상대적으로 정체적인 것에 반해 proteome은 대단히 역동적인 실체이다. 어떤 세포
의 단백질 발현은 주위환경, 세포의 생리적 상태, 스트레스, 치료약 투여, 건강상태,
그리고 질병에 따라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의 방사선 스트레스 혹은 damage에 의해 발현되는 스트
레스저항, damage repair 등에 관여하는 유용 proteome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수행
되었다 (Pichersky et al., 1992).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분석은 2DE를 통해 수행되었다. 다양한 선량
의 방사선을 조사 한 후 총 단백질을 분리하여 정량한 후 2DE분석을 수행하였다.
Botryococcus braunii에 대해 방사선 조사 후 총 단백질을 분리하여 2DE를 수행
해본 결과 총 100여개의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다.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control과 방사선이 조사된 sample의 총 단백질을 비교해본 결과 약 5개의 단백질
은 방사선에 의해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14. 방사선 조사 후 Botryococcus braunii 2D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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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desmus dimorphus에 대해 방사선 조사 후 총 단백질을 분리하여 2DE를
수행해본 결과 총 70여개의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다.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control과 방사선이 조사된 sample의 총 단백질을 비교해본 결과 유의한 proteome
의 변화는 확인 할 수 없었다.

Fig. 15. 방사선 조사 후 Scenedesmus dimorphus 2DE 이미지.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Spirogyra varians에 대해 방사선 조사 후 총 단백질을 분
리하여 2DE를 수행해본 결과 총 300여개의 명확한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다. 방사
선이 조사되지 않은 control과 방사선이 조사된 sample의 총 단백질을 비교해본 결
과 약 10개의 단백질이 방사선에 의해 유의하게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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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방사선 조사 후 Spirogyra varians 2DE 이미지. A. 0 kGy, B. 1 kGy, C. 5
kGy, D. 10 kGy.

방사선 조사에 의해 높게 발현된 단백질들은 MALDI-TOF MS 분석을 통하여
peptide

identification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MALDI-TOF MS 분석 결과에서 단백질들의 mascot score는 56~73으로 나타났으
며 sequence coverage는 약 20~40%로 나타났다. 방사선 비 조사에 비해 조사에서
높게 발현된 단백질들은 대부분 효소들이었으며 energy metabolism에 관여하는
Glucose-1-phosphate

adenylyltransferase

small

subunit,

ATP

synthase,

Nucleoside diphosphate kinase로 동정되었으며 glyceride Metabolism에 관여하는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로

동정되었다.

RNA

editing에

관여하는

Pentatricopeptide repeat-containing protein도 방사선에 의해 높게 발현되었으며 이
단백질의 기능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Green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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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방사선 조사에 의해 높게 발현된 단백질들의 peptide identification 결과
Spot
No.

Protein name

Con→IR

Mascot
score

Expect
MW
(Da)

Function
pI

Glucose-1-phosphate
1801 adenylyltransferase
small subunit

UP

56

53762

5.59 Energy metabolism

Pentatricopeptide
3707 repeat-containing
protein

UP

62

97994

7.36 RNA editing

55183

Electron transport /
5.20 membraneassociated
energy conservation

54758

Electron transport /
5.35 membraneassociated
energy conservation

ATP synthase
4701
subunit alpha
ATP synthase
3609
subunit alpha
ATP synthase
3202
subunit beta

UP

UP

62

73

UP

62

52872

Electron transport /
4.98 membraneassociated
energy conservation

2203

Nucleoside
diphosphate kinase

UP

65

15431

5.36

4108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UP

70

71828

6.88 Glyceride Metabolism

Transfer a phosphate
group

Con→IR : 방사선 비 조사에 비해 조사에서 3배 이상 높게 발현
이와 함께 방사선에 의해 높게 발현된 단백질 중 하나는 산화된 단백질을 환원
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thioredoxin h-type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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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방사선 조사 후 발현이 증가한 Thioredoxin h-type.

MALDI-TOF MS 분석을 통한 peptide identification 결과에서 mascot score는
77, 분자량은 13 kDa, 계산된 pI값 5.57 그리고 sequence coverage는 72%로 나타났
다. 따라서 동정된 thioredoxin h-type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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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ALDI-TOF MS 분석을 통한 peptide identification 결과.

Thioredoxin은 dithiol 아황산 active 위치를 포함하는 약 12 kDa oxidoreductase
효소이다. 이 단백질의 기능은 다른 단백질의 시스테인 티올 결합을 아황산 교환을
통해 단백질을 환원시킨다. Thioredoxin은 거의 모든 알려진 유기체에 존재 한다.
특히 식물의 경우 광합성 과정에서 물 분자를 분해가 때문에 radical들이 형성되어
세포에 산화 피해를 준다. 이때 단백질들의 항산화 역할 중 thioredoxin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Miroshnichenko et al., 1995).

