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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Salmonella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를 탐색/선별하고 선별된 유전자를 cloning 하여 

발현시킴으로써 radiogenic therapy에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선특이반응 유전자 규명 

  

○ 연구결과

 ․DNA chip 실험을 통하여 Salmonella의 유전자 중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되는 약 150여

개의 유전자 선별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한 150여개의 유전자 중 fadB, narK, uvrY, cyoA, flagellar, LPS, 

SPI, Gifsy 유전자들의 발현개시 시점 및 증가 정도를 real-time PCR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Gifsy, cyoA 유전자가 높은 방사선 특이성 및 증가 정도를 보임 

 ․Primer extension 방법 및 기존의 발표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의 발현조

절부위(promoter) 규명 

 ․Plasmid 상에서 선별된 promoter와 Lux 단백질을 결합시킨 reporter system을 제작한 후 방

사선에 의하여 Lux 단백질 생산 정도가 높은 cyoA, Gifsy 유전자를 선발 

 ․제작된 vector(cyoA::lux, gifsy::lux)를 가지고 있는 Salmonella를 간암세포에 넣어준 후 방사선

을 조사한 결과 in vivo 내에서도 이들 유전자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 성과는 방사선 유도 발현 시스템 제작 및 Salmonella를 이용한 암세포의 방

사선 치료 (radiogenic therapy)에 중요한 원천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방사선유전자 치료, 마이크로어레이, 살모넬라, 방사선, 방사선유도 유전자

  어
 Radiogenic therapy, Microarray analysis, Salmonella, irradiation, 

 Radiation inducible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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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미생물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탐색 및 발현 연구; Radiogenic therapy 기반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real-time PCR, microarray, primer extension 등의 생명공학 연구기법을 이용

하여 Salmonella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를 탐색/선별하고 이들 유전자의 발현조절 부

위 (radio-inducible promoter)를 규명한 후 cloning, promoter engineering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radiogenic therapy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식품생명, 농학, 의학 분야의 방사선 이용연구는 산업기술 및 macro 

수준의 개량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BT 분야의 접근방법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RT/BT 융합기술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

 

○ RT/BT 융합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현황 또한 아직 기반기술개발 단계이므로 본 연구는 

학술 및 산업화 관점에서 기술개발의 선점효과가 크며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방사선치

료(Radiogenic therapy)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생물학적 연구 분야에서 기

초 및 응용기술로서 활용이 가능

○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신기술의 개발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암치료용 신약개발에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자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의 연구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음. 본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radiogenic 

therapy"에 응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의 개발은 선진국 대비 국내의 연구비 여건을 고려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접근방법임



- iv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Salmonella의 DNA-chip 분석을 통하여 radiogenic therapy에 활용 가능한  방사선에 의

해 활성화되는 유전자 탐색/선발

○ Real-time PCR, primer extension analysis 등의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선별된 유전

자의 발현 조절 부위(promoter) 및 방사선에 의한 발현특성 규명 

○ Reporter protein을 생산하는 유전자와 방사선 유도성 promoter를 결합하여 expression 

vector 제조 

○ In vitro  조건에서 제조된 vector의 발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방사선 조사선량 및 

생리학적 조건을 설정한 후 암세포에서 이 vector의 작동 여부 실험 

Ⅳ. 연구개발결과

○ Salmonella의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

  : 약 5,000개의 Salmonella 유전자(ORF) 중 control과 비교하여 발현이 2배 이상 증가된 유전자

는 168개 이며 174개 유전자의 발현이 2배 이상 감소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DNA 손상을 

수선하는 DNA repair system은 전반적으로 발현이 증가하 으나, 특이하게도 Salmonella 병원

성과 관련이 있는 pSLT virulence plasmid,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SPI), Chemotaxis 

and motility 유전자들의 발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 다.

