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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분자진화기술기반 미생물 유용화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기술 개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용 산업미생물, 생물 소재 그리고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생물산업 활성화.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의 미생물 유전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의 한정된 미생

물자원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미생물 균주 개발이 필요하며, 

방사선 기술은 다양한 미생물 균주 개량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와 같이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한 한정된 미생물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생물 균주 개량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지식과 자원

의 축적이 필요함. 

�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유도 및 저항성 기작은 원핵미생물과 비교할 경우 매우 제

한적 연구가 진행되었음. 비교적 인간과 유사한 대사를 갖고 있는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반응연구를 통해 보다 고등생물의 방사선반응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용 생물자원의 활용을 통한 원천기술 제공 및 바이오산

업 활성화 기여.

� 극지는 방사선의 피폭량이 일반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극지미생물은 일반미생물

과는 다른 방사선 대응 기작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까지 극지미생물에 

대한 방사선 대응 기작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최근 전세계적으로 극

지 환경에서 유래한 균주 및 소재의 특이적인 기능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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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고 있음.

� 방사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융합기술 개발은 방사선 조사사설 및 발생장치와 

같은 대형 연구기반 인프라시설이 필수적이며,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기술

개발관련 중점연구기관으로써 감마선/전자선/이온빔 조사사설 및 동위원소생산

시설 등 방사선기술 연구의 핵심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방사선 기반 미생물 유용화 연구는 국내 방사선 생물학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수요 창출이 예상되므로 정부주도의 연구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과제는 생물정보학과 대사공학 등 최신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하여 방사선

에 의해 발생되는 미생물 또는 바이오매스의 유전적/표현형적 변화 및 생물자원

의 활용도 증진에 대한 기반 지식과 자원의 축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사선원의 특성 이해와 방사선 발생장치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원자력연구원의 기관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 기술 개발

가.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 메커니즘 연구

(1).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발생빈도 평가법 구축

(2). 수서미생물의 방사선 반응분자 연구

(3).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유도 발현체 연구

나. 방사선 유발 미생물 유전자(체) 변이 특성 연구

(1). NGS 활용 게놈 변이 탐색법 구축

(2). 소형 게놈 변이 특성 연구

(3). DNA 영상법 개발 및 활용 연구

(4). 방사선 유도 유전자 변이 분석 및 활용 연구

2. 미생물 유래 생물산업 소재 연구

가. 미생물 유래 산업용 균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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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ewanella 전도체 물질 연구

(2). 방사선 유도 기능향상 미생물 개발

(3). 미생물 농약 균주 개발

(4). 방사선 조사 폐자원 활용 미세조류 배양기술 개발

나. 미생물 유래 기능성 소재 연구

(1). 방사선 저항성 신종 미생물 분리 및 동정

(2). 미생물 유래 항산화제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1.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 기술 개발

가.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 메커니즘 연구

(1).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발생빈도 평가법 구축

� Salmonella와 E. coli를 사용하여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 변이체의 발생 빈도 

평가법 구축 연구를 하였으나, 연구결과 이들 미생물을 활용한 방법의 신뢰도

가 높은 평가법 구축에 효과적이지 못하였음.

(2). 수서미생물의 방사선 반응분자 연구

� 대표적인 수서미생물인 다양한 미세조류의 방사선저항성 측정하였으며, 방사

선 저항성이 높은 Spirogyra varians를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에 따른 단백질

체 연구를 진행함. 실험 결과 다양한 단백질 발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

며, 그중 단백질 항산화에 중요한 효소인 thioredoxin h-type의 발현이 방사

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    

(3).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유도 발현체 연구

� 대표적인 방사선 저항성 진핵 미생물인 Cryptococcus neoformans에 대한 방

사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발현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921개 유전자의 발현

이 2배 이상 유의미한 발현의 증감을 보임. 전반적인 발현체 해석 결과 방사

선 조사로 인한 DNA 복구로 인하여 전반적인 이화작용이 감소함을 확인. 

� 모델 미세조류인 Chlamydomonas reinhardtii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시간에 

따른 발현체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약 1,400개의 유전자 발현이 2배 이상 유

의미한 증감을 보임. 전반적인 분석결과 DNA 복구, 단백질 변형 및 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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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전사 조절 유전자군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RNA 합성 그리고 세포분

열 유전자군의 발현이 감소 함. 현재까지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상당수의 유

전자 발현이 유의미한 발현의 변화를 보였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함.

나. 방사선 유발 미생물 유전자(체) 변이 특성 연구

(1). NGS 활용 게놈 변이 탐색법 구축

� 대용량 초고속 DNA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기반으로 여러 방사선 변이체에서 추출된 게놈을 

혼합한 후 동시 다발적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방사선에 의하여 DNA 염기 

서열이 변이된 지역을 탐색

(2). 소형 게놈 변이 특성 연구

� 방사선 조사에 따른 표현형 및 Next Genome Sequencing (NGS) 기반 게놈 

수준의 유전형 변이 탐색 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소형 게놈

(Plasmid)내에 존재하는 cellulase 유전자(Cfla1897)를 활용하여 방사선 유도 

변이와 표현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함.

(3). DNA 영상법 개발 및 활용 연구

� 방사선 또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 DNA에 손상된 부분 즉 단일 가닥 절단(Single 

Stranded Break: SSB)과 이중 가닥 절단 (Double Stranded Break: DSB)을 형광 표지

를 이용하여 단일 분자 DNA 영상법 개발하였음.

� 단일 분자 DNA 영상법을 이용하여 방사선 민감성을 가진 MG1655 균주와 이를 돌연

변이 시켜 방사선 저항성을 가지도록 만든 4개의 균주 CB1000, CB2000, CB3000, 

CB4000에 대한 방사선 저항성을 조사하였음.

� 자외선에 특별히 저항성이 있는 CB4000의 유전자 조사를 하였으며 CB4000의 자외선 

저항성의 원인을 UV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활성산소의 의한 영향으로 나누어서 단

일 분자 실험을 통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였음.

(4). 방사선 유도 유전자 변이 분석 및 활용 연구

� 방사선 조사를 통한 유전자 변이 활용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9 

elongase 유전자 3종과 debranching enzyme 2종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로 

발생한 유전변이를 분석. 연구결과 transitional mutation이 80% 이상 일어났

으며, 그 중 아데닌과 티민에서의 transitional mutation이 50% 이상을 차지함. 

2. 미생물 유래 생물산업 소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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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생물 유래 산업용 균주 개발

(1). Shewanella 전도체 물질 연구

� Shewanella속균 뿐 만 아니라 근연에 위치한 균들에서도 EPS를 추출하여 방

사선을 조사한 다음 같은 물성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유용한 균주를 선발.

(2). 방사선 유도 기능향상 미생물 개발

� 여러 가지 미세조류에서의 성장 속도와 전분 함량을 비교하여 선별된 종을 가

지고 다양한 조사 환경에서 얻어진 돌연변이의 성장 속도와 전분 함량 변이를 

비교함.

� 얻어진 우수 형질의 미세조류를 모균주와 비교하여 성장속도와 전분함량을 정

량화 하여 비교하고, 돌연변이 균주의 계대 배양을 통한 우수형질의 보존을 

확인하고 얻어진 균주의 균주 기탁과 특허를 출원함.

� 방사선조사로  분자 진화된 색소 생산 미생물을 선별하여 그들의 카로틴노이

드 생산 프로파일의 분석을 위하여 추출/분리 과정에 대한 기초조건을 확립.

� 카로틴노이드 생산 외래 숙주인 대장균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 카로틴노이드 

생산능이 향상된 대장균을 확보 및 특성을 분석.

� 야생형과의 균주 성장 및 세포막 구성성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돌연변이 

내 카로틴노이드의 구조적 기능성을 확인

� SEM, TEM 분석을 통해 야생형 대비 돌연변이 대장균의 주요 대사 변화를 

분석

� Next-generation sequencing 기법을 이용해 돌연변이 대장균의 전체 지놈 상

에서의 유전적 변화 및 특성을 분석

(3). 미생물 농약 균주 개발

� Burkholderia 속 균은 식물병원성균에 대하여 길항력을 갖고 있으나 보존력이

나 제제화가 힘들어 상용화되고 있지 못함. 그러므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육종

함에 있어 적어도 최소한 현 상태의 길항력을 유지하면서도 보존력이나 제제

화에 유리한 균주를 육종함

(4). 방사선 조사 폐자원 활용 미세조류 배양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 및 알칼리 병용 전처리 방법을 이용한 볏짚의 당화 방법을 최적

화 하였으며, 볏짚 당화액을 탄소원으로 Chlorella protothecoides 유기배양을 

통하여 활용성을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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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 유래 기능성 소재 연구

(1). 방사선 저항성 신종 미생물 분리 및 동정

토양으로부터 방사선 내성 미생물 50종을 순수분리 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한 

생리·생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신종 여부를 확인함.

(2). 미생물 유래 항산화제 연구

� 대용량 초고속 DNA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기반으로 항산화 색소 균주 3종의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관련 유전자원의 확보.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과제는 미생물 유전체 또는 유전자의 방사선 변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관련 기반 지식의 축적과 실질적인 적용을 통한 활용성 검증을 시도하였음.

� 본 과제수행을 통하여 축척된 기반 지식과 신규 유전체 정보 및 미생물을 포

함하는 바이오메스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물산업용 미생물 

또는 유전자원 개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확산을 실시할 

것임.

� 확보된 연구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논문 생산으로 연계,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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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Research on microbial utilization using radiomolecular evolutionary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The final goal of the project

The final goal of the project is establishment of basic information on radiation 

induced microbial evolutionary genetic mu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on bioindustry. 

2. Importance of the project

� Due to the increased global competition in microbial resources and limited 

domestic microbial resources, consumer-oriented microbial engineering is 

required. 

� Although radiation breeding is a classic technology for microbial engineering, 

it is still a useful broad range technique can be used for bioindustry 

requiring rapid industrial organism development. 

� Radiation-induced random mutation can be easily used for microbial 

engineering for bioindustry. However, fundamental information and resources 

on the technique facilitating strain improvement are required for industrial 

users. Moreover, the number of novel microorganisms with great potential in 

bioindustry are isolated every year. 

� Until now, microbial strain improvement through radiation has been used 

with simple information such as random genetic mutation. Therefore, 

fundamental research on the effect on microbial phenotype and genotype 

caused by ionizing radiation-induced mutation is essential.

� Industrial strain improvement of eukaryotic microorganisms is 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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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than prokaryotic ones because of genetic complexity. Therefore, 

genetic response and resultant phenotypical change caused by radiation can 

be more helpul for industrial users and these information also can be used in 

genetic research of higher eukaryotic organisms including human and plants. 

� Extremophils which can be alive in harsh environments usually have unique 

high-value added resources such as enzymes and biochemicals. And these 

traits have forced many researchers to discover something valuable. 

� Therefore, research on radioresistant extremophiles isolated from the 

Antarctic by Korea Antarctic Research Program can be useful to discover 

high-value added bioresources.  

� Eventually, this project is focused on the effect of radiation on genetic and 

phenotypic mutation of microorganisms, physical alteration of biomass, and 

application of the results.

� The above research requires well-organized nuclear facility. Therefore,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with all essential infrastructure with 

gamma ray, electron beam and ion beam irradiation facility is appropriate to 

lead the research. 

� Futhermore, radiation based microbial application research can accumulate 

radiobilogical information and affect throughout domestic bioindustry. 

Therefore, this project should be leaded and supported by governme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microbial radiomolecular evolutionary technology 

A. Research on radiation-induced microbial mutation

(1). Construction of method for radiation-induced mutation frequency in 

microorganisms 

(2). Investigation of radiation responsive molecules of aquatic microorganisms

(3). Transcriptomic analysis of eukaryotic microorganisms

B. Investigation of radiation-induced microbial genetic mutation characteristics

(1). Development of mutation screening method using NG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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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vestigation of mutation in small genome

(3). Radiation damages analysis by single DNA molecule

(4). Application of radiation-induced mutation of a gene

2. Research on microbial bio-materials

A. Development of industrial microbial strains

(1). Investigation of conductive material from Shewanella 

(2). Functional improvement of microorganisms

(3). Development of microbial pesticide

(4). Utilization of waste biomass using radiation treatment

B. Research on microbial functional materials

(1).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novel radioresistant bacteria

(2). Investigation of microbial antioxidants

Ⅳ. Result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microbial radiomolecular evolutionary technology 

A. Research on radiation-induced microbial mutation

(1). Construction of method for radiation-induced mutation frequency in 

microorganisms

� Results from statistical frequency of radiation-induced mutation using 

Salmonella and E. coli mutant strains were not reliable. So,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for development of efficient and highly reliable mutation frequency 

evaluation method. 

(2). Investigation of radiation-induced microbial genetic mutation characteristics

� Radiation resistance of microalgae, representative aquatic microorganisms, 

were evaluated. Among them, Spirogyra varians shown high radiation 

resistance was chosen for proteome research in response to ionizing radiation. 

Radiation-induced proteins were identified by MALDI-TOF analysis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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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overexpressed protein, thioredoxin h-type, was further investigated.    

 

(3). Transcriptomic analysis of eukaryotic microorganisms

� A time course transcriptomic response of a representative radioresistant 

eukaryotic microorganism, Cryptococcus neoformans was analyzed. Expression 

of 921 gen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radiation. Based on gene ontology 

data, the genes involved in chromosome stability, DNA damage repair 

system, and protein modification were highly induced, suggesting that 

damaged DNA and proteins stimulate cellular recovery and recycles. In 

contrast, genes involved in biosynthesis of nucleobases, amino acids, and 

fatty acids, nuclear migration, and pathogenesis were significantly 

down-regulated in response to γ-irradiation. It suggest that emergent 

recovery in the cells may be shutting down general catabolic pathways for 

cellular growth. 

� Global transcriptional response of a model microalga, Chlamydomonas 

reinhardtii, in response to ionizing radiation was analyzed. Expression of 

1,400 transcripts were changed more than 2 fold. Genes involved in DNA 

damage repair system, protein modification and degradation, and regulation 

were highly expressed. In contrast, transcription of genes involved in RNA 

synthesis and cell division were highly reduced. And expression of a lot of 

hypothetical genes were significantly changed. 

B. Investigation of radiation-induced microbial genetic mutation characteristics

(1). Development of mutation screening method using NGS technology

� Mutant genetic locus of radiation-induced bacterial mutants were analyzed 

using a high throughput DNA sequencing technology-based to find optimum 

condition for mutation analysis. 

(2). Investigation of mutation in small genome

� To compare between genetic and phenotypic mutation, effect of radiation 

induced genetic mutation in a small genome (plasmid) containing a cellulase 

gene (Cfla 1897) on its enzymatic activity was analyzed.

(3). Radiation damages analysis by single DNA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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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NA optical imaging system using fluorescent labeling was developed to analyze 

DNA damages caused by ionizing radiation. 

� Radiation resistance of a radiation sensitive E. coli strain and its derivative radiation 

resistant mutant was evaluated using the single molecule DNA optical imaging 

system. 

� Single molecule DNA op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direct and indirect reason 

of increased radiation resistance of E. coli CB4000.

(4). Application of radiation-induced mutation of a gene

� Radiation induced mutation of three △-9 elongase genes and two 

debranching enzyme genes from microorganisms were analyzed to apply 

radiation induced in vitro DNA mutation in enzyme engineering. 

2. Research on microbial bio-materials

A. Development of industrial microbial strains

(1). Investigation of conductive material from Shewanella 

� The structural modification of EPS using ionizing radiation technique was 

investigated. The structural property and surface morphology were 

characterized by using Fourier-transform infrared (FTIR) and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lso, the conductivity of 

EPS was determined by using the Van der PauW method.

(2). Functional improvement of microorganisms

� The characteristics of wild type and mutant Spyrogira varians were analyzed 

through phenomenological observations. The results of our phenomenological 

observations of the S. varians mutant demonstrated increases in growth rate 

and content of chlorophyll a, b, and a+b; in particular, a significant threefold 

increase was observed in starch accumulation.

� Optimum condition for extraction and isolation of total carotenoids was 

established to analyze carotenoids biosynthetic profile of radiation-evolved 

mutants. 

� A radiation-evolved E. coli mutant strain with enhanced carotenoid 

productivity was isolated and its growth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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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al function of carotenoid in the mutant was analyzed by comparing 

cellular membrane composition. 

� Genomic mutation of the mutant was confirmed using the next-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3). Development of microbial pesticide

� Difficulty in materialization and weak conservativeness of Burkholderia genus 

microorganisms has prohibited its commercialization in spite of strong 

countervailing power against plant pathogens. In this study, a Burkholderia 

mutant strain was evolved to increase conservativeness with improved 

materialization potential. 

(4). Utilization of waste biomass using radiation treatment

� Effect of gamma ray irradiation/alkali pretreatment on enzymatic hydrolysis 

of rice straw and microalgal lipid production using the rice straw 

hydrolysates were analyzed. 

�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ombined pretreatment of RS was highly 

effective in preparing an alternative carbon source to glucose.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cost for a substrate in heterotrophic microalgal 

cultivation, the RSH could be used as an alternative carbon source to glucose 

for microalgal lipid production.

B. Research on microbial bio-materials

(1).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novel radioresistant bacteria

� Fifty novel radioresistant bacteria was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soil. 

Among them, phsy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veral strains were analyzed 

to verify its novelty. 

(2). Investigation of microbial antioxidants

� Genome sequences of three novel antioxidant pigment producing polar 

bacteria were determined using NGS technology. Carotenoids biosynthetic 

pathways of each strain were identified for further investiga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This project investigated the effect of radiation induced microbial ge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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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tion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later use in microbial 

engineering and demonstrated its efficiency in practical application. 

� Novel functional genetic elements, enzymes, and physiological active 

substances can be produced using the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from 

this project. Eventually, industrial microbial cell factories based on radiation 

resistant microbial genomes will be developed and the technologies will be 

diffused to bioindustry continuously.   

�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will be published high quality journals and 

the technologies can be used in bioindustry.  



- xiv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1

Chapter 2. Domestic and global status of the research ············································  4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ject ····························································· 8

Chapter 4. Achievements of the project and external contributions ······················ 83

Chapter 5. Proposals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 89



- xv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국내·외 연구 현황  ···························································································   4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8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83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89



- xvi -

표 차 례

표 1. C. neoformans의 유전자군별 유의미한 발현의 증감을 보인 유전자 분포 ·  17

표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전도성 Shewanella EPS의 전도성 측정 ···················  31

표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전도성 A. geotgali EPS의 전도성 측정 ··················  33

표 4.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전도성 Alishewanella sp. EPS의 전도성 측정 ·······  33

표 5. 돌연변이 S. varians 8GY에서 과다 발현된 단백질 ·········································  38

표 6. 방사선/NaOH 병용 처리 후 볏짚 성분의 변화 ················································  52

표 7. 볏짚의 전처리 전과 후의 미량원소의 함량 변화 ·············································  53

표 8. 볏짚 당화액과 순수 포도당을 사용한 미세조류 배양 후 지질 분석 결과 ·  55

표 9. 국내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방사선 내성 미생물 50 strains ···························  57

표 10. 16S rRNA full sequence를 EzTaxon 검색 결과 ···········································  58

표 11. Strain DY17과 type strains의 DNA-DNA hybridization 실험 결과 ········  59

표 12. Strain DY17의 API ZYM (미생물 효소여부) 실험 결과 ·····························  59

표 13. Strain DY17의 MIDI (fatty acid) 분석 결과 ··················································  61

표 14. Strain DY53의 16S rRNA의 EzTaxon 검색 결과 ········································  62

표 15. DY53 strain과 Type strain의 DNA-DNA hybridization 결과 ···················  63

표 16. DY53 strain의 API ZYM (미생물 효소여부) 실험 결과 ·····························  63

표 17. Strain DY59의 16S rRNA의 EzTaxon 검색 결과 ········································  65

표 18. DY59 strain과 Type strain의 DNA-DNA hybridization 결과 ···················  66

표 19. DY59 strain의 API ZYM (미생물 효소여부) 실험 결과 ·····························  66

표 20. 산화 손상으로 인한 단백질의 변형 및 검지 방법 ·········································  69

표 21. 연구에 사용된 극지미생물 18종 ·········································································  72

표 22. Arthrobacter sp. 유전체의 전반적인 특성 ·······················································  75

표 23. Planococcus sp. PAMC21323 genome의 통계적 분석 ·································  77

표 24. Sphingomonas sp. PAMC 26410 유전체의 전반적 특성 ·····························  80

표 25. Sphingomonas sp. PAMC 26410의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유전자군 ·········  81



- xvii -

그 림 차 례

그림 1. NaI를 이용한 방사선 유도 변이체 발생빈도 평가 방법 ·····························   8

그림 2.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발생빈도 평가 ·····················································  9

그림 3. FDA 염색을 통한 방사선 조사 후 사멸율 측정 ··········································  11

그림 4. FDA 염색을 통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미세조류의 사멸율 측정 ··········   11

그림 5. FDA 염색과 optical density의 비교를 통한 사멸율 측정 ··························  12

그림 6. 배양 후 생존 세포수 측정을 통한 미세조류의 방사선 저항성 측정 ·······  13

그림 7. 방사선 조사 후 Spirogyra varians 2DE 이미지 ········································   14

그림 8. 방사선 조사 후 발현이 증가한 thioredoxin h-type ·····································  15

그림 9. MALDI-TOF MS 분석을 통한 peptide identification 결과 ······················  15

그림 10. 방사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발현의 증감을 보인 유전자 수 ···············   16

그림 11. C. reinhardtii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전자군별 발현체 분석 ··············  18

그림 12. SNP 발생위치 분석 예시 ·················································································  19

그림 13. C. flavigena의 Cfla0016과 Cfla1897 단백질의 도메인 구조 ··················   21

그림 14. Cellulase 유전자의 클로닝, 발현, 및 효소 활성 측정 ·······························  21

그림 15.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변형과 그에 따른 효소활성 증

가 변이체 선별 ····················································································································  22

그림 16. 재조합균주에 방사선 조사 후 선별된 효소활성 증가 변이체 ···············   23

그림 17. 자외선 조사에 따른 이중 나선 손상(DSB)의 단일 분자 영상 ················  23

그림 18. 형광 표지를 통한 단일 가닥 절단 (SSB)를 단일 DNA 분자 영상 ·······  24

그림 19. UV 조사 전후의 염색체 분자영상 ·································································  25

그림 20. 자외선 조사 후 방사선 민감성과 저항성 균주 4종의 염색체 SSB 정도 비

교 ··········································································································································   25

그림 21. 활성산소와 UV에 대한 각 균주들의 생존률 비교 결과 ···························  26

그림 22. 단일분자 분석들 이용한 DNA 손상정도의 비교 ········································  27

그림 23.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DNA의 분해 ······················································   27

그림 24. 대표적인 방사선 조사 후 PCR 결과 ·····························································  28

그림 25. 방사선 조사 후 증폭된 유전자 변이 분석 ···················································  28

그림 26. 전도성 EPS 바이오 물질의 제조과정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성상   30

그림 27.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PS 전도성 바이오 물질의 FE-SEM 사진 ·······  31

그림 28.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PS 전도성 물질의 FT-IR 스펙트럼 ·················  32

그림 29. 방사선 조사에 따른 EPS 전도성 물질의 형상 변화 ·······························   34



- xviii -

그림 30. S. varians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전분 함량 ·······································  35

그림 31. S. varians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성장 곡선 ·······································  36

그림 32. S. varians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Chrolophyll 함량 비교 ················  36

그림 33. S. varians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단백질 발현 비교 ·······················   37

그림 34. 돌연변이 S. varians 8GY의 고성장/고전분 함량 생합성 경로 모델 ·····  39

그림 35. Paracoccus sp. wildtype과 mutant의 카로테노이드 profile 비교 ··········  40

그림 36. Paracoccus sp. wildtype과 mutant의 TLC 분석 결과 ···························   41

그림 37. Paracoccus sp. wildtype과 mutant의 카로테노이드 profile로부터 유추된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대사회로 ························································································  41

그림 38. Mutant 클론과 wildtype 균주의 생장속도 및 β-carotene 생산량 비교  42

그림 39. 야생형과 돌연변이 균주의 성장 및 β-carotene 정량 분석 ···················   43

그림 40. 야생형과 돌연변이 균주의 총 지방산 상대량 분석 ···································  44

그림 41. 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야생형과 재조합균주의 형태학적 차이 ·····  45

그림 42. 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야생형과 재조합균주의 형태학적 차이 ··   45

그림 43. Breseq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를 통한 G3-8의 genome 상의 mutation 확인 

결과 ········································································································································  46

그림 44. Breseq을 이용한 유전변이의 신뢰도 및 주요 변이 확인 결과 ···············  46

그림 45. Breseq을 이용한 유전자 손실의 신뢰도 확인 및 손실 위치 확인 결과  47

그림 46. 사각 petri dish를 이용한 스크리닝 방법 ····················································   49

그림 47. CH67 균주의 방사선 조사별 길항력 비교 ···················································  50

그림 48. 방사선 조사별 CH67균주의 사각 petri dish를 이용한 길항력 비교 ······  50

그림 49. CH67균주의 방사선 조사별 배양 후 콜로니 수의 변화 ·························   51

그림 50. 볏짚의 전처리 조건에 따른 당화수율 ···························································  54

그림 51. 당화효소 양과 당화반응 시간에 따른 당화율의 변화 ·······························  55

그림 52. 볏짚 당화액과 순수 포도당 배지에서의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생산량 비

교 ··········································································································································   56

그림 53. DY17 strain의 전자현미경(TEM) 촬영 결과 ··············································  60

그림 54. Strain DY17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  62

그림 55. DY53 strain의 극성 지방 성분 분석 및 형태학적 관찰 ·························   63

그림 56. Strain DY53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  65

그림 57. Strain DY59의 전자현미경 촬영 결과 및 지방산 분석 결과 ··················  67

그림 58. TLC를 통한 strain DY59의 아미노산 성분분석 결과 ······························  68

그림 59. Strain DY59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   68



- xix -

그림 60. DNPH를 이용한 단백질 산화도 측정 방법 모식도 ···································  70

그림 61. DNPH 방법을 이용한 단백질 손상도 측정 ·················································  71

그림 62. 극지미생물의 방사선 저항성 평가 ·······························································   73

그림 63. 극지미생물의 과산화수소 저항성 평가 ·························································  73

그림 64. 극지미생물의 UV 저항성 평가 ·······································································  74

그림 65. 유전체 기반 Arthrobacter sp. 대사관련 유전자군 분석 ·························   75

그림 66. Arthrobacter sp.의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경로 모식도 ·····························  76

그림 67. Arthrobacter sp.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게놈 상 위치 ···  76

그림 68. Planococcus sp. PAMC21323의 게놈지도 ·················································   78

그림 69. Planococcus sp. PAMC21323 genome의 COG database 분석 ···············  79

그림 70. Planococcus sp. PAMC21323 genome의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유전자군 

탐색 ········································································································································  79

그림 71. Sphingomonas sp. PAMC 26410 유전체의 RAST 기반 subsystem 

category 분석 ······················································································································  81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의 미생물 유전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의 한정된 미생

물자원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미생물 균주 개발이 필요하며, 

방사선 기술은 다양한 미생물 균주 개량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와 같이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한 한정된 미생물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생물 균주 개량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지식과 자원

의 축적이 필요함. 

�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유도 및 저항성 기작은 원핵미생물과 비교할 경우 매우 제

한적 연구가 진행되었음. 비교적 인간과 유사한 대사를 갖고 있는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반응연구를 통해 보다 고등생물의 방사선반응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용 생물자원의 활용을 통한 원천기술 제공 및 바이오산

업 활성화 기여.

� 극지는 방사선의 피폭량이 일반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극지미생물은 일반미생물

과는 다른 방사선 대응 기작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까지 극지미생물에 

대한 방사선 대응 기작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최근 전세계적으로 극

지 환경에서 유래한 균주 및 소재의 특이적인 기능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방사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융합기술 개발은 방사선 조사사설 및 발생장치와 

같은 대형 연구기반 인프라시설이 필수적이며,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기술

개발관련 중점연구기관으로써 감마선/전자선/이온빔 조사사설 및 동위원소생산

시설 등 방사선기술 연구의 핵심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방사선 기반 미생물 유용화 연구는 국내 방사선 생물학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수요 창출이 예상되므로 정부주도의 연구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과제는 생물정보학과 대사공학 등 최신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하여 방사선

에 의해 발생되는 미생물 또는 바이오매스의 유전적/표현형적 변화 및 생물자원



- 2 -

의 활용도 증진에 대한 기반 지식과 자원의 축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사선원의 특성 이해와 방사선 발생장치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원자력연구원의 기관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 본 연구 사업은 방사선이 유발하는 DNA/게놈 변이 특성 및 유용 미생물자원의 

방사선유도 반응을 연구하여 방사선생물학의 기반 지식을 제공하고 관련 유용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RT/BT 융합 원천 기술 및 기능성 소재 개발.

�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미생물 균주 및 기능성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대

상으로 방사선 분자진화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바이오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건강과 복지에도 기여. 

� 고부가 기능성물질을 생산하는 수서미생물(미세조류/극지미생물)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반응 유전자원을 융합하여 기능성 소재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자 함.

제 3 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기술은 다양한 미생물의 유용 형질 개량에 활용되

어 산업적 고부가가치 균주를 제작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환

경 생태계의 교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건, 농업 분야의 유용 

균주 개발 산업 선진화, 방사선 활용기술 확대, 지적재산권 창출 기대.

�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반응 및 저항성 기작은 세균과 같은 원핵미생물에 비해 기

본 생물학적 정보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이들의 분자유전학적 또는 오믹스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생물산업 활성화 기여.  

� 수서미생물(미세조류)은 최근에서야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미세조류로부

터 유용물질 및 유전자 탐색을 통하여 산업적 소재 또는 신의약 소재 등의 개발

에 선점 기대.

� 지구상 생물종의 80%이상이 해양에 서식하고 있어 수중생물의 다양성 및 경제

적 가치가 매우 높음. 

� 60, 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속적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최근 상

품화에 성공한 의약품, 농약, 소재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해양바이오 산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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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이루고 있으며, 2003년과 2012년 사이 연평균 4.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2년 해양생명공학 관련 세계 시장은 3,781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 및 바이오연료의 생산

을 위한 수서 미생물의 활용가능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분야

는 향 후 더 확장될 것으로 예측.

� 극지미생물은 극한 온도와 높은 우주방사선의 피폭 등으로 일반 미생물과는 다

른 단백질, 다당류, 항산화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극지미생물의 방사선 대응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유전자원 및 신소재의 탐색, 그리고 방사선육종을 이용한 산업용 균주의 개발은 

식품, 제약, 의학 등의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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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 현황  

제 1 절 국외 연구 현황

� 미생물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및 식량부족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 바이오 연구의 필수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선

진국들은 미생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전략적 포인트로 삼고 기술 우위를 선점

하기 위한 세균(Bacteria), 진균(Fungi), 원생동물(Protozoa), 바이러스(Virus), 

및 미세조류(Microalgae) 등의 미생물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음.

� 현재 생명공학계의 화두 중 하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통한 생명체의 게놈 지도 완성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2

만종 이상 생명체의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고 그중 비교적 게놈 크기가 작은 

미생물의 경우 16,000종 이상의 게놈 지도가 (전체 완성된 게놈 지도의 약 

80%) 발표되었음. 

� 미국: 세계 최대의 생명연구자원 보유국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생물자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미생물자원선테인 ATCC와 NRRL에 약 

155,000 종의 미생물자원 확보

� EU: 미생물자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

표적인 EU 미생물센터인 CBS(네덜란드), DSMZ(독일)에 약 100,000종의 미생

물 자원 확보

� 일본: 세계 최고수준의 미생물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을 목표로 국가생명자원

사업(NBRP, '02 ~ 계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생물자원센터인 NBRC에 약 

23,000종의 미생물 자원 확보

� 중국: 정부주도로 미생물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35,000종

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미생물센터(CGMCC)를 ‘09년 공식으로 가동하

고 약 10만종 정도의 미생물 균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생물은 지구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생장하면서 다양

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 특히, 극지의 생물의 경우 혹독한 자연환경에

서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과정을 거쳐 생리, 생화학적인 적응에 성공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생물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고 다양한 천연물을 보유하고 있음. 

� 남극과 북극은 한랭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다양한 희귀 미생물의 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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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극지생물을 생리활성 신물질의 미래의 원천

으로 주목하고 새로운 천연물의 탐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독

일 등의 국가는 남극의 신종 미생물 연구를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생물다양성 조약 발효 이후 자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도권이 인정되어 

세계 각국이 자국 내의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

이 없는 남극은 특이한 생물자원을 확보하려는 선진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한국의 극지연구소를 포함하여 현재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은 극지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고 있으며, 미생물자원뿐만 아니라 항산

화 색소 등 신규 신물질 탐색 및 유전체 분석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극지는 혹한의 온도 환경과 긴 겨울 외에도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환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이중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극지 방사선 영향임. 하지만, 아직까지 극지미생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임.

� 방사선 유도 유용 돌연변이 육종 연구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미생물의 경우 돌연변이 육종 후 역유전체학 

(Inverse genomics) 및 대사공학 (Metabolic engineering) 등의 접근 방식으로 

산업용 재조합 균주 제작에 활용되고 있음. 