Fig. 19. Thioredoxin의 3D 이미지와 multiple-function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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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는 전자배열에 따라 전자를 획득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강력한 산화제가 될
수 있다. 세포 내의 호흡과정에서 산소분자는 네 개의 전자에 의해 환원되어 물로
바뀐다. 그러나 산소분자가 불완전하게 환원되면 강력한 산화제가 되며 이러한 것
을 ROS라고 한다. 식물 세포 내의 광합성 과정에서도 역시 ROS가 생성된다. 산소
-˙

분자가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의 전자에 의해 환원된 것을 각각 O2 (superoxide
radical anion), H2O2 (hydrogen peroxide) 혹은 OH˙(hydroxyl radical)이라고 하며
-˙

이들 모두 강력한 산화제들이다. Superoxide dismutase (SOD)는 O2 를 H2O2로 바
꾸며 H2O2는 Fe

2+

존재 하에 OH˙를 생성한다(Fenton reaction). 일부 화학반응이나

방사선은 산소분자를 singlet oxygen이라는 흥분상태로 바꾸기도 한다.
Nitric oxide (NO)도 산화되어 활성 NO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는 ROS와 유사한
-˙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NO는 O2 와 결합하여 강력한 산화제인 peroxynitrite를
생산하기도 한다. 세포의 기본적인 대사과정에서도 ROS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매우 잘 조절된 전자 전달계지만 전자의 누출에 의해서 계속
O2가 ROS로 변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토콘드리아 외에도 NADPH oxidase,
xanthine oxidase, monoamine oxidase 등에 의해서 생기고 있다 (Sreenivasan and
Ibrahim 2007).
ROS는 세포 내에서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ROS의 축적이나 해로
운 산화작용을 막기 위해서 세포내에서는 ROS제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Thiol
기를 함유하는 성분(glutathione의 cysteine residue)은 환원력을 가지고 있어서
ROS에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ROS의 산화능을 제거한다. 세포 내의 glutathione 함
량은

5∼10

mM로써

세포의

형이나

세포

내

부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glutathione 은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항산화 시스템이며 그 외에 ROS를 제거하는
몇

가지

glutathione

효소

시스템이

peroxidase는

있다.

Catalase는

peroxides

H2O2를,

(ROOH)를

SOD는

-˙

O2 를

알코올(ROH)로

제거하며

환원시킨다.

cysteine-rich metallothionein 또한 항산화능이 있으며 quinone reductase, haem
oxygenase도 산소에 의한 radical 형성을 억제한다 (Jasson 1994).
이상의 각종 항산화 시스템은 기능적인 산화-환원 반응 분자들 예를 들면
thioredoxin(Trx), redox factor 1 (Ref-1) 혹은 래디칼 소거제인 vitamin C 와
vitamin E 등과 함께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hioredoxin은 Cys-Gly-Pro-Cys의 active-site sequence를 포함하고 있으며
redox 활성을 갖은 분자량이 작은 multifunctional 단백질이다. Thioredoxin은 세포
내 redox 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단백질이다. Thioredoxin은 산화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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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저항하는

cytoprotection

기능을

수행하며,

gene

expression,

signal

transduction, proliferation 그리고 apoptosis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내 기작에 관여한
다. 최근 active-site sequence를 포함한 다양한 thioredoxin의 gene-famil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 역시 redox 조절 시스템에 관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류의 thioredoxin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Spirogyra의

경우

thioredoxin

cording

전무한

상태이다.

sequence를

따라서

분리하여

본

기존의

연구에서

Spirogyra로부터

thioredoxin와

비교한

후

Spirogyra thioredoxin의 방사선에 대한 mRNA 수준의 발현 변화를 확인 하였다.
더 나아가 Spirogyra thioredoxin의 재조합 단백질을 만들어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확보 할 것이다.
Thioredoxin
identification

h-type의
결과를

full

토대로

length

cDNA

thioredoxin

sequence를

h-type의

얻기

peptide

위해

peptide

sequence에

대한

degenerate primer를 디자인하여 cDNA library와 함께 PCR을 수행하였다. 디자인
된 primer를 통해 3‘ RACE, 5' RACE를 수행하여 start cordon과 stop cordon을 포
함한 약 340bp의 thioredoxin h-type의 open reading frame을 확인하였다.

Fig. 20. Spirogyra varians thioredoxin h-type의 full length cDNA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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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한 3‘ RACE와 3’RACE. 1, 2 Control, M 100bp 마커.

얻어진 ORF상에서 thioredoxin h-type의 active site(TGGTGTGGACCGTGT;
WCGPC)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1. Spirogyra varians thioredoxin h-type의 full length cDNA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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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pirogyra varians thioredoxin h-type의 diduced amino acid
sequence에 대한 blast search 결과.