○ 선별 유전자들의 발현특성 규명

 :  Flagellar, LPS, SPI 유전자들의 발현특성을 real-time PCR로 분석한 결과 이들 유전자 들은 

주로 방사선 조사 후에 바로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조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구에 비하여 발현이 감소하 으며 이는 DNA chip 분석 결과와 일치하 다. Gifsy 유전

자들은 다른 유전자들에 비하여 방사선에 의하여 안정적인 발현 증가를 보 으며 발현 정도 

또한 10배 이상으로 (STM1009, STM2632) 증가하 다.

○ 표지단백질 함유 Salmonella 균주 제작

 : 선발된 방사선 특이 반응 유전자(fadB, narK, cyoA, STM1011, STM2617, STM2632 등)의 

promoter가 방사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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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을 plasmid 상에서 구축하 다. 이들 재조합 vector의 최적발현 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방사선에 의한 Lux 단백질의 생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정체기까지 자란 균주

에 2Gy의 방사선을 조사하 을 경우에 fadB, cyoA, STM2617의 promoter가 Lux 단백질의 생

산을 증가시켰다. 

○ 방사선 유도 promoter의 in vivo 발현능 확인

 : 방사선에 의하여 vector 상에서 작동을 하는 세 종류의 (fadB::lux, cyoA::lux, STM2617::lux) 

promoter가 암세포 내에서도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되는 지를 확인하 다. 위의 세 종류

의 vector를 가지고 있는 Salmonella를 간암세포주에 넣고 방사선을 조사한 후 Lux 단백질의 

생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in vivo 내에서도 이들 유전자의 활성이 방사선에 의하여 증가되는 것

을 확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과제의 연구 성과는 RT/BT 융합기술개발 선행연구결과로 활용되어 방사선연구

원에서 2007년도부터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중 “방사선저항성 미생물유전체 활용기술 

개발”과제에 포함되었으며 후속 연구의 성공여부에 따라 세균을 이용한 암세포의 방사선 

치료 (radiogenic therapy)에 중요한 응용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과정에서 선발된 cyoA 유전자의 promoter는 대장균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100배 이상 증가되었음. 이러한 특이적인 유전자원은 생명공학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화 기술인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산물 대량발현기술에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과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되는 유전자 수준의 RT/BT 융합기술개발 과제

로, 이를 계기로 향후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식품생명공학기술, 방사선육종기술, 저 선량 

방사선의 생리활성연구, 방사선의 환경 향평가, 우주방사선의 생물학적 향평가 등의 

분야에서 RT/BT 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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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of the Research

Screening of microbial radiation-inducible promoter and study of its expression;

Development of basic technique of Radiogenic therapy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creen of Salmonella  genes, which are induced by γ

-radiation, and to characterize the promoter of radio-inducible genes through 

molecular analysis such as microarray, real-time PCR and primer extension method. 

These radio-inducible promoters are modified by molecular cloning and promoter 

engineering, and then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ique of radiogenic 

therapy.

○ The majority of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on food biotechnology, agriculture, and 

medicine are actually focused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mprovement technique at a macro level. Particularly, because the current status of 

the radiation application to biotechnology is an elementary stage, this research will 

develop a new model of RT/BT fusion technology.  

○ Because the international research phase of RT/BT fusion technology is still 

introductory, this research can cause the prior occupation on the field of RT/BT 

fusion technology from a scientific and industri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various biological scientific field as well as 

radigenic therapy. 

 

○ A new technology for cancer treatment will create an enormous value added, but the 

research of our country to discover new anti-cancer drugs appears to be insufficiently 

competitive, considering an immense sum of money, which a developed country 

invest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applied to radiogen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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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most effective and economic way.  

Ⅲ. Scopes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 Screening of Salmonella genes induced by irradiation, which are able to be used in 

radiogenic therapy, using DNA microarray analysis 

○ Characterization of the promoter of radio-inducible genes and investigation of its 

transcriptional regulation in response to irradiation through molecular analysis such as 

microarray, real-time PCR and primer extension method. 