� 미세조류는 카로테노이드 등 다양한 바이오케미칼 뿐만 아니라 다량의 지방산

을 축적할 수 있어, 바이오디젤 뿐만 아니라 항공유의 생산도 가능하여, 현재 

미국 등 많은 정부와 기업이 대단위 투자를 하여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하지만, 미세조류의 분자생물학적 기법들이 확립되지 않아서 유전자 조작을 통

한 균주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 돌연변이 기법(Random 

mutagenesis)을 통한 특성 개량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DNA 서열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저렴해지면서 비교적 게놈 크기가 작은 

미생물의 경우 무작위 돌연변이 기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음.

�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및 복구 과정은 방사선 유도 무작위 돌연변

이 기법의 중요한 단계이며,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분자유전학적 기전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단일분자 DNA 영

상법에 의한 물리적 영향 평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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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연구 현황

  1. 산업계 동향

� 한국은 신종미생물 발견 강국으로 ‘05년부터 현재까지 400 여종의 신종미생

물을 보고하였으나 협소한 국토와 비교적 기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산업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미생물자원은 부족함.

� 국내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활용비율은 평균 약 1.2%(‘00~’08)로 연평

균 67건을 분양하였음.

� 무작위 돌연변이 기법(Random mutagenesis)이나 적응 진화 기법(Adaptive 

evolution) 등의 전통적인 산업미생물 개발 방법은 유전자형 규명, 표현형 예

측, 재현 및 추가 개량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산업용 미생물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있음.

� 국내 일부 기업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건강 보조식품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원료 물질을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음. 

� 미생물유래 천연색소인 카로테노이드는 자연계의 대표적 천연 색소 물질로

서 식품 보강성분(food fortifier), 영양의약품(Neutraceuticals), 미용식품

(Neutricosmetics) 첨가제, 정밀화학소재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점차 부가

가치가 높은 항암, 항염증 등의 차세대 의약 소재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물

질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학계 동향

� ‘09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

라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11~‘20)을 수립하였음.

� 미생물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10개국의 대표기관 중 생명(연)의 미생물자원

센터(KCTC)는 8위로 1위인 미국의 ATCC에 비해 약 1/7수준.

� 서울대와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연구팀에 의해서 신종 극지 미생

물의 분리 • 동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전체 분석 또는 균주 개량연구

는 보고된 바 없음. 

� 국내 학계에서도 미세조류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현

재는 주로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디젤 생산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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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계 동향

� Escherichia coli나 Salmonella 등과 같은 미생물에서의 방사선 유도 단백질

의 발현과 대응 기작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미세조류와 극지미

생물 같은 수서미생물의 방사선 반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함.   

�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에 의한 미생물의 게놈지도 연구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생명공학 선두 국가에서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

진들도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미생물 게놈지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미흡한 실정임.

� 차세대 바이오매스연구단은 2010년 출범하여, 미세조류 및 목질계로부터 바

이오연료의 산업화에 핵심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토해양부

의 해양바이오 연구사업에서는 해조류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연구를 

수행 중.

� 방사선에 의한 DNA 및 세포손상과 관련된 연구는 본 연구원에서 대부분의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선 유도 무작위 돌연변이 기법은 다양한 기관에서 본 

연구팀과 연계하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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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 기술 개발

  1.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 메커니즘 연구

가.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발생빈도 평가법 구축

� 미생물 변이체를 유도하는 최적의 방사선 조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방

사선 조사 후 rifampicin(Rif) 및 sodium azaide(NaI) 내성 균주의 발생빈도

를 측정 함. 미생물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단백질인 RNA polymerase와 

DNA gyrase에 변형이 발생한 경우 Rif, NaI 내성 균주가 발생 됨.

� 미생물은 약 10-8 ~ 10-9 정도의 확률로 자연 돌연변이가 발생하므로 우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돌연 변이의 수준을 Rif, NaI 내성균주의 출현으

로 측정함. 미생물의 두 가지 생육 조건(대수기, 정체기)에서 발현빈도를 측

정한 결과 NaI 실험에서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향후 방사

선 유도 변이 실험은 NaI 내성 실험으로 진행하였음 (그림 1).

그림 1. NaI를 이용한 방사선 유도 변이체 발생빈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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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seed culture를 사용하였을 경우 seed culture 내에서 발생한 돌연변

이체가 향후 main culture에서 검출되어 서로 다른 seed culture를 사용하

여 main culture를 배양하였음 (그림 2). 대수기(O.D≈0.8)까지 배양된 대장

균에 100, 200, 500, 1000 Gy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변이발생빈도

(mutation rate)를 측정한 결과 100 Gy에서 0.3×10-8 정도의 mutation rate

를 얻을 수 있었음 (그림 2A). 하지만, 자연 돌연변이 확률과 비교하였을 

경우 유의미하게 증가되지는 않았음. Muation rate는 Luria-Delbruk 

fluctuation test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대장균에 1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경우 방사선 손상으로 인하여 약 

100배 정도의 균수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균수의 감소를 보정하

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후 배양 시간 별로 mutation rate를 측정한 결과 1 

kGy의 방사선 조사 후 3시간을 배양하였을 때 mutation rate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2B)

� 흡수 선량 1 kGy와 조사 후 배양시간 3시간을 고정한 후 선량률을 0.5, 1.0, 

2.0 kGy/h로 변화시켜 mutation rate을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

그림 2.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발생빈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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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으며 (그림 2C), 0.5 kGy 조사 후 3시간 배양조건에서 발생한 

mutation rate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대장균을 사용한 방사선 유도 변이체 발생빈도를 평가한 결과 미생물에 약 

102 정도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선량을 조사한 후 다시 조사 전 개체수를 

회복하는 시간동안 배양하는 것이 가장 많은 변이체 확보 가능.

나. 수서미생물의 방사선 반응분자 연구

(1). 미세조류의 방사선 저항성 및 단백질체 분석을 이용한 방사선 반응 기작 연구

� Spirogyra varians, Zygnema cruciatum, Zygnema sp., Chlorococcum sp., 

Chlorella protothecoides, Botryococcus braunii, Scenedesmus dimorphus, 

Chlamydomonas reinhardtii, Neochloris oleoabundans 등의 미세조류를 분

양받아 20℃, 12:12h LD cycle, 형광등(>20 mol photons m-2 s-1)의 배양 

조건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

� 미세 조류의 상대적 생장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optical density로 세포의 농

도 측정. 각 미세조류의 optical density는 최적 파장에서 측정. 초기 세포의 

optical density를 0.2nm로 정량한 후 시간에 따라 UV-Vis 

spectrophotometer (Uvikon, Uvikon XL)로 측정. 생장율은 Neochloris 

oleoabundans가 가장 높았으며, Botryococcus braunii는 생장율이 가장 낮

음.

� 세포의 viability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험 환경, sample의 종류 및 특성 등

에 의해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음.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방법은 가수

분해효소인 esterase의 활성을 매개변수로 한 측정방법으로서 viability를 눈

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형광성이고 비극성이어서 원형

질막을 자유로이 투과함. 따라서 fluorescein diacetate가 세포 안에 들어가

면 esterase에 의해서 fluorescein diacetate는 diacetate와 fluorescein(형광

성, 극성임)으로 분해됨. 이 형광성과 극성을 가지고 있는 fluorescein은 세

포내에 축적되고 이것에 UV를 조사하면 녹색의 형광을 발함 (그림 3).

�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결과 Spirogyra varians는 5 kGy의 방사선에 

의해 사멸하기 시작하면서 8 kGy 이상의 방사선에서는 대부분 사멸하는 것

으로 나타남. 반면 Zygnema cruciatum와 Zygnema sp.의 경우 Spirogyra 

varians는 5 kGy의 방사선에 의해 사멸되기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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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형광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8 kGy까지 생존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

             

그림 3. FDA 염색을 통한 방사선 

조사 후 사멸률 측정

   

그림 4. FDA염색을 통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미세조류의 

사멸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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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을 세포의 특성상 세포의 diameter(약 20um 이

상)가 비교적 큰 filamentous algae (Spirogyra varians, Zygnema 

cruciatum, Zygnema sp.)의 경우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을 통한 사멸율 

측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fluorescein diacetate 염색방법을 이용해 

Chlamydomonas reinhardtii의 사멸율을 측정 해본 결과 방사선 조사에 대

한 live/dead를 녹색 형광을 통해 매우 확실하며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지만 세포의 특성상 diameter(약 10um 이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형광현

미경하에서 live/dead의 비율을 측정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random counting에 의한 오차값이 큰 단점이 있음. 따라서 방사선에 대한 

live/dead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 optical density로 세포의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fluorescein 

diacetate 염색 방법을 통한 사멸율 측정 결과와 비교함.

� Chlamydomonas reinhardtii 세포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후 fluorescein 

diacetate 염색과 optical density 측정을 통해 사멸을 측정해 본 결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그림 5). 따라서 세포 사이즈가 큰 filamentous 

algae 경우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을 통해 사멸율을 측정하였으며 세포 

사이즈가 작은 미세조류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대한 사멸율을 optical 

density로 평가함. Filamentous algae는 다양한 방사선 조사 후 fluorescein 

diacetate 염색을 통해 사멸율을 측정. Zygnema cruciatum와 Zygnema sp.

의 경우 8 kGy 이상에서 녹색 형광을 관찰 할 수 없었으며 Spirogyra 

varians는 6 kGy 이상에서 녹색 형광을 관찰 할 수 없음.

        

Chlamydomonas reinhard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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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DA 염색과 optical density의 비교를 통한 

사멸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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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amentous algae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신속한 사멸율 측정을 할 수 있

으나, 세포의 크가가 작은 미세조류의 경우 C. reinhardtii와 같은 경우 배

양액의 흡광도를 보정하여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 따라서 비교적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가장 적확한 측정 방법인 조사 후 세포를 배양

하여 실제 생존한 세포의 수를 측정법이 가장 신뢰성 있다고 판단됨. 따라

서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미세조류 13종을 University of Texas에서 

분양 받아 방사선 저항성을 측정함 (그림 6).

(2). 미세조류 유래 방사선 대응 특이 발현 단백질 동정

� Proteome이라는 용어는 1995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특정 genome으로부터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의 대응적 발현을 의미. 단백질 합성이 유도되는 일련

의 조절단계에서 proteome은 genome의 마지막 단계의 생성물로 나타날 수 

있음. Genome은 상대적으로 정체적인 것에 반해 proteome은 대단히 역동

적인 실체임. 어떤 세포의 단백질 발현은 주위환경, 세포의 생리적 상태, 스

트레스, 치료약 투여, 건강상태, 그리고 질병에 따라 변화함.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의 방사선 스트레스 혹은 damage에 의해 발현되는 스트레스저항, 

damage repair 등에 관여하는 유용 proteome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수행.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분석은 2DE를 통해 수행 (그림 7).

�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Spirogyra varians에 대해 방사선 조사 후 총 단백질

을 분리하여 2DE를 수행해본 결과 총 300여개의 명확한 단백질 spot을 확

인.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control과 방사선이 조사된 sample의 총 단백

그림 6. 배양 후 생존 세포수 측정을 통한 미세조류의 방사선 저항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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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비교해본 결과 약 10개의 단백질이 방사선에 의해 유의하게 높게 발

현되는 것을 확인.

� 방사선 조사에 의해 높게 발현된 단백질들은 MALDI-TOF MS 분석을 통

하여 peptide identification을 수행. MALDI-TOF MS 분석 결과에서 단백

질들의 mascot score는 56~73으로 나타났으며 sequence coverage는 약 

20~40%로 나타났음. 방사선 비 조사에 비해 조사에서 높게 발현된 단백질

들은 대부분 효소들이었으며 energy metabolism에 관여하는 

Glucose-1-phosphate adenylyltransferase small subunit, ATP synthase, 

Nucleoside diphosphate kinase로 동정되었으며 glyceride Metabolism에 관

여하는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로 동정되었다. RNA editing에 

관여하는 Pentatricopeptide repeat-containing protein도 방사선에 의해 높

게 발현되었으며 이 단백질의 기능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임.

      

그림 7. 방사선 조사 후 Spirogyra varians 2DE 이미지. A. 0 

kGy, B. 1 kGy, C. 5 kGy, D. 10 kGy.

� Spirogyra varians에 대해 방사선 조사 후 총 단백질을 분석으로부터 방사

선에 의해 높게 발현된 단백질 중 하나는 산화된 단백질을 환원시키는 역

할을 하는 단백질인 thioredoxin h-type으로 확인됨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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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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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age

는 72%. 따라서 동정된 thioredoxin h-type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 (그림 9).

    

그림 9. MALDI-TOF MS 분석을 통한 peptide identific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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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oredoxin은 dithiol 아황산 active 위치를 포함하는 약 12 kDa 

oxidoreductase 효소로 이 단백질의 기능은 다른 단백질의 시스테인 티올 

결합을 아황산 교환을 통해 단백질을 환원시킴. Thioredoxin은 거의 모든 

알려진 유기체에 존재. 특히 식물의 경우 광합성 과정에서 물 분자를 분해

가 때문에 radical들이 형성되어 세포에 산화 피해를 주는 데 이 때 단백질

들의 항산화 역할 중 thioredoxin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

다. 진핵미생물의 방사선 유도 발현체 연구

(1). 방사선 저항성 효모 Cryptococcus neoformans의 방사선 유도 발현체 연구

방사선에 의한 발현의 증감을 보이는 발현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발현체 분석을 진행).

마이크로어레이 칩에 배치된 전체 6,488 유전자 중 2,725개 유저자가 삼반복에

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중 2배 이상 유의미하게 발현이 증가한 유

전자들(Up-reguated genes)은 총 366개, 발현이 줄어든 것(Down-regulated 

genes)은 696개이다 (그림 10). 

그림 10. 방사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발현의 증감을 보인 유전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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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미한 유전자들에 대해서 특정 GO가 선호되는지 분석하였다. 예상되는 

수치에 비해서 훨씬 많은 GO term이 발견된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함 (표 1). 분석은 TopGO라는 R package를 

사용하였고 통계 분석에는 Fisher’s exact test가 이용되었다. 

� 전반적인 발현체 해석 결과 방사선 조사로 인한 DNA 복구로 인하여 

전반적인 이화작용이 감소함을 확인.

(2). 모델 미세조류 Chlamydomonas reinhardtii의 방사선 유도 발현체 연구 

� 모델 미세조류인 Chlamydomonas reinhardtii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시간에 

따른 발현체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약 1,400개의 유전자 발현이 2배 이상 

유의미한 증감을 보임. 

� 전반적인 분석결과 DNA 복구, 단백질 변형 및 분해, 그리고 전사 조절 유

전자군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RNA 합성 그리고 세포분열 유전자군의 발

현이 감소 함. 현재까지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상당수의 유전자 발현이 유

의미한 발현의 변화를 보였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함 (그림 11).

표 1. C. neoformans의 유전자군별 유의미한 발현의 증감을 보인 유전자 

분포 



- 18 -

그림 11. C. reinhardtii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전자군별 발현체 분석 

 

  2. 방사선 유발 미생물 유전자(체) 변이 특성 연구

가. NGS 활용 게놈 변이 탐색법 구축

�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게놈 변이 탐색법 구축

� 기존의 방사선 유발 변이체 탐색법은 유전자의 변이로 인하여  야생형 대

비 표현형의 차이가 발생한 균주만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형의 차

이를 실험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변이체 탐색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

음. 

�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사선 이용 분자진화 기술“은 표현형 변화

가 아닌 유전형 변화를 기반으로 변이체를 탐색하는 기술로,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NGS)을 이용하여 유전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방사선 조사 후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선 유발 

변이의 한 종류인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염기 다양성, 

우측 그림 참조)를 NGS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하기 위하여 우선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야생형 미생물(대장균)을 모델로 SNP 검출 최적화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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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음 (그림 12).

� 실험에 사용된 대장균은 4,639 kb의 genome size를 가지고 있으며 분열시 

염기 하나에 자연돌연변이(spontaneous mutation)가 발생할 확률은 

5.4×10-10 정도임 (Genetics, Drake 등, 1998). 그러므로 대장균이 한 번 분

열할 경우 게놈 전체에서 자연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은 0.0025임. 

� 대장균의 경우 일반적인 실험실 조건에서 2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하므로 

12시간을 배양하였을 경우 대장균 게놈 어느 곳에선가 SNP가 발생할 확률

은 약 0.9로 이는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SNP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방사선에 의하여 유도되는 SNP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SNP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 조

건을 확립해야 함.

� Solexa Illumina sequencer(Beijing Genomic Institute; BGI)를 이용하여 대

장균에서 추출된 게놈 DNA를 재분석(re-sequencing), SNP 검출조건을 설

정하였음.

� 총 864개의 염기(nucleotide)에서 SNP의 발생 가능성을 보였으나 

sequencing depth 기준을 100이상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493 개의 잠정 

그림 12. SNP 발생위치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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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를 확인할 수 있었음. 

� 493곳의 잠정 SNP 중 18개의 SNP를 제외하고는 SNP 발생 확률이 50% 

이하였으며 50% 이상의 SNP 발생 확률을 보인 18개의 염기 중 13개의 

sequencing depth는 500 이하였음.