다른 종과 S. varians thioredoxin h-type amino acid sequence를 multiple
alignment를 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active site인 아미노산 서열 WCGPC를 공유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 varians thioredoxin h-type 역시 다른 종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임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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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다른 종과 S. varians thioredoxin h-type amino acid sequence 비교.

다른 종과 S. varians thioredoxin h-type amino acid sequence 비교해본 결과
sequence

유사도가

chlamydomonas

reinhardtii와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helicosporidium 과도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S. varians thioredoxin
h-type은 녹조류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ahyana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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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hioredoxin h-type amino acid sequence의 phylogram tree.

방사선 조사 후 thioredoxin h-type mRNA의 transcription level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full-length cDNA로부터 thiredoxin h-type specific primer를 디자인
하였다. 각 선량의 방사선 조사 후 total RNA를 추출한 후 각 2ug total RN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했다. 합성된 cDNA와 thiredoxin h-type specific primer를
이용하여 RT-PCR을 수행했다. RT-PCR 결과,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경우
transcription level이 매우 낮았으나 1 kGy의 방사선이 조사되면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후 5 kGy에서는 다시 control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
다. 방사선 조사 후 수행된 RT-PCR 결과는 2DE 결과에서 방사선에 의해 단백질
의 발현 변화와 유사한 패턴이었다. 즉 방사선에 의해 thioredoxin h-type mRNA
가 높게 발현되며 이에 의해 단백질의 발현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
로 미루어 방사선에 의한 세포내의 산화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반응 기작인 것
으로 생각된다 (Fujimoto et al., 1985).

Fig. 25. 감마선 조사 후 Spirogyra varians thioredoxin h-type mRNA의
transcription level. A. Thiredoxin h-type specific primer를 이용한 RT-PCR
결과. B. Thioredoxin h-type mRNA의 relative amount. TrxH: Thiored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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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ype.
H2O2 처리 후 thioredoxin h-type mRNA의 transcription level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full-length cDNA로부터 thiredoxin h-type specific primer를 디자인하였
다. 각 선량의 방사선 조사 후 total RNA를 추출한 후 각 2ug total RNA를 이용하
여 cDNA를 합성했다. 합성된 cDNA와 thiredoxin h-type specific primer를 이용하
여 RT-PCR을 수행하였다. Fig. 26에서와 같이 H2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
varians의 생종률은 감소하였으나, RT-PCR 결과,

H2O2 처리 후 유의한 변화가 없

었다.

Survival rate (%)

100
80
60
40
20
0
0mM

0.25mM

0.5mM

1mM

Concentration of H2O2
Fig. 26. 다양한 농도의 H2O2가 처리된 Spirogyra varians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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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24시간 동안 H2O2 처리 후 thioredoxin h-type mRNA의 transcription
level.

이러한 결과로부터 thioredoxin h-type 의 발현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만 증가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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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선에 대한 해조류 대사산물 변화 연구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3종에 대해 EtOH 추출 후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를 측정해 보았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측정
결과 Spirogyra varians와 Zygnema sp.가 Chlamydomonas reinhardtii에 비해 현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히 높았다 (Matsukawa et al., 1997).

100
75
50
25
0
Chlamydomonas

Spirogyra

Species

Zygnema

IC50 (ug/mL)

Zygnema sp.

148.68 ± 3.54

Spirogyra varians

80.00 ± 2.32

Fig. 28. 종별 EtOH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능력 평가.

하지만, EtOH 추출물에 대한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해본 결과 페놀이 검출되지 않
았다. 따라서 해조류 추출물에 페놀이외의 단백질과 같은 물질이 항산화능을 갖는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6. 종별 EtOH추출물에 대한 총 페놀 함량 측정.
Species

Total phenol contents

Chlamydomonas reinhardtii

ND

Zygnema sp.

ND

Spirogyra varians

ND

ND : Not detected 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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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후 Spirogyra varians의 EtOH 추출물에 대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 해본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해 activity가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pirogyra EtOH추출물에 대해 흡광도 측정해 본 결과
pigment들이 대부분 degradation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damska et al., 19992).
즉 Spirogyra varians의 EtOH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은 pigment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생각된다.

IC50 (ug/ml)

250
200
150
100
50
0
0 kGy

5 kGy

10 kGy 30 kGy

Gamma irradiation dose
Fig. 29. 방사선 조사 후 Spirogyra EtOH추출물에 대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mount of light absorbed

2.5
0kGy
5kGy
10kGy
30kGy

2
1.5
1
0.5
0
230

280

330

380

430

480

530

580

630

680

730

780

Wavelength of light (nm)
Fig. 30. 방사선 조사 후 Spirogyra EtOH추출물에 대한 흡광도.