○ Construction of expression vector containing reporter protein, Lux, driven by 

radio-inducible promoter 

○ Optimization of irradiation dose and physiological state of bacteria harboring 

expression vector to induce the greatest transcription of radio-inducible promoter and 

check whether this expression vector works or not in cancer cells 

Ⅳ. Results of the Research

○ Radiation-inducible genes of Salmonella

  : To define the repertoire of Salmonella genes whose expression altered by irradiation, a 

DNA microarray was used, which includes ∼5,000 ORF from Salmonella Typhimurium LT2. 

Of all genes showing a expression ratio of at least 2-fold changes relative to wild type, 168 

genes were induced and 174 genes were reduced when cells were irradiated. It is apparent 

that the majority of genes induced by irradiation are associated with DNA repair system 

that could correct the DNA damage by irradiation. Interestingly, the expression of overall 

genes encoded by Salmonella virulence plasmid (pSLT),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SPI), and flagellar operon, which are required for full virulence of Salmonella, were 

repressed by irradiation.  

○ Transcriptional characterization of screened radio-inducible genes 

 :  To confirm the findings of the microarray by an alternative method, we investig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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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al changes of flagellar, LPS, and SPI genes using real-time PCR　analysis at 

different growth conditions and irradiation doses. These genes were induced about 2∼5-fol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then decreased after 30 min relative to non-irradiation counter 

part.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those of a microarray analysis. Gene transfer 

between separate lineages of a bacterial pathogen can promote recombinational 

divergence and the emergence of new genetic element. Thus, Salmonella 

Typhimurium is lysogenic for two temperate bacteriophages: Gifsy-1 and Gifsy-2. 

The expression of Gifsy genes were stably activated by irradiation compared to other genes 

and the induction degree of expression level (STM1009, STM2632) was almost ∼10-fo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fsy genes may be the most probable candidate used in 

radiogenic therapy.

○ Construction of Salmonella strain encoding reporter protein

 : To verify the ability of screened genes (fadB, narK, cyoA, STM1011, STM2617, and 

STM2632) to produce a downstream protein by irradiation, the reporter plasmids were 

constructed. The reporter plasmid was generated by cloning the promoter region of radiation 

specific genes between the HindIII and XhoI sites in front of the lux reporter gene in 

plasmid, pGL3. To optimize the condition to induce the greatest transcription of 

radio-inducible promoter, the amount of Lux protein was measured at the various 

physiological state of bacteria harboring expression vector and irradiation doses. 

Consequently, the promoters of fadB, cyoA, and STM2617 were activated 

maximally when cells grown to stationary phase were irradiated at 2 Gy. 

○ Confirmation of radio-inducible promoter operation in vivo 

 : We examined whether the expression of fadB::lux, cyoA::lux, STM2617::lux on the plasmid 

were induced by irradiation. Salmonella strain harboring pGL3 vector driven by 

radio-inducible promters were cultivated and infected into the HepG2 cells to compare their 

levels of Lux with or without irradiation. The effects of irradiation on fadB::lux, cyoA::lux, 

STM2617::lux  expression were observed in HepG2 cells. The pattern of these genes 

expression in vivo was almost equal to that in vitro, suggesting that the promoter of fadB, 

cyoA, and STM2617 can be activated by irradiation within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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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연구범위

 1) 연구개발의 목표

미생물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를 탐색/선별하고 선별된 유전자를 cloning 하여 발현시킴

으로써 radiogenic therapy 및 방사선생물공학에 활용될 수 있는 RT/BT 융합 기반기술을 개

발한다. 

 2) 연구범위

○ Radiation therapy에 활용 가능한 비독성 Salmonella  및 방사선저항성 미생물로부터 

DNA-chip 분석을 통하여 방사선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전자를 탐색/선발한다.

○ Real-time PCR, primer extension analysis 등의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선별된 유전

자의 발현 조절 부위(promoter)를 규명하고 방사선 자극 및 기타조건에 의한 발현특성을 

전사(transcription) 수준에서 규명한다. 

○ Reporter protein을 생산하는 유전자와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promoter를 결합하여 다

양한 vector를 제조한다. 