� 5개의 잠정 SNP의 sequencing depth는 각각 605, 609, 862, 864, 1159였으

며 발생 확률은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 였음.  

� 위에서 계산한 자연돌연변이에 의하여 SNP가 발생할 확률(0.9/대장균 

genome/36 generation)을 고려하면 NGS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SNP를 검출하기위한 최소 조건은 (i) sequencing depth 1000이상 (ii) 발생 

확률 90% 이상으로 판단 됨.  

나. 소형 게놈 변이 특성 연구

� 본 연구진은 방사선 조사에 따른 표현형 및 Next Genome Sequencing 

(NGS) 기반 게놈 수준의 유전형 변이 탐색 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번 연

구에서는 소형 게놈(Plasmid)내에 존재하는 cellulase 유전자(Cfla1897)를 

활용하여 방사선 유도 변이와 표현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함.

� 식물 섬유소의 바이오매스(biomass)는 부가가치성 생물 제품으로서 생물

학적으로 유용한 재생성 자원이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cellulase의 낮은 

역가와 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상업성이 낮음. 이 연구에서는 높은 역가

의 cellulase를 선별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celluase 유전자를 대장균에

서 과발현시키고, cellulase 상시 발현 균주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고성장/고발현/고역가의 활성을 보이는 celluase를 가진 변이체의 유전변

이를 분석함. 

� C. flavigena은 Cellulose 분해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그람 양성 

균주로서 느린 성장 속도와 까다로운 배양 조건, 효소 정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상업적 이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최근 C. flavigena의 

유전체정보를바탕으로생물정보학기술(NCBI Conserved Domains 

Prediction Program)과 단백질 구조 분석 프로그램(Phyre2와 HHPred)을 

이용하여 cellulose를 분해하는 특이 효소인 Endo β(1→3) Glucanase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두 개의 후보 단백질(Cfla1897, Cfla0016)을 선별함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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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 flavigena의 Cfla0016(A)과 Cfla1897(B) 단백

질의 도메인 구조.

� 선별한 단백질 각각의 cellulose 분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유전자

를 pET28a 단백질 정제용 벡터에 클로닝 (그림 14A), 대장균에서 과발현 

시킨 후(그림 14B) cellulose DNS colorimetric method를 이용하여 분해 

역가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으로 사용된 Trichoderma sp.의 cellulase 역가

는 430 miliUnit/mM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Cfla0016 의 cellulose 분해 

역가는 130 miliUnit/mM으로 현저히 낮았으나 Cfla1897의 cellulase 역가

는 580 miliUnit/mM으로 control보다 뛰어났다 (그림 14C). 

그림 14. Cellulase 유전자의 클로닝(A), 발현(B), 및 효소 활

성(C)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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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la1897에서 Cellulose 분해 역가가 높은 변이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

저 pET28a에 Cfla1897이 클로닝된 플라스미드를 0.7 kGy의 감마선에 노

출시켜 DNA에 직접 변이를 유도한 뒤 대장균 형질전환(그림 15A) 후, 

cellulase의 역가가 높게 나오는 변이체들을 Chromogenic reaction agar 

plate(Cellobiose + tryphan blue) 방법을 이용하여 선별(그림 15B). 각 변

이체의 유전자 변이 위치를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최소 10개에서 25개의 아미노산이 치환됨을 확인.

그림 15. 방사선 조사에 따른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변형(A)과 그에 따른

효소활성 증가 변이체 선별(B). 

� 대장균에서 Cfla1897을 과발현시키는 균주를 대상으로, 대장균에서 변이

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4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하고, Cfla1897의 발현

과 역가를 증가시키는 변이체 45종을 선별함 (그림 16). 변이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이체의 플라스미드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변이여부

를 확인하였으나, 흥미롭게도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변이가 일어난 염기서

열은 없었음.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변형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자

체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데 효

과적이고 통계학적으로 분석 가능할 것이며, 세포 자체에 방사선조사를 

통한 유전형 및 표현형 변이 분석은 한 생물의 여러 유전자 네트워크를 

분석해야 되므로 매우 복잡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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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재조합균주에 방사선 조사 후 선별된 효소

활성 증가 변이체.

다. DNA 영상법 개발 및 활용 연구

�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 DNA에 손상된 부분 즉 단일 가닥 절단(Single 

Stranded Break: SSB)과 이중 가닥 절단 (Double Stranded Break: DSB)을 

형광 표지를 이용하여 단일 분자 DNA 영상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정립 

(그림 17, 18)

그림 17. 자외선 조사에 따른 이중 나선 손상(DSB)의 단일 분자 영상. (a) 

DSB 분석을 위한 실험 방법 (b) 단일 DNA 분자 위에 있는 끊어짐 

(DSB: 화살표 표시) (c) DNA 손상 Hot Spot을 보여주는 분자 사진과 서

열로부터 예상되는 DNA 끊어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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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형광 표지를 통한 단일 가닥 절단 (SSB)를 단일 DNA 분자 영

상. (a) 바이러스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 SSB에 형광으로 분석하는 방법 

(b) 길게 펴진 DNA 위에서 SSB의 위치를 보여줌 (c) SSB hot spot 과 

서열로부터 예상되는 hot spot의 비교

� 방사선 저항선 균주에 대한 자외선 저항성을 조사해 본 결과 똑같이 저항

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외선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음

� 민감성 균주로는 E. coli K-12의 한 종류의 MG1655로 이용하였으며 저항

성 균주는 CB1000, CB2000, CB3000, CB4000 네 종류를 이용하였는데 예상

했던 것과 같이 MG1655에 비해서 훨씬 적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그림 19는 실험의 한 예로 (A) 와 (C)는자외선을 조사하기 전의 민감성 균

주와 저항성 균주이며 (B)와 (D)는 각각의 균주에 자외선을 10초 조사한 

후의 균주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감성 균주에는 단일사슬 가닥 

끊어짐에 따른 표지도 많이 되었으며 또한 DNA가 많이 끊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D)에는 단일사슬 가닥 끊어짐도 있으나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그림 20에서 그림 19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보면 CB1000, 2000, 

3000은 약 30% 정도 감소하였고 CB4000의 경우에는 70% 정도 감소한 것

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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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UV 조사 전후의 (A) MG1655

control (B) MG1655 UVC 10sec (C)

CB4000 control (D) CB4000 UVC 10sec 염

색체의 분자영상

�

그림 20. 자외선 조사 후 방사선 민감성과 저항성 균주 4종의 염색체 

SSB 정도 비교. 

� 방사선 저항선 균주에 대한 자외선 저항성을 조사해 본 결과 동일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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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임. 따라서 자외선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음

� 그림 21는 Spot assay를 이용한 실험 결과로, (민감균주)MG1655는 활성산

소와 UV 두 요인에 대해 모두 약함을 보임. 다른 저항성 균주들 CB1000, 

2000, 3000은 두 요인에 모두 강한 반면에 (저항균주)CB4000은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자외선에는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21. 활성산소와 UV에 대한 각 균주들의 생존률을 비교한 결과 

(A) H202 (B) UV 

� 그림 22는 그림 21의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민감균주(MG1655)와 

CB4000 저항성 균주에서 자외선 30초 조사후의 단일사슬 가닥 끊어짐의 

정도를 비교. UV에 의한 손상을 볼 수 있는 (A)에서는 저항성 균주인 

CB4000에서 민감 균주인 MG1655에 비해서 손상 숫자가 감소하였고, ROS

에 의한 손상을 볼 수 있는 (B)에서는 두 균주에서의 손상 숫자가 비슷함

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UV 조사를 통한 DNA의 손상은 UV에 의

해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ROS가 아닌 직접적인 손상인 피리미딘 다

이머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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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단일분자분석을 이용한 DNA 손상정도의 비교. UV 30초 조사 

후,(A) PDG (B) Enzyme Mix(FPG, Endonuclease Ⅳ, Endonuclease Ⅷ)

처리

라. 방사선 유도 유전자 변이 분석 및 활용 연구

�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개별 유전자 육종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에 따른 유전자 변이를 △9 elongase 유전자 3종과 debranching enzyme 2종을 

대상으로 DNA 서열상 유전변이를 조사함

�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유전자 분해정도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전자의 물리적 분해가 뚜렷히 증가하였으며, 10 kGy 조사할 경우 

일부 유전자는 아가로스 젤 상에서 DNA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

해가 됨. 따라서 6 ∼ 8 kGy 감마선 조사가 방사선 유도 유전변이 분석에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

� 유전변이 분석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 후 분해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primerless 

PCR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유전자 특이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재

그림 23.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DNA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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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진행하여 유전변이 분석을 위한 유전자를 확보함 (그림 24)

그림 24. 대표적인 방사선 조사 후 PCR 결과

� 확보된 유전자의 서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유전자에서 평균 2개 이상의 유전변

이가 일어났으며, 유전변이는 주로 transitional mutation (purine-purine, 

pyrimidine-pyrimidine)이 일어났으며, 80% 이상을 차지함. Transversional 

mutation의 경우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 주로 발생함 (그림 25). 따라서 방사선 

조사 유전변이를 활용한 유전자 개량의 가능성 확인

그림 25. 방사선 조사 후 증폭된 유전자 변이 분석

 

제 2 절 미생물 유래 생물산업 소재 연구

  1. 미생물 유래 산업용 균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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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hewanella 전도체 물질 연구

� Shewanella sp.세균은 특이한 전기전도성을 갖는 세균으로서 미생물전지에 

사용되고 있고 세포 외부에 있는 EPS(extracelluar polymeric substance)가 

전도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EPS는 전도성 필름의 가능성으로

도 학계에 보고되어 있으나 물성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산업용도로 사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음

� 다양한 바이오 유래 고분자가 개발되었으나, 종래의 바이오 유래의 고분자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대부분 매우 낮아 IT 산업용으로 적용하기에 미흡하

므로, 전기전도성 등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질 등이 필요한데, 종래

의 바이오 유래의 고분자 물질은 개질 과정에서 구조적 파괴가 발생하여 

오히려 전도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Shewanella sp 세균의 EPS를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생체적특성이 뛰어난 전도성 바이오 물질을 제조함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질 과정에서 구조 파괴 등의 문제가 없는 전도성 

바이오 물질의 제조방법 및 전도성 바이오 물질을 제공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며 물성의 가변성이 가

능한 고성능 전도성 바이오폴리머 및 이를 포함하는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

여, 태양전지 등 전자 소자, 의료용 나노 소재, 나노 DDS 소재 등에 적용이 

가능한 신규 소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바이오전기 산업의 원천 소재를 

제공하는 것임

� 또한 나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나노 구조체가 개발되고 있으나, 바이오 

물질이 아닌 나노 물질의 경우, 그 안전성과 생체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 

등과 같은 생체 적합성 문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바이오 유래 산물의 신규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음

� 그림 26은 본 발명의 전도성 바이오 물질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임. 

먼저 Shewanella sp 세균을 준비하고, 이로부터 EPS를 추출하였음, 

Shewanella sp 세균 배양과 EPS의 추출은 B, Cho et. al가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였음 (Water Sci Technol 39:211-218, Environmental 

microbiology (2011) 13(4), 1018-1031)

� 상기 추출된 EPS에 방사선을 조사량이 2-10 kGy가 되도록 방사선을 조사

하였고 60Co g-irradiator (150TBq of capacity; ACEL, Canada)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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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dose rate은 1.0 ×104 Gy/h로 하였음

� 방사선 조사 후 동결건조에 의하여 EPS 분말을 얻었고 전도성 측정을 위

하여 추출된 EPS를 두께 약 0.3 mm, 직경 약 15 mm의 시편 타입으로 준

비하였음

�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EPS는 백색이고 

섬유상을 이루고 있으나, 방사선을 2 kGy 조사한 경우, 색상이 약간 노란빛

을 띄기 시작하고 거친 입자의 형태가 되었으며, 방사선을 10 kGy 조사한 

(c)의 경우, 색상은 완전한 노란빛을 띄고, 매우 고운 입자상으로 변화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6. 전도성 EPS 바이오 물질의 제조과정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성상 사진

� 그림 27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0 kGy 및 2 kGy, 10 kGy처리한 전도성 

EPS 바이오 물질의 FE-SEM 사진이며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사

선 조사량이 증가하면서 섬유상이 고운 입자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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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7.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PS 전도성 바이오 물질의 FE-SEM 사진

� 아래의 표 2는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0 kGy 및 2 kGy, 10 kGy 처리한 전

도성 EPS 바이오 물질의 전도성 측정 결과이다. 전도성 평가를 위하여 

1.00 × 10-9 A의 전류를 사용하였다. 전도성 평가는 실온에서 측정하였음 

b Samples Thickness (mm)/

diameter (mm)

Source current (A) Sheet resistance

(Ω /Sq)

Conductivity (S/cm)

EPS-0 kGy 0.27 /14.5 1.00×10-9 1.44×108 2.12×10-7

EPS-2 kGy 0.36 / 13 1.00×10-9 1.61×108 1.92×10-7

EPS-10 kGy 0.36 / 10.2 1.001×0-9 4.82×107 5.38×10-7

Ethyl cellulose 0.41 / 14 1.00×10-9 7.63×109 2.65×10-9

Curdlan 0.3 / 12.7 1.00×10-9 5.0×109 8.13×10-9

a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 was extracted from Shewanella putrefaciens broth culture.
b EPS-0 kGy; non-irradiated EPS, EPS-2 kGy; 2 kGy irradiated EPS, EPS-10 kGy; 10 kGy irradiated EPS. 
b Ethyl cellulose is used as a binder for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preparation.
b Curdlan (or beta-1,3 glucan) is a biodegradable polymer by bacterial extracellular production.  

표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전도성 Shewanella EPS 바이오 물질의 전도성 

측정 

�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hewanella sp 세균으로부터 추출한 EPS에 방

사선을 조사하는 경우, 전기전도도가 향상되어, 태양전지 소재나 전도성 생

체 적합성 소재, 나노 DDS (Drug DeliverySystem) 등 신소재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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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범위인  10-2  내지  10-9  S/cm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낸다. 0 kGy 

처리구 의 경우, 저항 및 전기전도도 값이 비교적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지

만, 2 kGy 처리구 및 10 kGy 처리구와 같은 온도 감응성 및 수분 감응성 

등의 물성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음, 즉,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물성 변화

를 유도하면서도 저항 및 전기전도도 등의 특성에서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 그림 28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0 kGy 및 2 kGy, 10 kGy처리한 전도성 

EPS 바이오 물질의 FTIR 스펙트럼 그래프임, FTIR 그래프의 궤적 변화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추출된 EPS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

음, 특히, 파장 범위 3200~3600 cm-1, 1400~1600 cm-1, 400 cm-1 내외의 

스펙트럼 변화를 통하여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EPS의 카르복실 그룹, 아미노 그룹, 수소 결합의 변화 (증가 

또는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됨 

그림 28.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PS 전도성 바이오 물질의 FT-IR 

스펙트럼 그래프

� 표 3와 4는  Shewanella sp의 근연종 Alishewanella geotgali (표2)와 

Alishewanella sp. (표3)의 EPS도 같은 전도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EPS를 추출하여 방사선 조사를 

한 다음 전도성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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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mples Thickness (mm)/

diameter (mm)

Source current (A) Sheet Resistance

(Ω /Sq)

Conductivity (S/cm)

EPS-0 kGy 0.14/12.8 1.00×10-9 1.44×108
3.52×10-7

EPS-2 kGy 0.31/10.13 1.00×10-9 1.61×08 1.10×10-7

EPS-5 kGy 0.43/11.68 1.00×10-9 4.82×107 3.95×10-7

EPS-10 kGy 0. 23/12.87 1.00×10-9 7.63×109 1.17×10-6

a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 was extracted from Alishewanella geotgali broth culture.
b EPS-0 kGy (non-irradiated EPS), EPS-2 kGy; 2 kGy irradiation, EPS-5 kGy; 5 kGy irradiation, EPS-10 kGy; 10 kGy irradiation. 

표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전도성 Alishewanella geotgali EPS 바이오 물질

의 전도성 측정

b Samples Thickness (mm)/

diameter (mm)

Source current (A) Sheet Resistance

(Ω /Sq)

Conductivity (S/cm)

EPS-0 kGy 0.24/10.35 1.00×10-9 3.01×108
1.29×10-7

EPS-2 kGy 0.24/11.85 1.00×10-9 1.09×08 3.59×10-7

EPS-5 kGy 0.29/13.84 1.00×10-9 5.78108 5.49×10-8

EPS-10 kGy 0. 30/13.05 1.00×10-9 7.20×107 3.99×10-7

a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 was extracted from Alishewanella sp. broth culture.
b EPS-0 kGy (non-irradiated EPS), EPS-2 kGy; 2 kGy irradiation, EPS-5 kGy; 5 kGy irradiation, EPS-10 kGy; 10 kGy irradiation. 