또한 Spirogyra varians의 배양 온도에 따라 항산화 능력의 차이를 보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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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양된 Spirogyra varians는 20℃에 비해 3배 이상 항산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C50 (ug/ml)

90
60
30
0
4℃

20℃

Incubation temperature
Fig. 31. 배양온도 따른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방사선 조사 된 Spirogyra varians와 Chlamydomonas reinhadtii로부터

총 단백

질을 추출하여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 해본 결과 방사선 조사된
세포의 총 단백질이 조사되지 않은 세포의 총 단백질 보다 항산화 능력이
Spirogyra varians는 약 12배 Chlamydomonas reinhadtii는 약 8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세포는 항산화 능력을 갖는 단백질의 발
현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2DE결과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항산화 능력
이 있는 thioredoxin h-type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총 단백질의 항산화능력이 증가하는 것은 2DE결과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결과
라고 생각한다.

DPPH Scavenging
Activity (%)

100
80
60
40
20
0
0 kGy

1 kGy

3 kGy

Gamma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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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g. 32. 방사선 조사 된 Spirogyra varians의 총 단백질에 대한 DPPH radical

DPPH Scavenging Activity
(%)

scavenging activity.

100
75
50
25
0
0 kGy

1 kGy

Gamma irradiation dose
Fig. 33. 방사선 조사 된 Chlamydomonas reinhadtii의 총 단백질에 대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제 5 절 방사선 조사된 해조류의 성장 특성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Chlamydomonas reinhadtii의 생장율을 측정하였다.

Growth rate (Optical density)

0.2
Chlamydomonas reinhardtii

0.15

Chlamydomonas reinhardtii 8kGy*

0.1

0.05

0
0

1

Incubation Time (day)

3

Fig. 34.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Chlamydomonas reinhadtii의 생장율.

Fgi. 34에서와 같이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Chlamydomonas reinhadtii의 생장율
이 조사되지 않은 sample에 비해 3일 후 생장율이 약 1.6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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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Spirogyra varians의 H2O2에 대한 생존율.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Spirogyra varians는 조사되지 않은 sample에 비해 더
높은 농도의 H2O2에서 생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결과는 방사선에 의한 유용 돌연변이 육종의 기초 자료로 사용 할 수 있
으며 단백질체, 유전체학적 연구를 통해 유용유전자원의 추적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류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 시 높은 생장율을 보이는 유용 돌연변이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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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SCI 학술지 2편 투고
- 신규 algae 유전자원
1건 등록

○ 해조류의 - 해조류 종별 생장율 측정
생장 및
- 다양한 해조류의 lipid 함량
방사선
측정
조사에 의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의
사멸률 측정 사멸률 측정

20

100

- 2DE를 이용한 해조류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발현 영향
연구
○ 방사선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특이 발현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동정
proteome
- 해조류의 특이 발현 단백질의
변화 연구
cDNA cloning 및 염기서열
확인
- 특이 발현 단백질에 대한
mRNA 수준의 발현변화 비교

45

100

○ 방사선에
대한
해조류의
대사산물
변화 연구

30

100

- 방사선 조사에 따른 해조류의
항산화능, polyphenol 함량
영향 평가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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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목표 대비 성과 초과
달성
- 논문게재 국내 4건, 국
외 2건
- 논문 발표 국내 44건,
국외 7건
- 특허 출원 2건
- 신규 유전자 등록은 특
허 출원이후 논문 투과
와 함께 진행 예정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해조류의 proteomics를 이용한 연구기법 개
발
- 다른 omics 기법들과 함께 해조류내의 대사 정보를 제시
- 해조에서 대사공학 기술의 응용을 위한 기반 자료 확립
○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에 활용
- 해조류 육종을 위한 기반 자료 확립
- 경제적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 할 수 있는 돌연변이주 개발
- 방사선 조사에 따른 해조류 구성 성분의 변화 영향 연구 및 성장 속도 연구
○ 육상 생물과는 다른 해양 생물의 방사선에 의한 영향 연구
- 육상 생물의 해양 생물로부터의 진화에 관한 유전적 정보와 해양 식물 고유
의 방어 기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
- 오존층 파괴에 의한 해수면에 조사되는 방사선의 변화에 따른 해조류를 포
함하는 해양생물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해조류는 다량의 필수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비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식량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지고 있으므로, 방사선
에 의한 해조류 생장의 영향이 밝혀진다면 우주 식량으로서의 해조류 연구
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유전자원 및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 물질의 확보
-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분석을 통한 신규 효소 및 유전자의 확
보
- 방사선 방어 기작의 결과로서 새로운 생리 활성 물질의 탐색
○ 이러한 해조류에 관한 정보들로부터 단순히 식용으로만 이용하였던 해조류
자원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국내 어민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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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먼

저, 흡광도 및 FDA 염색법을 이용한 조류의 성장과 lipid 함량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
한 조류의 사멸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2D-electrophoresis 기법을 이용하여 조류의 prote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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