○ In vitro  조건에서 이들 vector의 발현을 분석하고 radiogenic therapy 적용 조건에서 제

조된 vector의 발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방사선 조사선량 및 생리학적 조건을 설정

한다. 

2. 연구개발의 기술․경제․사회적 중요성

 1) 기술적 측면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식품생명, 농학, 의학 분야의 방사선 이용연구는 산업기술 및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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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개량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BT 분야의 접근방법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는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로서 방사선 이

용기술을 개발하여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의 분야와 더불어 국가 산업발전의 원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기술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 과제는 궁극적으로 방사선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미생물유전자를 탐색하여 이를 

radiogenic therapy, 즉 암 환자의 방사선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미생물에,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radio-inducible promoter와 암

세포 killer 단백질 생산 유전자의 결합체를 넣어 주면 암의 방사선치료 시 치료효과를 극

대화하거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기술개발이 가능하며 암 이외에도 유전자 치료(gene 

therapy)가 적용되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과제

는 이와 같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연구사업이다. 

○ 본 과제의 연구 성과 및 방법론은 방사선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학적 연

구, 즉, 방사선의학기술, 식품생명공학기술, 방사선육종기술, 저 선량 방사선의 생리활성연

구, 방사선의 환경 향평가, 우주방사선의 생물학적 향평가 등의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

기술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현황 또한 아직 기반기술개발 

단계이므로 학술 및 산업화 관점에서 기술개발의 선점효과가 크다. 

 2)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선 및 RI 이용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RT/BT 융합기술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국내에는 방사선생명공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13조원을 투자하여 6T(BT, ET, 

IT, NT, ST, CT)분야를 국가발전을 주도할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RT)을 이용하여 BT 및 NT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 미생물 

자원을 탐색하여 유전자치료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천기술의 확보는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요소 

기술로 산업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미국국립암연구소(NCI) 한 곳에서 연간 4조원 이상의 암연구비를 투입하여 

암 연구 및 신약개발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과기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에서 집행한 암 관련 연구비는 300억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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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가 들어가는 신약개발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radiogenic therapy"에 응용할 수 있

는 원천기술의 개발은 선진국 대비 국내의 연구비 여건을 고려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경

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암 환자 진료건수는 약 171만 건으로 암 진료비는 

약 7900억원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 등을 감안할 경우 암으로 

인한 진료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62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므로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신기술의 개발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 이용분야의 핵심기술로 제시되고 있는 RT/BT 융합기술개발을 위

한 기반연구로서 원자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2020년께에는 한 해에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파급효과

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에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암이 첫 번째 원인이 된 후 매년 꾸준

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 사망원인의 약 23.5%를 차지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5배에 이른다 (국립암센터 보고서). 암은 진단 및 치료에 드는 고가의 직접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암 발생 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단과 이들의 간호 및 관리로 인해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암 치료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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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Tumor-specific gene delivery using genetically engineered bacteria

○ 암세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necrotic region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증식도는 떨

어지나 산소분압이 매우 낮고 약물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Fig. 1) 외과적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화학적치료 방법이나 방사선 치료법을 통하여 효율

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아 암의 전이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 살아있는 bacteria나 혹은 그 extract가 항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약 100 여년전에 밝

혀진 사실이며 최근 정상세포에 비하여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증식하는 특성을 이용

하여 유전자 운반체로 연구되는 균들은 Clostridum, Bifidobacterium, Salmonella 3종류

이다 (Table 1). 이들 미생물들은 혐기적 미생물들로 암세포의 necrotic region에서 증식

이 가능하여 유망한 anticancer bacteria로 연구가 되어져 오고 있다 [2].

○ Clostridum을 이용한 암치료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동물모델 연구는 1950년도부터 약 

15년간 행해졌지만 결과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1997년 이후 다시 본격적

으로 재개되었다. 지금까지 C. beijerinckii, C. acetobutyricum, C. sporogens, C. novyi 

등이 anticancer agent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이 중 C. novyi가 독성학적으로 안정하여 가

장 많이 연구되었다 [3].