표 4.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전도성 Alishewanella sp. EPS 바이오 물질의 

전도성 측정

� 표 3와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수 있듯이 Shewanella sp의 근연종 

Alishewanella sp의 EPS도 전기전도도가 향상되어, 태양전지 소재나 전도

성 생체 적합성 소재, 나노 DDS (Drug Delivery System) 등 신소재로 적

용 가능한 요구범위인  10-2  내지  10-9  S/cm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냄 

� 한편, 전도성 EPS 바이오 물질은 온도 및 수분감응성 특성을 띄게 됨, 그

림 7은 0 kGy 처리구 및 10 kGy 처리구를 각각 보관 실험 결과 임 

� 그림 29에서 보듯이,  0 kGy 처리구 EPS는 하루 동안의 상온일반 대기 중

의 방치에도 불구하고, 형상이나 색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본 발명의  

10 kGy 처리구는 하루 방치 시 주변의 온도 및 수분에 따라 색상이 붉은 

색으로 변하고 형태로 뭉치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변화로부

터 본 발명의 전도성 바이오 물질은 온도 및 수분 감응성 특성을 갖게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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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wanella sp 세균으로부터 추출한 EPS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구조적 

파괴 없이 물성이 향상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본 연구에서 Shewanella sp 세균으로부터 추출한 EPS에 방사선 조사를 하

게 되면 전기전도성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물성을 갖는 바이오 유래 고분자 

물질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전

도성 EPS 바이오 물질은 태양전지 소재나 전도성 생체 적합성 소재, 나노 

DDS (Drug Delivery System) 등 신소재로서 활용 가능함. 나아가 향후 바

이오전기 (Bioelectronics) 산업의 원천 소재로서 널리 사용가능 신규 소재

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방사선 유도 기능향상 미생물 개발

(1). 고성장/고전분 함량 산업용 균주 개발

� 수서 미생물의 일종인 미세조류는 물, 이산화탄소, 빛을 이용하여 생장하고, 

황무지, 해안가, 바다 등 어디서든 배양이 가능하며, 지질, 단백질, 색소, 비

타민, 의약 성분 및 다양한 유용물질을 생산함. 특히 미세조류는 이산화탄

소의 고정화와 면적당 높은 생산성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균주로서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박테리아, 효모 등에 비하여 미세조류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개발

그림 29.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PS 전도성 바이오 

물질의 형상 변화. (a)는 제조 직후, (b)는 상온 일반

대기 중 하루 동안 방치한 후의 10 kGy 처리구 및

(b)의 왼편 시료) 및 10 kGy 처리구 의 전도성 바이

오 물질 ((a) 및 (b)의 오른편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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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생산 균주의 개발

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방사선 육종은 이미 50년 이상의 식물의 돌연변이

화 기술로 사용되어 왔고, 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기술로 본 연구에서

는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을 이용한 고생산성/고전분 미세조류를 

개발하고자 함.

� 실험에서는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해캄 (Spirogyra varians)

를 이용하였음. Spirogyra는 40% 이상으로 전분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물이 

얼지 않는 휴경지에서 용이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의 생산 균주

로 용이함. 

� Spirogyra는 공주대학교에서 분양받아 20℃, 12:12h LD cycle, 형광등(>20 

mol photons m-2 s-1)의 배양 조건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

였으며, 돌연변이 유도를 위한 방사선 조사 선량은, 0.5, 1, 1.5, 2, 2.5, 3, 

3.5, 4, 4.5, 5, 5.5, 6, 6.5, 7, 7.5 kGy의 선량을 사용하였음.

�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Spirogyra의 전분 함량은 일차적으로 iodine 

solution을 이용한 염색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전분함량은 

amyloglucosidase와 α-amlyase 효소에 의해 분해된 glucose의 함량으로 측

정하였음.

그림 30. Spirogyra varians 모균주(a)와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b)의 전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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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선량의 감마선 조사 후 얻어진 Spirogyra의 전분 함량을 염색법으

로 측정한 결과 모균주보다 높은 함량으로 전분을 함유하는 돌연변이 균주 

Spirogyra varians 8GY를 확보함. Spirogyra varians 8GY는 모균주보다 

약 3 배 높은 전분을 함유하고 있으며(그림 30), 성장속도도 더 빠른 것으

로 확인됨(그림 31).

그림 31. S. varians 야생형과 돌연변이의

성장 곡선

그림 32. S,varians 야생형과 돌연변

이의 chrolophyll 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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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모균주  Spirogyra 와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의 성장 특

성을 확인 한 후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의 유전체상의 변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모균주  Spirogyra 와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의 

단백질 발현을 2-dimensional electrphoresi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 

Spirogyra 와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의단백질발현을 비교한 결

과 그림에서와 같이 발현의 차이가 있는 단백질들이 확인됨(그림 33).

그림 33. Spirogyra 와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의 단백질 발

현 비교

� 2-deminsional electrophoresis 이용한 comparative proteomic 결과로부터 

확인된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에서 과다 발현된 단백질의 확인

을 위하여 MALDI-TOF 분석을 수행하여 17개의 단백질을 동정함 (표 

5)

�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에서 과다 발현된 단백질의 확인으로부

터 방사선 육종에 의하여 얻어진 고성장/고전분 미세조류는 생합성 효율

의 상승과 탄수화물 생합성 경로의 활성 증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됨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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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에서 과다 발현된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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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돌연변이 Spirogyra varians 8GY의 고성장/고전

분 함량 생합성 경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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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산화색소 생산능 향상 변이균주 개발 및 색소 추출법 최적화

� 방사선 조사를 통한 mutagenesis 기술을 이용, Paracoccus sp. 균주에 방

사선을 조사한 후, profile이 변화된 클론을 선별, 그중 한 클론에 대한 카

로틴노이드 추출 및 프로파일링 진행. 

� Wildtype 균주는 acetone으로 추출되지 않고, methanol을 이용해 추출을 

진행하였고, mutant 균주는 acetone과 methanol의 혼합액으로 50℃에서 

15분간 sonication하여 추출하여 HPLC/MS 분석한 결과 wildtype과 

mutant간에 엄청난 profile변화를 보였으며, 놀랍게도 mutant 클론의 경우 

broad한 UV/Vis spectrum을 갖는 astaxanthin, adonixanthin 등이 주로 

발현되었으며, wildtype의 경우엔 β-carotene과 유사한 UV/Vis spectrum

을 갖는 카로틴노이드가 주로 발현 되었음 (그림 35). 또한, 총 카로틴노

이드 발현량 또한 mutant 클론에서 매우 높았으나, 생장속도는 mutant 

클론이 매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5. Paracoccus sp. wildtype과 mutant의 카로틴노이드 profile

비교.

� 추가적으로, TLC 분석을 통해 두 카로틴노이드 profile을 비교한 결과, TLC 

상에서 wildtype의 카로틴노이드 들은 mutant 클론의 astaxanthin, 

adonixanthin등에 비해 더 polar한 특성을 띄었으며, 이를 통해 이 카로틴노

이드 들이 glucose등 glycoside side chain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으며, HPLC상에서 더 늦은 retention time을 갖는 3번 compound는 acyl 

group 등의 ester결합을 갖는 것으로 추측 됨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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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Paracoccus sp. wildtype과 mutant간에 TLC 분석 결

과. normal-phase silica TLC plate를 이용하였고, wildtype 의 

compound가 더 polar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된 구조의 카로틴노이드로부터, Paracoccus sp. mutant균주는 

CrtEBIYZW 생합성 유전자들을 갖는 카로틴노이드 생합성 회로를 갖는 

것으로 추측됨 (그림 37).

�

그림 37. 분석한 Paracoccus sp. mutant 카로틴노이드 profile로부터 유추된

카로틴노이드 생합성 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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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분자 진화를 통해 카로틴노이드 대량 생산용 균주를 선별하고 

시스템 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β-carotene을 발현하는 플라스미

드 (pUC19-EXYIBZ)를 발현한 대장균에 0.3, 0.5, 1.0, 1.5, 2.0 kGray

의 방사선을 조사 후, plate상에서 color screen을 진행. Wildtype보다 

생산량이 증대된 clone들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4종의 클론들을 선별

하여 이들의 β-carotene 생산량과 생장 속도를 계산하여 wildtype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mutant 들은 wildtype 균주에 비해 생장속도가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카로틴노이드를 생산할 수 있으며, 높은 생장률

을 보였고, 1.3 ~ 1.6배 더 높은 β-carotene생산량을 나타냈음 (그림 

38). 

그림 38. Mutant 클론과 wildtype 균주의 생장속도 및 β-carotene

생산량 비교.

� 방사선 분자 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 G3-8, G3-15, G3-23, 및 G3-45 

중에서 균주 성장속도 대비 카로틴노이드 생산성이 우수한 균주인 

G3-8을 이용해 방사선 조사에 따른 돌연변이 대장균 내에서 카로틴노

이드의 구조적 기능성 분석을 진행 했음.

� HPLC-DAD를 이용한 정량 분석은 sigma aldrich에서 구입한 검량용 β

-carotene을 이용해 진행했으며, control의 경우 48mg/L, G3-8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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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mg/L의 β-carotene 생산을, 최대 성장량의 경우 control은 OD 10, 

G3-8의 경우 18.5의 성장을 확인했음 (그림 39 A)

� 방사선 분자 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의 최대 성장률의 증가와 카로틴노이

드의 생산성 증대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로틴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를 가진 재조합 벡터 pUC19-CrtEXYIBZ를 G3-8으로부터 제거 했으며, 이

를 G3-8*이라 명명했음. 

� 야생형 대장균 XL1-Blue와 G3-8*을 30°C와 37°C에 배양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야생형인 XL1-Blue의 경우 30°C에 비해 37°C에서 균체의 성장이 급

격히 증가 했으며, 최대 균체성장은 동일한데 비해 방사선 분자 진화된 돌

연변이 대장균 G3-8*의 경우 37°C에서 균체의 성장이 급격히 증가 했지만, 

30°C에서 성장한 균체의 최대 성장률이 약 35% 증가했음 (그림 39 B).

그림 39. 야생형과 돌연변이 균주의 성장 및 β-carotene 정량 분석 (A), 야

생형 XL1-Blue와 pUC19-CrtEXYIBZ가 제거된 방사선 분자 진화된 돌

연변이 대장균 G3-8의 다양한 온도 조성에서 비교 배양 결과 (B).

� 확인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ontrol과 G3-8의 세포 구성체의 변화를 비

교분석하기 위해 전체 지방산 비율 분석을 진행했음(그림 40).

� 전체 지방산의 비율은 야생형 대장균 XL1-Blue와 pUC19-CrtEXYIBZ가 도

입된 재조합 대장균 XL1-Blue, 및 방사선 분자 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 

G3-8의 순서로 전체 지방산이 감소함을 확인했으며, G3-8의 경우 현저히 

낮은 비율의 지방산이 확인되었음 (그림 40 A)

� 카로틴노이드의 생산에 따른 지방산의 변화의 경우 전체 지방산의 양이 많

은 control 균체가 소량의 β-carotene를 생산한데 비해, 전체 지방산의 양

이 감소한 돌연변이 대장균 G3-8은 control 대비 약 2.5배의 β-carote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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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했음 (그림 40 B)

� 일반적으로 대장균의 지방산이 세포막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세포막

의 구조적 불안정 및 두께에 따라 외부 온도에 민감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

이 일반적인 사실이며, 위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야생형 대장균 XL1-Blue

에 비해 방사선 분자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 G3-8의 세포막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졌거나 더 얇아 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β-carotene의 발현이 

대장균 세포막의 안정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

음.

그림 40. 야생형과 돌연변이 균주의 총 지방산의 상대량 분석 결과 

(A), pUC19-CrtEXYIBZ가 도입된 재조합 대장균 XL1-Blue, 및 방사

선 분자 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 G3-8의 전체 지방산 비율 및 β

-carotene 생산량 분석 결과 (B).

� 방사선 분자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의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좀더 정확

한 확인을 위해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1차 분석을 진행 했음.

� SEM 분석 결과 야생형 대장균 XL1-Blue의 평균 균체 길이는 2.8±0.9, 

Control 대장균은 3.8±2.7, 그리고 돌연변이 대장균 G3-8의 평균 균체 

길이는 1.7±0.5로 control 대비 길이가 매우 짧아 졌음을 확인했음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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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한 야생형 대장균

XL1-Blue (A), pUC19-CrtEXYIBZ가 도입된 재조합 대장균 XL1-BLue (B), 

및 방사선 분자 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 G3-8 (C)의 분석 결과. 

�  TEM 분석 결과 야생형과 control 대장균에 비해 돌연변이 대장균 

G3-8의 세포막에서 더 높은 밀도의 색이 관찰 되었으며, 이를 보아 발

현된 β-carotene이 세포막을 밀도를 높여 구조적 안정화에 영향을 주었

을 가능성이 있음을 재확인했음 (그림 42).

그림 42.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이용한 야생형 대장

균 XL1-Blue (A), pUC19-CrtEXYIBZ가 도입된 재조합 대장균 XL1-BLue 

(B), 및 방사선 분자 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 G3-8 (C)의 분석 결과.  

� 방사선 분자진화된 돌연변이 대장균의 전체 지놈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Next-generation sequencing을 진행했음.

� 분석 결과 fastq file의 분석은 breseq을 이용해 분석 진행 했으며, 총 

227개의 주요 돌연변이를 확인 했음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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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reseq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를 통한 G3-8의 genome상의

mutation을 확인한 결과. 

그림 44. Breseq을 이용한 유전변이의 신뢰도 및 주요 변이 확인 결과. 

� 각 mutation point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유전자 변이를 우선순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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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했으며, 너무 많은 주요 유전자 변이로 인해 아미노산 코돈상에 변화

는 없이 단일 nucleotide의 변이는 제외 했음 (그림 44, 45).

그림 45. Breseq을 이용한 유전자 손실의 신뢰도 확인 및 손실 위치 확

인 결과

� 상기 과정을 통해 확인한 227개의 주요 유전자 변이 효소 및 intergenic 

부분의 확인을 위해 genome engineering을 진행하였으나, 너무 많은 유

전자 변이 부분의 존재로 인해 genome engineering을 통한 카로틴노이

드 생산의 주요 인자 확인은 후속 실험이 필요하다 생각됨.

다. 미생물 농약 균주 개발

� Burkholderia 속 균은 식물병원성균에 대하여 길항력을 갖고 있으나 보존

력이나 제제화가 힘들어 상용화되고 있지 못함 그러므로 방사선을 조사하

여 육종함에 있어 적어도 최소한 현 상태의 길항력을 유지하면서도 보존력

이나 제제화에 유리한 균주를 육종함

� 오래 전부터 작물에 발생하는 식물병원균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된 화학 합

성농약은 토양의 산성화와 농산물의 잔류 독성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화학 합성농약의 사용을 감소

시키면서 농산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제제 이용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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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제제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미생물, 천연물질, 천적곤충 등 다양

한데, 이 중 미생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식물병원균에 대해 길항

력을 가지는 다양한 미생물이 분리되었으며, 일부는 친환경 미생물농약으로

서 실용화되어 널리 시판되고 있음

� 그러나 미생물농약의 장기 보존성 문제와 포장에서의 효과 감소 등으로 인

해 새로운 미생물의 선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사선에 의한 육종 등이 좋

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효 균주 스크리닝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동

력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동시에 다량으로 유효 

균주를 선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기술을 개발하였음

� 잿빛 곰팡이병 (Botrytis cinerea)은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의 여러 작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습도가 높은 온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병은 잎, 

줄기, 과실 등 식물체의 여러 부위에 발병하며, 이병은 완전사물기생으로 

마른 꽃잎이나 식물 잔재물에서 먼저 발생하여 점차 식물체의 다른 부위로 

병징이 진전됨

� 이 병해의 방제는 주로 화학농약에 의존해 왔으나 benzimidazole계와 

dicarboximide계 살균제에 대한 저항성 균이 나타나 방제 효력이 저하되었

다 (Delp, 1988). 국내에서는 benzimidazole계 및 N-phenylcarbamate계 살

균제에 다중 저항성인 잿빛 곰팡이 병이 출현하였다고 보고되었다 (Kim et 

al., 1995). 한편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유기농업의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시설 재배가 증가하고 약제 저항성균의 출현과 함께 친환

경 방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Burkholderia pyrrocinia CH67 균주는 Burkholderia cepacia complex 

(Bcc)에 속해있는 세균으로, Bcc에 포함된 세균들은 인돌 아세트산 생성, 

질소고정, 길항물질 생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생물학적 방제제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Burkholderia pyrrocinia CH67 균주는 산림토양에

서 분리되었고, 방제한다고 보고됨

� 방사선 조사 기술은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 생물의 살균에 의한 식품 및 

농산물의 위생화 및 부패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제기구가 인정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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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식물 병원균에 대한 길항력을 가진 미생물의 육종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방사선 조사에 의한 길항미생물의 

길항력 변화를 관찰하고자 함

� 본 연구에 사용된 길항균은 Burkholderia pyrrocinia CH67 균주로 동아대

학교에서 분양받았고, 30℃에서 하루 동안 LB 고체배지에 배양한 후, 단일

콜로니를 LB 배양액 100ml에 접종하고, 30℃, 130rpm 조건으로 50시간 배

양함 

� CH67균주의 배양액을 100, 200, 400, 800Gy 별로 각각 조사하였다. CH67균

주의 길항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잿빛곰팡이균은 절화류에서 분리된 

Botrytis cinerea로 25℃에서 7일간 PDA에 배양하였다. 먼저 PDA 배지에 

B. cinerea 균주의 agar disk를 한쪽에 올려놓고 하루 동안 배양시킨 뒤, 조

사 처리된 CH67균주의 배양액을 paper disk에 100㎕씩 점적한 후, B. 

cinerea와 3cm거리를 두고 대치배양하였다. 실험은 3반복으로 진행되었고, 

7일 동안 배양하면서 Inhibition zone을 측정하였다. 방사선 Gy별 CH67균주

의 길항력 변화를 한 눈에 관찰하고자 다른 방법으로도 관찰하였는데, 먼저 

사각 petri dish에 PDA배지를 만들고, B. cinerea 균주의 포자현탁액 (104)

을 도말한 후, 검정세균들의 단일 콜로니를 사각 petri dish 밑 부분에 표시

되어 있는 4칸마다 각 Gy별로 멸균된 루프를 이용하여 점적하였음 (그림 

46).