○ Johns Hopkins Oncology Center의 Dr. Vogelstein [4]은 C. novyi의 lethal toxin을 제거

한 C. novyi-NT라는 strain과 chemotherapy에 사용되는 항암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Combination bacteriolytic therapy(COBALT)라는 새로운 개념의 암치료 전략을 제시하

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Fig. 2).

○ 1997년에 Yale Univ.의 Dr. Bermudes가 새로운 anticancer vector로 Salmonella의 가능

성을 언급한 이래 미국국립암연구소(NCI)를 위시한 다양한 그룹에서 Salmonella가 암세

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하 으며 방사선치료와 연관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

기도 하 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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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three microenvironmental regions in a centrally necrotic tumor. A 

spontaneous may consist of many such necrotic foci. Decreasing magnitude of various 

physiological parameters is indicated as +++, ++, +, +/-, and -.

                      

Figure 2. Photographs of mice with HCT116 xenografts receiving external beam 

irradiation with or without C. novyi-NT spores. (Left) A mouse that received 2 Gy 

external beam radiation per day for 5 days beginning on day 0. (Right) A mouse that 

received the same dose of radiation but additionally received i.v. C. novyi-NT  spores 

after the third dose of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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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lostridium, Bifidobacterium  and Salmonella bacterial vector 

properties

    

     Decreasing magnitude of various parameters is indicated as +++, ++,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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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Salmonella를 이용한 cancer gene therapy에 선구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은 신약

개발 회사인 Vion Pharmaceuticals Inc.(New Haven, CT, USA)로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독성을 감소시킨 S. typhimurium  변이 균주(VNP20009)가 prodrug enzyme인 cytosine 

deaminase를 암세포 내에서 발현하도록 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Tumor 

amplified protein expression therapy 방법을 사용하여 임상실험 등을 수행하 다 [7, 8].

○ 최근에는 bacteria가 새로운 유전자 전달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9]. 

 2) Use of radiation-inducible promoters

○ 1990년도 초에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 동물세포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향

이 보고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방사선에 의하여 초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다. 이 후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gene therapy용 

anticancer agent들이 만들어져 그 효과를 검증받고 있는 중이다 [10].

○ 동물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중 EGR1(early growth response), c-JUN, β-actin, 

interleukin 1, protein kinase C, bFGF, tissue plasminogen activator(tPA), GADD45 등

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방사선에 특이적인 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다양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들의 방사선 유도 발현 조절 부위(Radiation-inducible 

promoter)를 규명하고 이들의 핵심 염기서열(core sequence)을 바탕으로 합성한 promoter를 유전자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 12].

○ 특히 EGR1 유전자의 방사선 반응 특이 염기서열(CArG element)을 분석 한 후 이 염기

서열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제조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radio-inducible promoter)를 

의학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다 [13, 14].

○ Chicago Univ.의 Dr. Weichselbaum 그룹이 adenovirus를 이용한 새로운 anticancer 

agent (Ad.EGR-TNF)를 만들어 암세포에 특이적인 유전자 전달체로 개발하고 있음 [15].

․ Ad.EGR-TNF는 adenovirus에 radiation-inducible promoter인 EGR promoter와 암을 사

멸할 수 있는 단백질인 tumor necrosis factor(TNF)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연결된 clone

이 삽입된 것으로 방사선치료 시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고안됨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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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GR1 promoter is placed upstream of cDNA encoding TNFα. Ionizaing 

radiation activates the CArG elements in the EGR1 promoter, leading to increased 

expression of the TNFα gene in the tumor bed. The combination of greater TNFα 

expression and ionizing radiation results in increased tumor-cell apoptosis and 

vascular destruction, as well as improved antitumor activity.

 

   

                     

Figure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dual-responsive vector. The Egr-1 constructs 

utilized the native promoter sequence. ChoRE denotes the ancillary carbohydrate 

responsive element that is required for maximal hypoxic gene induction from the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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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Ulster Univ.의 Radiation science research group은 또 다른 radiation-inducible 

promoter인 WAF1에 prodrug enzyme인 nitric oxide synthase(NOS) 유전자가 결합된 

vector를 암세포주에 in vivo transfection하여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16].

○ 방사선 유도 발현 조절 부위(Radiation-inducible promoter)의 핵심 염기서열(core sequence)과 혐

기적(hypoxia) 조건에 의하여 작동하는 양반응성(dual responsive) promoter를 제작 (Fig. 4),  암세

포에 보다 특이적인 발현을 통하여 방사선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promoter engineering 분

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7, 18].

○ 동물세포의 유전자가 아닌 bacteria의 유전자를 이용한 radiation-induction system은 

Clostridium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한 경우이다. 2001년도에 네덜란드의 Radiation 

Oncology 팀은 Clostridium의 radio-responsive recA promoter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에 의하여 TNF(tumor necrosis factor) 생산을 증가시켰다고 발표한 이후 recA  

promoter의 개량을 통하여 Clostridium-gene therapy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19, 20].

2. 국내 기술개발 현황

 

○ 대부분의 방사선 반응 연구는 방사선의 향과 방사선 암치료 효과증진의 관점에서 스트

레스 반응, 암세포 사멸 및 성장억제 관련 유전자에 대한 발현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 연

구결과는 방사선 민감제 또는 방사선 방호제 등을 개발하는 데에 국한하여 활용되고 있

다.

○ 그러므로 방사선에 특이적으로 발현 혹은 억제되는 유전자나 프로모터를 활용하여 생명

공학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Virus를 이용하여 cancer gene therapy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

성화 돼 있으나 bacteria를 이용한 gene therapy 연구는 국내의 경우 태동기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radiation-inducible promoter에 관련된 연구는 본 과제가 최초이다.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박용근 교수팀은 2004년 5월 Salmonella가 암세포에 특이적

으로 증식하여 암세포 성장을 저해하 다는 결과를 기초의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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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전남대 장관계 감염세균 유전체 연구센터 최현일 박사팀이 “Detection of 

solid tumor using E.coli"라는 제목으로 대장균을 이용한 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

능성을 미생물학회에서 발표하 다. 

3. 연구결과의 의의

○ 지금까지 세균을 이용한 radiogenic therapy 연구 모델인 Clostridium의 recA  promoter

의 경우 방사선에 의하여 최대 4배 정도 활성이 증가하나 본 연구에서 찾아진 

Salmonella의 Gifsy 유전자의 경우 동일 조건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평균 약 10배 이상의 

강력한 활성 증가를 보 다.   

○ Cancer gene therapy는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 암세포

에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 전달체에 관련되어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는 분자유전학적 조작이 간단한 세균인 대장균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체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21] 본 과제의 결과물인 “radio-inducible promoter"는 개발되고 있는 어떤 유전자 전달

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범용화가 가능하다.   

○ 유전자 전달체(세균) promoter와 표지단백질(Lux)이 결합된 재조합 vector를 이용하여 

생체 내에서 유전자 전달체의 이동 및 활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in vivo 

imaging system(IVIS)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관련 논문이 [22] 나오는 만큼 

IVIS 기반기술 구축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radiogenic therapy의 후

속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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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1. Salmonella의 방사선 유도 유전자 선발 및 발현특성 규명

 1) Salmonella 유전자의 방사선 반응 분석

○ 대수기(O.D600 =∼0.6)까지 자란 Salmonella에 방사선을 조사(10 Gy)하여 일정시간(O.D600 =∼1.0) 

배양한 후 RNA를 분리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균주에서 얻은 RNA와 혼

합하여 DNA chip 분석을 통하여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변화되는 유전자를 선별하 다 (Fig. 5). 