그림 46. 사각 petri dish를 이용한 스크리닝 방법

� CH67균주의 방사선 조사별 활성 실험결과, 400Gy까지 잿빛곰팡이균에 대

해 길항력을 유지하였지만, 800Gy에서는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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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CH67균주의 방사선 조사별 길항력 비교 (A: 
Control, B: 0Gy, C: 100Gy, D: 200Gy, E: 400Gy, F: 

800Gy)

그림 48. 방사선 조사별 CH67균주의 사각 petri 
dish를 이용한 길항력 비교

� 그리고 방사선 조사 후 CH67균주를 LB배지에 배양한 결과, 100~400Gy까지

는 콜로니수가 감소하였고, 800Gy에서는 균주가 자라지 않았다 (그림 49). 

이는 CH67균주가 생성하는 길항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

� 본 연구에서 CH67균주는 방사선 조사 후 400Gy까지는 활성이 변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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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이는 CH67균주가 방사선에 저항성을 가진 균주라고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이번 연구에 사용된 CH67균주가 방사선 조사 후 길

항력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Haggag et al. (2002)은 500Gy로 조사한 

Trichoderma 4종이 와일드타입에 비해 토마토와 오이에 발생하는 잿빛곰

팡이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길항균주나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는 길항균주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

� 이번 연구에서 사각 petri dish를 이용한 길항력 실험은 조사별 길항력 비

교 뿐 만 아니라, 길항력 균주를 스크리닝할 때에 사용하면 많은 균주를 한 

번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방사선 조사 폐자원 활용 미세조류 배양기술 개발

� 농업 부산물인 볏짚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사선과 알카리 병용 전처

그림 49. CH67균주의 방사선 조사별 배양 후 콜로니

수의 변화 (A: 0Gy, B: 100Gy, C: 200Gy, D: 40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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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통하여 당화효소를 통한 환원당 수율을 극대화 시켰으며, 이를 통해 제작

된 당화액을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미세조류 Chlorella 

protothecoides의 유기배양에 탄소원 사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

� 방사선 조사 선량과 NaOH 병용 처리에 따른 볏짚내 셀룰로스 및 헤미셀룰로스

의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NaOH를 처리 할 경우 셀룰로스 함량은 증가하나 

헤미셀룰로스와 리그닌 함량의 뚜렷한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증가함 (표 6)

표 6. 방사선/NaOH 병용 처리 후 볏짚 성분의 변화

� 병용 전처리 후 볏짚의 미량원소 분석을 한 결과 Ca, Mg, 그리고 Na의 함량이 

뚜렷히 증가하였으며, Al, Cr, K 그리고 Mo 등의 원소 함량이 감소하였음. 일반

적으로 미세조류 생장을 저해하는 As, Cd, Cu, Pb, 그리고 Ni 등의 원소는 무시

할 정도의 소량이 잔존함 (표 7)



- 53 -

표 7. 볏짚의 전처리 전과 후의 미량원소의 함량 변화

� 다양한 전처리 조건에서 볏짚의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당화 효율을 측정한 

결과, 100 kGy의 방사선 조사만으로도 약 50%의 셀룰로스 당화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나 방사선이 헤미셀룰로스 당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약 35%로 셀룰로스 

당화 효율 보다 낮음 (그림 50).

� 당화효율은 방사선 조사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방사선 (100 kGy)와 

NaOH 처리군에서 약 92%의 셀룰로스 당화율을 보였고 헤미셀룰로스의 경우 

거의 완벽한 당화율을 보임. 

� 당화효소 양과 시간에 따른 셀룰로스의 당화율을 조사한 결과 8 FPU 이상에서

는 거의 유사한 당화율을 보였음. 따라서 방사선 (100 kGy)과 NaOH 병용처리

한 볏짚을 8 FPU의 효소를 사용하여 96시간 동안 반응 시키는 것이 대량 볏짚 

당화의 최적 조건이라 할 수 있음 (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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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볏짚의 전처리 조건에 따른 당화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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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당화효소 양과 당화반응 시간에 따른 당화율의 변화

� 상기로부터 생산된 당화액을 사용한 바이오디젤용 지질 생산 가능성을 Chlorella 

protothecoides를 배양하여 검증함 (그림 52, 표 8). 

�

표 8. 볏짚 당화액과 순수 포도당을 사용한 미세조류 배양 후 지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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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볏짚 당화액을 활용할 경우 순수 포도당을 이용한 배양보다 약간 낮은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보였으나, 생산단가를 고려할 경우 볏짚 당화액을 활용한 

미세조류의 유기배양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지질 

생산량 및 구성 또한 순수 포도당 배지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표 8)

     

그림 52. 볏짚 당화액과 순수 포도당 배지에서의 미세조류의 바

이오매스 생산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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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생물 유래 기능성 소재 연구

가. 방사선 저항성 신종 미생물 분리 및 동정

� 덕유산, 내장산, 대전 하수슬러지, 서울여대 캠퍼스에서 수집한 토양샘플 각

각 1g에 5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살아남은 미생물을 순수분리한 후 

16S rRNA 유전자를 partial sequencing하여 미생물을 동정함 (표 9) 

　 Strain Genus Similarity

1 SWU3 Altererythrobacter dongtanensis JM27(T) 98.8 

2 DY23 Bacillus aryabhattai B8W22(T) 100.0 

3 NJ13 Bacillus aryabhattai B8W22(T) 100.0 

4 NJ14 Bacillus aryabhattai B8W22(T) 100.0 

5 NJ5 Bacillus aryabhattai B8W22(T) 100.0 

6 NJ15 Bacillus thuringiensis ATCC 10792(T) 100.0 

7 NJ18 Bacillus thuringiensis ATCC 10792(T) 99.9 

8 NJ2 Bacillus thuringiensis ATCC 10792(T) 100.0 

9 NJ8 Bacillus thuringiensis ATCC 10792(T) 100.0 

10 DY27 Deinococcus aerolatus 5516T-9(T) 97.5 

11 DY34 Deinococcus aerolatus 5516T-9(T) 97.2 

12 DY30 Deinococcus aquaticus PB314(T) 99.6 

13 DY57 Deinococcus aquaticus PB314(T) 99.6 

14 DY58 Deinococcus aquaticus PB314(T) 99.8 

15 DY7 Deinococcus aquaticus PB314(T) 99.6 

16 DY1 Deinococcus aquatilis CCUG 53370(T) 96.2 

17 DY25 Deinococcus aquatilis CCUG 53370(T) 99.0 

18 DY32 Deinococcus aquatilis CCUG 53370(T) 98.9 

19 DY37 Deinococcus aquatilis CCUG 53370(T) 98.7 

20 DY4 Deinococcus aquatilis CCUG 53370(T) 98.8 

21 DY41 Deinococcus aquatilis CCUG 53370(T) 98.4 

22 DY49 Deinococcus aquatilis CCUG 53370(T) 98.8 

23 DY59 Deinococcus radiopugnans ATCC 19172(T) 99.0 

24 DY13 Deinococcus yunweiensis YIM 007(T) 100.0 

25 DY46 Deinococcus yunweiensis YIM 007(T) 100.0 

26 DY56 Deinococcus yunweiensis YIM 007(T) 100.0 

27 DY11 Hymenobacter rigui WPCB131(T) 98.7 

28 DY35 Hymenobacter rigui WPCB131(T) 98.5 

29 DY19 Hymenobacter rigui WPCB138(T) 98.5 

30 DY36 Hymenobacter rigui WPCB143(T) 98.5 

31 DY43 Hymenobacter rigui WPCB147(T) 98.5 

32 DY53 Hymenobacter rigui WPCB151(T) 98.5 

표 9. 표. 국내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방사선 내성 미생물 50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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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 나열된 방사선 내성 미생물 중에서 16S rRNA 염기서열이 type 

strain들의 염기서열과 99.0 이하로 유사한 미생물들은 모두 신종 미생물 후

보가 된다. 같은 미생물 종으로 여러 strain들이 발견되는 것을 감안할 때 

위의 표에서 5종 이상의 신종 방사선 내성 미생물이 확보 

� 확보된 방사선 내성 미생물 중에서 , 세 종류의 신종 후보 미생물 DY17, 

DY53, DY59를 선택하여 분류 실험을 수행

(1). Microvirga new species strain DY17의 계통분류학적 분석

� Microvirga new species strain DY17 분류 결과 16S rRNA 염기서열의 유

사성이 96.0% 이상인 type strain이 총 5 종류가 검색 됨 (표 10)

33 SWU6 Kocuria rosea DSM 20447(T) 99.4 

34 SWU7 Massilia niabensis 5420S-26(T) 99.2 

35 SWU1 Microbacterium hydrocarbonoxydans DSM 

16089(T)

99.6 

36 DY17 Microvirga aerilata 5420S-16(T) 96.9 

37 DY24 Microvirga aerilata 5420S-16(T) 97.4 

38 DY22 Microvirga subterranea DSM 14364(T) 97.4 

39 DY28 Microvirga subterranea DSM 14364(T) 97.1 

40 DY39 Microvirga subterranea DSM 14364(T) 97.5 

41 DY4 Microvirga subterranea DSM 14364(T) 97.5 

42 DY48 Microvirga subterranea DSM 14364(T) 99.1 

43 NJ1 Nocardioides terrigena DS-17(T) 99.8 

44 DY6 Paenibacillus gansuensis B518(T) 97.8 

45 SWU2 Paracoccus marcusii DSM 11574(T) 100.0 

46 SWU8 Pontibacter salisaro HMC5104(T) 95.6 

47 SWU4 Sphingomonas kaistensis PB56(T) 99.6 

48 SWU10 Sphingomonas swuensis PB62(T) 99.7 

49 SWU5 Sphingomonas swuensis PB62(T) 100.0 

50 DY10 Spirosoma linguale DSM 74(T) 89.3 

Rank Name/Title Authors Strain Similarity

1
Microvirga 

flocculans

(Takeda et al. 2004) 

Weon et al. 2010
TFB(T) 97.641

2
Microvirga 

subterranea

Kanso and Patel 

2003

DSM 

14364(T)
97.641

3 Microvirga aerilata Weon et al. 2010 5420S-16(T) 97.498

표 10. 16S rRNA full sequncce를 EzTaxon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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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S rRNA 염기서열의 유사성이 96.0% 이상인 type strain 5종과 

DNA-DNA hybridization 실험을 수행한 결과, type strain과 DDH 결과가 

70% 미만으로 나왔고 DY17 strain이 기존에 발표된 type strain들과는 다

른 신종 미생물임을 확인 (표 11)

Strains
DNA  relatedness (%) with:

1 2 3 4 5 6

1. strain DY17 100 100 100 100 100 100

2. Microvirga flocculans AB098515 28 41 38 36 32 27

3. Microvirga subterranea FR733708 36 43 28 16 13 6

4. Microvirga aerilata GQ421849 83 46 36 30 25 19

5. Microvirga guangxiensis EU727176 5 27 28 25 22 17

6. Microvirga aerophila GQ421848 9 8 5 2 3 9

7. Salmon 0 0 0 0 0 0

표 11. Strain DY17과 type strains의 DNA-DNA hybridization 실험 결과

� API ZYM (미생물 효소여부) 실험 결과, 아래와 같은 표현형 결과를 얻었

으며, 이것으로 새로 분리된 strain DY17이 기존의 type strain들과 다른 표

현형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표 12)

4
Microvirga 

guangxiensis
Zhang et al. 2009 25B(T) 97.226

5
Microvirga 

aerophila
Weon et al. 2010 5420S-12(T) 96.212

API ZYM
strain

DY17

M. 

flocculan

M. 

subterran

M. 

aerilata

M.

guangxie

M. 

aerophila

Alkaline phosphatase w w w + - w

표 12. Strain DY17의 API ZYM (미생물 효소여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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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현미경(TEM)사진을 촬영 결과 DY17 strain은 (short rod) 짧은 막대 

모양의 간균이었으며 (그림 53), Strain DY17의 주요 Fatty Acid로 59.3%

인 Summed Feature 8 (C18:1 ω7c/ω6c)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DY17 

strain은 Microvirga 속에 속하는 신종 미생물임을 확인 (표 13)

그림 53. DY17 strain의 전자현미경(TEM)사진을 촬영 결과 

Esterase (C4) + + + w + w

Esterase (C8) + + + w + +

Lipase (C14) - - - - - -

Leucine arylamidase + + + + + +

Valine arylamidase w w w - - +

Cystine arylamidase w - - - - w

Trypsin + + + + + +

α-Chymotrypsin w - - - - -

Acidphosphatase    + + + w w -

Naphtol-AS-BI-phos

phohydrolase
w w w w w w

α-Galactosidase - - - - - -

β-Galactosidase - - - - - -

β-Glucuronidase - - - - - +

α-Glucosidase - - - - - -

β-Glucosidase - - - - - -

N – A c e t y l - β

-glucosaminidase
- - - - - -

α-Mannosidase - - - - - -

α-Fucosidas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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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ty Acid Name
strain

DY17

M. 

floccul

M. 

subterr

M. 

aerilata

M.

guangx

M. 

aerophi

Saturated 　 　 　 　 　 　

   14:0 1.0 　 　 1.5 0.5 　

   15:0 3OH 　 　 2.2 　 　 　

   16:0 14.6 6.7 9.1 5.7 6.0 14.0 

   17:0 1.0 1.6 24.5 　 4.2 　

   17:0 cyclo 1.4 　 　 　 　 　

   18:0 5.5 4.9 3.4 1.6 3.4 　

   19:0 iso 　 　 　 　 　 　

   19:0 10-methyl 　 1.8 　 1.8 0.8 　

   19:0 cyclo ω8c 10.5 　 8.6 　 19.7 　

Unsaturated 　 　 　 　 　 　

   17:1 ω6c 　 　 2.2 　 　 　

   17:1 ω8c 　 　 3.2 　 　 　

   19:0 cyclo ω8c 　 8.9 　 　 　 　

   18:0 3OH 1.8 2.3 1.4 　 1.8 　

   18:1 2OH 　 　 　 　 　 　

Summed Feature2 (12:0 aldehyde?) 　 0.5 　 　 　 　

Summed Feature2 (14:0 3OH / 16:1 

isoI)
2.2 8.9 2.9 12.3 2.8 　

Summed Feature3 (16:1 ω7c / 16:1 ω6c) 2.7 1.5 1.7 6.6 1.9 12.5 

Summed Feature7 (un 18.846 / 19:1ω6c) 　 1.4 　 　 　 　

Summed Feature8 (18:1 ω7c / ω6c) 59.3 61.8 40.7 70.5 59.0 73.5 

표 13. Strain DY17의 MIDI (Fatty Acid: 지방산) 분석 결과

� 또한 Phylogenetic Tree를 구축하여 strain DY17의 분류학적 위치를 표현

한 결과 DY17 strain은 Microvirga 속에 속하는 신종 미생물임을 확인 (그

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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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Strain DY17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2). Hymenobacter new species strain DY53의 계통분류학적 분석

� Strain DY53의 16S rRNA full sequncing 결과 96.5% 이상인 Type strain

으로 총 4종류가 나왔으며 (표 14), 비교 실험을 위해서 DY53 strain을 

Type strain과 DNA-DNA hybridization 실험을 수행 (표 15)

Rank Name/Title Authors Strain Similarity

1 Hymenobacter rigui Baik et al. 2006
WPCB131(

T)
98.475

2 Hymenobacter yonginensis Joung et al. 2011
HMD1010(

T)
97.874

3 Hymenobacter xinjiangensis Zhang et al. 2007 X2-1g(T) 96.559

4 Hymenobacter gelipurpurascens
Buczolits et al. 

2006
Txg1(T) 96.505

표 14. Strain DY53의 16S rRNA의 EzTaxon 결과



- 63 -

Strains
DNA relatedness (%)  with:

1 2 3

1. strain DY53 100 100 100

2. H. rigui WPCB131T 52 53 54

3. H. yonginensis HMD1010(T) 27 31 31

4. H. xinjiangensis X2-1g(T) -1 5 4

5. H. gelipurpurascens Txg1(T) 7 25 25

6. Salmon 0 0 0

표 15. DY53 strain과 Type strain의 DNA-DNA hybridization 결과

� Type strains 간의 DDH 결과가 70% 미만으로 나와 strain DY53이 아직까

지 발견되지 않은 신종 미생물로 확인됨

� 공식 발표를 위하여 극성지질 분석 (그림 55 A), 형태학적 관찰 (그림 55 

B) 그리고 효소능을 분석 (표 16)한 결과 극성지질 종류로는 PE 

(phosphatidylethanolamine), GL (glycolipid), 그리고 APL 

(aminophospholipid) 등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는 짧은 간균으로 판명됨

그림 55. DY53 strain의 극성지방 성분 분석 및 형태학적 관찰

API ZYM
strain

DY53

H. 

rigui

H.

yonginen

sis

H.

xinjiange

nsis 

H.

gelipurp

uras

표 16. DY53 strain의 API ZYM (미생물 효소여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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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에 근거한 Phylogenetic tree를 구축하여 strain 

DY53 의 분류학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계통수에서 DY53 균주가 신종 미

생물임을 확인 (그림 56)

Alkaline phosphatase + + + + +

Esterase (C4) w w w w w

Esterase (C8) w + w w w

Lipase (C14) - - - - -

Leucine arylamidase + + + + +

Valine arylamidase + + + + +

Cystine arylamidase + + + + +

Trypsin + + w- w -

α-Chymotrypsin w - - - -

Acidphosphatase      + + w + +

Naphtol-AS-BI-phosph

ohydrolase
+ + w + +

α-Galactosidase - - - - -

β-Galactosidase - - - - -

β-Glucuronidase - - - - -

α-Glucosidase w w w + +

β-Glucosidase - - w + -

N– Acetyl-β-glucosam

inidase
+ + + + +

α-Mannosidase - - - - -

α-Fucosidas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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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train DY53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3). Deinococcus new species strain DY59의 계통분류학적 분석

� 16S rRNA full sequncing 결과 서열 유사성이 96.0% 이상인 Type strains

은 총 5종류가 나왔으며 (표 17), strain DY59을 Type strain과 DNA-DNA 

hybridization 실험을 수행

Rank Name/Title Authors Strain Similarity

1 D. radiopugnans Brooks and Murray 1981 ATCC-19172(T) 98.968

표 17. Strain DY59의 16S rRNA의 EzTax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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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DNA hybridization 실험을 수행 결과 type strains 간의 DDH 결과가 

7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train DY59이 신종임을 의미 (표 18)

� 신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효소능 (표 19), 형태학적 관찰, 그리고 세포내 지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세포의 형태는 구형의 구균이며 (그림 57 A) Polar lipid 

종류로는 PGL(Phosphoglycolipid), AL(amino lipid) GL(glycolipid), PL 

(Phospholipid), 그리고 L(unidentified polar lipid)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57 B). 

2 D. marmoris Hirsch et al. 2006 AA-63(T) 97.858

3 D. saxicola Hirsch et al. 2006 AA-1444(T) 97.048

4 D. aerolatus Yoo et al. 2010 5516T-9(T) 96.162

5 D. frigens Hirsch et al. 2006 AA-692(T) 96.086

Strains

DNA relatedness (%)  with:

1 2 3 4

1. strain DY59 100 100 100 100

2. D. radiopugnans ATCC19172T 66 64 66 66

3. D. marmoris AA-63T 36 35 33 34

4. D. saxicola AA-1444T 46 37 36 36

5. D. aerolatus 5516T-9T 34 39 39 41

6. D. frigens AA-692T 26 50 50 54

7. Salmon 0 0 0 0

표 18. DY59 strain과 Type strain의 DNA-DNA hybridization 결과

API ZYM
strain

DY59

D. 

radiopugn

D. 

marmoris

D. 

saxicola

D. 

aerolatus

D. 

frigens

Alkaline phosphatase + + + + + +

표 19. API ZYM (미생물 효소여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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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strain DY59의 전자현미경 촬영 결과(A) 및 지방산 분석 결과

(B)

Esterase (C4) w- w- w- w- w w

Esterase (C8) w w- w- w- w w

Lipase (C14) - - - - - -

Leucine arylamidase + w w+ + + +

Valine arylamidase - - - - + w-

Cystine arylamidase w - - - + -

Trypsin + w w w - -

α-Chymotrypsin + + + + - -

Acidphosphatase + + + + + +

Naphtol-AS-BI-phos

phohydrolase
- - w- + w- +

α-Galactosidase - - w- - - -

β-Galactosidase w w w+ + + +

β-Glucuronidase - - - - - -

α-Glucosidase + w w- w- w +

β-Glucosidase - - - + - -

N – A c e t y l - β

-glucosaminidase
w + - - - -

α-Mannosidase - - - - - -

α-Fucosidas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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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strain DY59의 아미노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요 아미노산은 

D-Alanine, D-Glucosamin, Glycine, 와 L-Ornithine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58), 최종적으로 Phylogenetic Tree를 구축하여 strain DY59의 분류학적 위

치를 확인함 (그림 59)

그림 58. TLC를 통한 strain DY59의 아미노산 성분 분석 결과

그림 59. Strain DY59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 69 -

나. 미생물 유래 항산화제 연구

 

(1). 산화손상 단백질 검출법 구축 

� 기존의 방사선 생물학에서는 DNA 손상이 생물체의 방사선 저항성을 결정

한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 방사선 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DNA 손상을 

수선하는 단백질들이 DNA 보다 생물체의 방사선 저항성/감수성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들이 발표 되었음.

� 특히 방사선에 높은 저항성을 보이는 미생물에서 단백질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특이적인 망간-펩타이드의 존재가 보고되면서 이 물질의 독특한 단백

질 보호 기작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 

(Nature Reviews in Microbiology, 2009; PLoS One, 2010)

�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백질의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고 선량별로 단백질 손상도를 비교하여 향후 방사선 저항성 미

생물에서 분리되는 저분자 항산화제의 항산화능 검증 실험에 활용하고자 

함.

� 생물체가 방사선 조사와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다양한 활성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발생되고, 발생한 ROS는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의 다양한 변형을 유도함 (표 20).DNA/단백질의 방

사선 손상도 비교

단백질 변형 검지 방법
Disulfides SDS-gel electrophoresis, DTNB
Thiyl radicals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

Glutathiolation
RP-HPLC/mass spectroscopy; IEF; 

35S-Cys/Chx/SDS-PAGE
Methionine sulfoxide CNBr cleavage/amino acid analysis

Carbonyls
DNPH-coupled assays; Western 

blot/ELISA/Immunocytochemistry/HPLC
2-Oxo-His Amino acid analysis
Dityrosine Fluorescence; proteolysis or hydrolysis/HPLC

Chlorotyrosine
Hydrolysis/nitroso-naphtol/HPLC; HBr 

hydrolysis-GC/MS 
Nitrotyrosine Immunoassay; hydorlysis/HPLC; HPLC/electrochemical 

표 20. 산화 손상으로 인한 단백질의 변형 및 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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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의 산화 손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marker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험의 편의성을 위하여 HPLC, Mass 등을 사용하는 분석 방법

은 제외하였고 nitrotyrosine과 같이 특정 아미노산에만 발생하는 손상을 측

정하는 방법도 제외하였음.

�

그림 60. DNPH를 이용한 단백질 산화도 측정 

방법 모식도

� 단백질의 carbonylation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단백질 산화 손상 

측정 방법으로 판단 됨. 또한, DNPH는 생체내의 산화환원 전위차이를 감

지하는 단백질(redox sensing protein)의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인 cysteine

의 변형체인 sulfenic acid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으므로 (Free Medic Biol 

Med, Dalle-Donne 등, 2009) 방사선 조사로 인한 단백질 손상의 가장 적합

한 방법으로 판단 됨.

detection

Tryptophanyl
Fluorescence; amino acid analysis (alk. hydrolysis; 

proteolysis/MS
Hydroperoxide KI/I3-/spectroscopy; NaBH4/hydrolysis/OPA-HPLC

Lipid peroxidation 

adducts

NaBH4/hydorlysis/OPA-HPLC; hydrolysis-GC/MS; 

DNPH; Immunoassays
Amino acid 

oxidation adducts
NaCNBH3 reduction/hydrolysis/H1-NMR/MS

Glycoxidation adduts Derivitization-GC/MS
Cross-links, 

aggregates, 

fragments

SDS-gel electrophoresis;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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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ROS는 단백질에 aldehyde, ketone과 같은 

carbonyl group을 형성함 (그림 60, 2 단계). DNPH 

(2,4-dinitrophenylhydrazine)는 carbonyl 그룹에 부착되어 안정적인 화합물

인 dinitrophenyl hydrazone (그림 60, 3 단계)을 형성함. 형성된 화합물을 

western blotting 방법으로 검출함

� DNPH 방법을 이용하여 방사선 저항성 효모 Filobasidium elegans RRY1

의 단백질 손상을 대조 균주인 방사선 감수성 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와 비교하였음. S. cerevisiae 균주의 경우 4 kGy에서 심각한 단

백질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저항성 균주인 RRY1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백질 

손상이 적게 발생하였음. S. cerevisiae 5 kGy 조사 샘플의 경우 단백질 손

상이 감소한 이유는 세포의 사멸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추정됨. RRY1는 7 

kGy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음 (그림 61).

그림 61. DNPH 방법을 이용한 단백질 손상도 측정

(2). 극지미생물 유래 항산화 색소 연구  

(가) 극지미생물의 환경저항성 분석

� 극지의 생물은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과정을 거쳐 생

리, 생화학적인 적응에 성공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생물들에 비해 매우 특

이하고 다양한 천연물을 보유하고 있음. 천연물 자원으로서 극지생물의 중

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극지생물을 생리활성 

신물질의 미래의 원천으로 주목하고 새로운 천연물의 탐색에 박차를 가하

고 있음.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극지산 천연물의 추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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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생산하는 생물소재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음.

� 극지는 혹한의 온도 환경과 긴 겨울 외에도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환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이중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

을 끌고 있는 것이 극지 방사선 영향임. 북극권은 지구 자전에 의해 대기권

층이 얇아져 우주 방사선 노출량이 저위도 보다 5배나 높음(국제항공조종사 

조직연맹 연간보고, 2005).

� 따라서, 극지 미생물에서의 방사선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대응 생리활

성 물질(항산화제)의 연구는 극지 생물의 이용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의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로 큰 의미

를 가질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극지연구소로부터 극지 미생물 18 종을 분양 받음 (표 21).

표 21. 연구에 사용된 극지 미생물 18종.

� 이들 미생물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저항성을 평가함. 평가한 미생물들 중에

서 KOPRI 21323 Planococcus donghaensis에서 높은 저항성이 확인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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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62).

그림 62. 극지 미생물의 방사선 저항성 평가.

� 이들 미생물의 과산화 수소에 대한 내성을 평가함. 평가한 미생물들 중에서 

KOPRI 25421 Sphingobacterium faecium, KOPRI 25432 Sphingobacterium 

faecium에서 높은 저항성이 확인됨 (그림 63).

그림 63. 극지 미생물의 과산화수소 저항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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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 미생물의 UV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함 (그림 64). 평가한 미생물

들 중에서 KOPRI 21323 Planococcus donghaensis에서 높은 저항성이 확인

됨. KOPRI 21323 Planococcus donghaensis 는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높은 

균주로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에 모두 높은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64. 극지 미생물의 UV 저항성 평가.

(나). 색소생산 고환경저항성 극지미생물의 유전체 분석

① 항산화색소 생산균주인 Arthrobacter sp.의 유전체 지도 완성

� 미생물유래 천연항산화색소인 카로틴노이드는 자연계의 대표적 천연 색소 

물질로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기반으로 

항산화 색소 균주인 Arthrobacter sp.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여 유전자원

을 확보하였음. 

� NGS sequencing은 454 GS FLX Titanium와 Illumina Hiseq2000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3종류의 라이브러리를(454 standard library, 454 PE library (3 

kb insert size), Illumina PE library) 제작하여 진행한 결과 Illumina의 경

우 346.3× 그리고 454의 경우 25.1의 fold coverage를 얻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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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이즈의 게놈 절편을 PCR을 통하여 연결하였고, Glimmer, 

Interproscan, RBS finder, tRNA finder, Blast, RAST 등의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유전체를 분석하였음 (표 22, 그림 65). 

Attribute Value % of total

Genome size (bp) 4,589,657

GC content 62.8%

Total genes 4,340 100.00

RNA genes 70 1.61

   rRNA gense 17

   tNRA genes 53

Protein coding genes 4,270 98.38

   Genes with function prediction 2,677 61.68

   Genes without function prediction 1,593 36.70

표 22. Arthrobacter sp. 유전체의 전반적인 특성.

그림 65. 유전체 기반 Arthrobacter sp. 대사관련 유전자군 분석. 

� Arthrobacter sp.는 연한 주황색의 색소를 갖는 미생물로써, 유전체를 토대

로 색소관련 유전자원을 KEEG pathway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최종 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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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이드로 현재까지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decaprenoxanthin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그림 66), 관련 생합성 유전자들은 게놈상 cluster를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67).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향 후 

고부가가치 카로테노이드가 될 수 있는 decaprenoxanthin을 생산하는 미생

물의 게놈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방사선 조사 또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카로테노이드 고생산 균주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

그림 66. Arthrobacter sp.의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경로 모식도. 

그림 67. Arthrobacter sp.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게놈 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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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산화색소 생산균주인 Planococcus sp. PAMC21323의 유전체 지도 완성

� Planococcus sp. PAMC21323는 저온에서 생장하는 대표적인 극지미생물로 

카로테노이드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 사용한 PAMC 21323균주는 남극 (-62.13000 N, -58.4700 E) 

지역에서 분리한 신종 미생물로 노란색의 색소를 생성하는 균주임.

� 현재까지 일부 Planococcus 균주의 genome 염기서열이 draft 형태로 

보고된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Roche 454 GS FLX Titanium 과 Illumina 

HiSeq 2000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세대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하여 전체 게놈 사이즈의 1,874-배에 달하는 

염기서열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항산화 색소 생산 균주인 Planococcus의 

전체 염기서열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여 Genbank에 등록하였음(CP009129) .

� Planococcus sp. PAMC21323 균주의 genome은 3,199,864-bp의 

chromosome 과 3,364-bp의 플라스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3,087 개에 

달하는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 (그림 68). 이들 유전체의 

분석은 Glimmer, Interproscan, tRNAscan-SE, HMMER, PHAST, 

TMHMM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23과 

같음. 

Attribute Value %   of totala

Genome size (bp) 3,199,864 100.00

DNA coding region (bp) 2,761,854 86.31

DNA G+C content 1,258,557 39.33

Number of replicons 2 -

Total genes 3,171 100.00 

RNA genes 84 2.65 

rRNA genes 24 0.76 

tRNA genes 60 1.89 

Protein coding genes 3,087 97.35 

Gene with predicted function 2,632 83.00 

Genes in paralog clusters 2,130 67.17 

Genes assigned to COGs 2,294 72.34 

Genes assigned Pfam domains 2,676 84.39 

Genes with signal peptides 128 4.04 

표 23. Planococcus sp. PAMC21323 genome의 통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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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Planococcus sp. PAMC21323의 genome 지도

� In silico genome to genome hybridization 결과 PAMC 21323의 경우 기존

의 Planococcus 균주의 genome과 다름을 확인하였고 COG database를 통

한 분석에서 PAMC 21323 균주의 유전자 중 61개의 유전자가 카로테노이

드 생합성에 관계 있는 Secondary metabolites biosynthesis [Q] 그룹에 속

해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 중에서 Plano_2714~2718 유전자의 경우 다른 

유전자 군과 다르게 cluster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69). 

Genes with transmembrane 

helices
840 26.49 

CRISPR repeat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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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Planococcus sp. PAMC21323 genome의 COG database 분석

� Homology 기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이들 cluster는 

카로테노이드의 전구체 중 하나인 phytoene을 modification 하여 다양한 

카로테노이드를 생합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확인됨 (그림 

70). 

그림 70. Planococcus sp. PAMC21323 genome의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유전자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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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산화색소 생산균주인 Sphingomonas sp. PAMC 26410 의 유전체 지도 완

성

� Sphingomonas sp. PAMC 26410 균주는 주황색의 색소를 생성하는 

균주로서 남극 (-62.13000 N, -58.4200 E) 지역에서 분리한 저온성 극지 

미생물임.

� Roche 454 GS FLX Titanium 과 Illumina HiSeq 2000 플랫폼을 이용하여 

Genome sequencing을 수행한 결과 18개의 contig를 얻었고 PCR 과 

sanger sequencing 방법을 통해 1개의 chromosome과 3개의 plasmid에 

대한 게놈염기서열 지도를 완성하였음.

� PAMC26410 균주의 chromosome DNA는 4,070,427-bp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두개의plasmid는 각각 170-kb, 87-kb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유전체의 분석은 Glimmer, Interproscan, tRNAscan-SE 를 

이용하였고 각 유전자의 function 을 확인하기 위하여 RAST sub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표 24)

� RAST 기반 subsystem category 분석을 통하여 Cofactors, Vitamins, 

Prosthetic Groups, Pigments subsystem과 Fatty Acids, Lipids, and 

Isoprenoids Subsystem에 카로테노이드와 관련있는 유전자군을 

발견하였음. 이들 Subsystem그룹은 PAMC26410 균주의 전체 유전체에서 

Attribute Value
%   of 

totala

Genome size (bp) 3,199,864 100.00

Number of replicons 3 -

Total genes 4,019 100.00

RNA genes 69 1.7

rRNA genes 12 0.3

tRNA genes 57 1.4

Protein coding genes 3,949 98.26

Gene with predicted function 2,929 72.88

표 24. Sphingomonas sp. PAMC 26410 유전체의 전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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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0%, 와 5%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림 71)

그림 71. Sphingomonas sp. PAMC 26410 유전체의 RAST 기반 

subsystem category 분석

� RAST subsystem을 통해 확보한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관련 유전자는 표 

25와 같으며 이중 Sph_01935~38 과 Sph_03226~27은 gene cluster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효소들과 함께 작용하여 카로테노이드 생합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됨.

Locus_tag Putative   function
Size 

(bp)

Sph_01527 Beta-carotene hydroxylase 542

Sph_01935 Phytoene synthase 950

Sph_01937 Phytoene dehydrogenase 1478

Sph_01938 Lycopene cyclase 1166

Sph_03226 Beta-carotene hydroxylase 527

Sph_03227 Beta-carotene ketolase (EC 1.14.-.-) 740

표 25. Sphingomonas sp. PAMC 26410의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유

전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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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카로테노이드 분석을 토대로 PAMC26410 균주와 PAMC 21323 

균주가 생산하는 카로테노이드의 구조와 정확한 생합성 경로를 분석하여 

비교한다면 유전자 재조합 및 방사선 조사를 통한 새로운 카로테노이드 

고생산 균주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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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성과목표/세부목표
목표사양(핵심스펙) 달성도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2014년 실적

1.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 기술 개발

 1-1 방사선유도 미

생물 변이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발생빈도 평

가법 구축

� 단백질 발현 분석을 

이용한 미세조류의 방

사선 반응 기작 연구

� 미세조류 유래 방사선 

대응 특이 발현 단백

질 동정 및 기능 연구

� 방사선저항성 효모 C. 
neoformans의 방사선 

유도 발현체 분석

� 모델 미세조류 C. 
reinhardtii의 방사선 

유도 발현체 분석

 1-2 방사선유발 미

생물 유전자(체) 변

이 특성 연구

� NGS 기반 게놈 변

이 탐색법 구축

� Genomic DNA 상 

단일/이중 가닥 절

단 영상화 방법 정

립 

� Glucanase 활성 변이 

및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방사선 유도 소

형게놈 변이 특성 연

구

� 단일분자 DNA 영상법 

활용 방사선 저항성과 

게놈 손상의 상관관계 

분석

� EPA 생산경로 핵심 

유전자 및 

debranching enzyme

의 방사선 유도 유전

자 분자진화 및 유전

변이 분석

� 단일분자 DNA 영상법 

활용 방사선 저항성과 

민감성 원인 규명 및 

DNA 변이 분석

2. 미생물 유래 생물산업 소재 연구

 2-1 미생물 유래 산

업용 균주 개발

� 방사선 선량별 미생

물 전도체 EPS 물

성 및 구조 변화 규

명 및 산업용 소재 

미생물 균주 선별

� 방사선 분자진화 기법 

활용 고성장/고전분 

함량 미세조류 균주 

개발

� 항산화색소 생산능 향

상 변이균주 개발 및 

색소 추출법 최적화

� 방사선 조자 볏짚 활

용 미세조류 배양기술 

개발

� 방사선 유도 항산화 

색소 생산능 향상 변

이균주의 생리/생화학

적 특성 분석

 2-2 미생물 유래 기

능성 소재 연구

� 신규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50종 분리 

및 신종 미생물 3종

의 계통분류학적 분

석

� 산화손상 단백질 검

출법 구축

� Petri dish를 이용한 

Burkholderia의 길

항력 검증법 개발

� 항산화색소 생산 극지 

미생물 Arthrobacter 
sp.의 유전체 지도 완

성

� 극지미생물 15종의 방

사선 등 환경저항성 

분석

� 항산화색소 생산 극지 

미생물 Planococcus 
sp.와 Sphingomonas 
sp.의 유전체지도 완성 

및 카로테노이드 생합

성 경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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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량적 연구성과 및 대외 기여도

  1. 연구성과 총괄표

구분

논문게재(편) SCI IF값 특 허(건) 기술료

국내

(SCI)

국외

(SCI)

계

(SCI)
합계 평균

국내 국외

계

수입

액

(건수)

계약

액

(건수)
출

원

등

록

소

계

출

원

등

록

소

계

'12~'14

목표

5

( 1 )

9

 ( 9 )

14

( 10 )
18 1.8 4 0 4 4

'12~'14

실적

1

( 1 )

20

( 20 )

21

( 21 )
44.51 2.12 4 7 11 11

  2. 논문게재 실적

No. 제  목 학술지 발표자
게재일

자

국가명

(SCI 

여부)

1) 국내외 SCI/E 논문게재 실적

1

Pigment-based whole-cell biosensor system for 

cadmium detection using genetically engineered 

Deinococcus radiodurans

Bioprocess and 

biosystems 

engineering

조민호 2012/01/16
미국

(SCI)

2

Enhancement of ethanol production from glycerol in 

a Klebsiella pneumoniae mutant strain by the 

inactivation of lactate dehydrogenase

Process 

biochemistry
오백록 2012/01/31

영국

(SCI)

3

A screening method for beta-glucan hydrolase 

employing trypan blue-coupled beta-glucan agar 

plate and beta-glucan zymography

Biotechnology 

letters
박창수 2012/02/15

네덜란드

(SCI)

4

Shelf-life extension of preservative-free hydrated 

feed using gamma pateurization and its effect on 

growth performance of eel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김동호 2012/08/01
영국

(SCI)

5
Deinococcus daejeonensis sp. nov., isolated from 

sludge in a sewage disposal plant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Sathiyaraj 

Srinivasan
2012/06/04

영국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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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velopment of a qualitative dose indicator for 

gamma radiation using lyophilized Deinococcus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임상용 2012/09/28
한국 

(SCIE)

7 Deinococcus humi sp. nov., isolated from soil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Sathiyaraj 

Srinivasan
2012/12/14

영국

(SCI)

8
Radiation Preservation of POrk Patties with 

additive Undaria Polysa ccharides

Italian journal 

of food science
최종일 2013/01/07

이탈리아

(SCI)

9

Identification of fibrinogen-induced nattokinase 

WRL101 from Bacillus subtilis WRL101 isolated 

from Doenjang

African journal 

of microbiology 

research

박창수 2013/05/07

남아프리카공

화국

(SCI)

10

Proteomic analysis of Spirogyra varians mutant 

with high starch content and growth rate induced 

by gamma irradiation

Bioprocess and 

biosystems 

engineering

윤민철 2013/05/01
미국

(SCI)

11
effect of irradiations on hizikia fusiformis cooking 

juice

Italian journal 

of food science
최종일 2013/01/07

이탈리아

(SCI)

12
Visualization of UV-induced damage on single 

DNA molecules

Ch emi c a l 

communications
이진용 2013/05/06

영국

(SCI)

1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MICROBIAL 

CONTAMINATION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Ethanol Extract from Boiled-water of Enteroctopus

Italian journal 

of food science
최종일 2013/01/07

이탈리아

(SCI)

14

The role of aldehyde/alcohol dehydrogenase (AdhE) 

in ethanol production from glycerol by Klebsiella 

pneumoniae

Journal of 

i ndust r i al 

microbiology ＆ 

biotechnology

오백록 2013/01/08
독일

(SCI)

15
Characterization of gamma radiation inducible 

thioredoxin h from Spirogyra varians

Enzyme and 

mi cr ob i a l 

technology

윤민철 2013/02/07
미국

(SCI)

16

Molecular Cloning and Expression of 

Amylosucrase from Highly Radiation-resistant 

Deinococcus radiopugnan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김묘덕 2014/12/31
대한민국

(SCI)

17

Enhancement of 1,3-propanediol production by 

expression of pyruvate decarboxylase and 

aldehyde dehydrogenase from Zymomonas mobilis 

in the acetolactate-synthase-deficient mutant of 

Klebsiella pneumoniae

Journal of 

industrial 

microbiology & 

biotechnology

이성목 2014/05/20
미국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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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허출원 실적

  4. 특허등록 실적

18

Bioinformatic and biochemical analysis of a novel 

maltose-forming-alpha-amylase of the GH57 

family in the hyperthermophilic archaeon 

Thermococcus sp. CL1

Enzyme and 

microbial 

technology

전은정 2014/06/10
미국

(SCI)

19
Induction of Apoptosis by Deinoxanthin in Human 

Cancer Cells

Anticancer 

research
최영지 2014/03/03

미국

(SCI)

20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structure of 

fucoidan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최종일 2014/03/27
미국

(SCI)

21

Structural features underlying the selective 

cleavage of a novel exo-type maltose-forming 

amylase from Pyrococcus sp. ST04

Acta 

crystallographica

. Section D, 

Biological 

crystallography

박광현 2014/06/02
미국

(SCI)

No. 산업재산권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자

1 전도성 바이오 물질의 제조방법 및 전도성 바이오 물질 2012-03-27 2012-0031164 한국 박해준

2

카로티노이드를 고농도로 생산하는 변이주 아스로박터 

M486(Arthrobacter sp. M486) 및 이를 이용한 카로티노

이드 생산 방법

2013-03-26 2013-0031947 한국 최종일

3

방사선 조사에 의해 지질 함량이 높은 클라미도모나스 레

인하드티 M4013, 이의 생산방법 및 상기 클라미도모나스 

레인하드티 M4013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의 제조방법

2013-04-16 2013-0041784 한국 최종일

4
감마선과 알칼리 병용 전처리 방법을 이용한 볏짚의 최적 

당화 방법 및 이를 활용한 미세조류 지질생산 방법
2014-07-11 2014-0087277 한국 조민호

No. 산업재산권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국가 등록자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항암효과 증진 홍삼추출액의 제조기술 2012-09-13 10-1184388 한국 김동호

2
데이노코커서 레디오듀란스를 활용한 색소기반 카드뮴 육

안 검출 바이오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2013/05/28 10-1270657 한국 조민호

3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2013/03/15 10-1247205 한국 조민호

4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2013/03/15 10-1247157 한국 조민호

5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2013/03/15 10-1247206 한국 조민호

6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및 이의 제조 방법 2013/03/15 10-1247117 한국 조민호

7

카로티노이드를 고농도로 생산하는 변이주 아스로박터 

M486(Arthrobacter sp. M486) 및 이를 이용한 카로티노이

드 생산 방법

2014/10/24 10-1456502 한국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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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술발표 실적

No. 제  목 회의명 발표자 발표일자 국가명

1
A Novel Radiation-Resistant Yeast, Filobasidium 

elegans RRY1

2012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하린더 싱 2012/05/17 한국

2

Comparative Study on Antioxidative Activity and 

Amino acids Composition of Dried Laver Products 

from 3 Different Region

제 27회 한국조류학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이학증 2013/09/27 한국

3

Proteomic analysis of Spirogyra varians mutant 

with high starch content and growth rate induced 

by gamma ray

제 27회 한국조류학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양호연 2013/09/27 한국

4
Isolation, identification, and lipid content analysis of 

microalgae from fresh water reservoirs

제 27회 한국조류학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김지윤 2013/09/27 한국

5

Development of mutant Spirogyra varians strain 

with high starch content by gamma irradiation 

breeding method

10th International 

phycological congress
조민호 2013/08/07 미국

6

Effect of gamma ray irradiation and alkaline 

pretreatment of rice straw on the enzymatic 

hydrolysis and its application to lipid production 

using Chlorellaprotothecoides

Bioenergy Korea 
Conference 2013 
International Symposium

조민호 2013/11/13
한국

(국외)

7
Dvelopment of efficient saccharification process 

of starch in microalgae with irradiation

Bioenergy Korea 
Conference 2013 
International Symposium

조민호 2013/11/13
한국

(국외)

8
Development of high lipid producing microalgae 

Scenedesmus dimorphus by radiation breeding

Bioenergy Korea 
Conference 2013 
International Symposium

조민호 2013/11/13
한국

(국외)

9

Structural Analysis of Novel Exo-type 

Maltose-forming α-Amylase from 

Hyperthermophilic Archaeon Pyrococcus sp. Strain 

ST04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 Annual 

Meeting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from 

Traditional to Cutting 

edge)

정종현 2014/06/27
한국

(국외)

10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microalgal strain 

suitable for biodiesel production

International 

Symposium&Annual 

Meeting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from 

Traditional to Cutting 

Edge.

김지윤 2014/06/26
한국

(국외)

11
Complete genome analysis of Arthrobacter sp. 

PAMC 25486 isolated from the Arctic region.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 annual 

meeting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from 

Traditional to Cutting 

조민호 2014/06/26
한국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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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미나개최 실적

  5. 대외수상 실적

 

 

일자 수상명 또는 선진화 건명 수상사유 또는 개발내용

2014/11/18
3rd Asia-oceania algae innovation 

summit 학회 최우수 발표상

Application of enzymatic rice straw hydrolysate on microalgal 
lipid production: 연구 발표의 우수성  

  6. 국내·외 협력 실적

연도 협력 파트너 수행형태 협력 내용(목표) 수행 결과

2012
◦서울여자대학

교
위탁연구

◦방사선 내성 미생물 확보 

및 분류

◦신규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3종 

분리 및 동정

2012~

2014
◦서강대학교 위탁연구

◦단일분자 DNA 영상법을 

이용한 방사선 손상 DNA 

분석

◦단일분자 DNA 영상법 확립 및 

활용을 통한 방사선 유도 게놈 손

상 분석

2013!

2014
◦아주대학교 위탁연구

◦방사선 분자진화 색소미

생물 유래 천연 색소의 프

로파일링 및 항산화능력 탐

색

◦방사선 분자진화 색소미생물의 

생리/생화학적 특성 분석 및 카로테

노이드 생산성 향상균주 개발

Edge)

12
Application of enzymatic rice straw hydrolysate 
on microalgal lipid production 

3rd Asia-oceania algae 

innovation summit
조민호 2014/11/18

한국

(국외)

13
Optimization of lipid production by Desmodesmus 

sp.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3rd Asia-oceania algae 

innovation summit
김지윤 2014/11/18

한국

(국외)

No. 세미나 명칭 참석인원 발표자 발표일자 구분

1
전문가초청 세미나
-미세조류 활용 고부가가치 산물 생산 기술

10여명 최종일(전남대) 2014/04/30  원내

2

전문가초청 세미나

-진핵미생물 및 미세조류의 유전공학을 통한 

유용산물 생산

10여명
배석(전남대)

최종일(전남대) 
2013/02/13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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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기술은 다양한 미생물의 유용 형질 개량에 활용

되어 산업적 고부가가치 균주를 제작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환경 생태

계의 교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건, 농업 분야의 유용 균주 

개발에 매우 유용함.

� 미생물 농용살균제로 이용되는 Burkholderia pyrrocinia의 식물병원성균에 대

한 길항력이 증가된 우수 균주를 개발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미생물 농약 시장

의 선점효과 기대.

� 미생물 외부에 존재하는 전자수용체에 직접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무매개체

형 미생물연료전지 소재인 Shewanella 균주 EPS(Extracelluar Ploymeric 

Substanse)의 전기화학활성 및 물성과 구조를 개량하여 생체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Bioelectronics 소재 개발 및 방사선에 의한 고품질 EPS 고생산 육종 

가능.

� 단일분자 DNA 영상법을 활용한 방사선 유도 유전자 및 게놈 변이 결과를 이

미지화 시킬 수 있으며, 본 기술은 Next 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의 

핵심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음.

� 항산화물질인 카로테노이드 생산 극지미생물의 게놈 정보를 활용하여 카로테

노이드 대량생산 재조합 균주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 방사선 유도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용 효소의 기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효소들의 기능 향상 

및 생산에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 농부산물의 병용처리를 통한 당화액 제조 및 미세조류 배양기술은 미생물 발

효산업의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폐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다양한 폐부산물 활용연구에 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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