○ 약 5,000개의 Salmonella 유전자(ORF) 중 control과 비교하여 발현이 2배 이상 증가된 유전자는 

168개 이며 174개 유전자의 발현이 2배 이상 감소하 다 (빗금: 발현증가, 검은색: 발현감소, 

p-value < 0.01). 발현이 변화된 Salmonella 유전자(ORF)를 Institute for Genomic Research 

(TIGR; www.tigr.org/tigrscripts/CMR2/CMRGenomics.spl)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룹화 하

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Salmonella transcriptome의 변화를 분석하 다 (Fig. 6).

○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hydroxyl radical(․OH)은 생물체의 DNA에 base modification, 

abasic site, strand breakage 등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일으켜 사멸을 유도한다　[23]. 그러므로 

DNA damage inducible protein인 Din 단백질, DNA recombination과 관련있는 Rec 계열 단백질, 

SOS repair system을 구성하는 Umu 단백질 들은 방사선에 의한 DNA 변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발현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전자전달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operon과 Salmonella 염색체 안에 phage 형태를 유지한 채 잠복하고 있는 Gifsy 유전자들

의 발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 다 (Table 2).

○ DNA repair system 및 방사선 항암치료를 연구하는 그룹 등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되

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반대로 발현이 감소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DNA chip 분석을 통하여 Salmonella의 유전자 중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현이 감소하는 

유전자를 분류한 결과 특이하게도 Salmonella 운동성과 관련이 있는 chemotaxis/motility 유전자들 

(che 및 flagellar 생합성 관련)과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SPI: inv, 

spa, prg, sop 등)의 [24] 발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 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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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microarray analysis. Salmonella Typhimurium SL1344 was 

grown at 37℃ in LB broth with shaking. The culture grown to early log phase (O.D600 = 0.6) was 

irradiated at 10 Gy and then harvested after 1 h. The non-irradiated control culture was also 

harvested at the same conditions. Total RNA (100 μg) isolated with Trizol reagent was 

reverse-transcribed with random hexamer and Cy3- or Cy5-dUTP. Probes were 

hybridized onto a chip, which is provided by Dr. McClelland (Sidney Kimmel Cancer 

Center, San Diego, USA), containing 4498 ORFs from Salmonella Typhimurium LT2 and 

104 ORFs from the pSLT virulence plasmid in three replicate arrays spotted on 

CMT-UltraGAPS
® 

(Corning) at 42℃ for 2 hrs. The array was scanned using a GSI 

ScanArray 5000 scanner (Packard BioScience), then quantified and analyzed using 

GenePix 4000 (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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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ategories of genes affected by γ-radiation. The genes whose expression was 

changed responding to the irradiation were grouped into functional categories. The bars 

show the percentage of genes belonging to each group that are up-regulated (hatched) 

or down-regulated (filled) by the irradiation. Changes in gene expression wer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if the t-statistic of the log(2) of the fold change for a given 

gene had a P-valu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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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List of activated genes in response to 10 Gy radiation. 

Gene Function Ratio

dinI DNA damage-inducible protein I 5.19

dinP DNA polymerase IV, damage-inducible protein P 2.38

recA DNA strand exchange and recombination protein 2.40

recN protein used in recombination and DNA repair 2.65

umuC error-prone repair: component of DNA pol. V 3.53

umuD error-prone repair: SOS-response repressors 2.22

cyoA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I 4.50

cyoB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 6.60

cyoC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II 7.31

cyoD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V 5.01

cyoE protohaeme IX farnesyltransferase 5.40

STM2605-2631 (5 genes) Gifsy-1 prophage 2.03 - 4.36

STM1007-1037 (17 genes) Gifsy-2 prophage 2.05 - 4.16

rfa, rfb (12 genes) LPS biosynthesis, LPS side chain defect 2.05 - 3.45

rpl. rpm (9 genes) 50S ribosomal subunit protein 2.01 - 2.93

rps (8 genes) 30S ribosomal subunit protein 2.02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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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repressed genes in response to 10 Gy radiation.

유전자 (gene) 기능 (function) 발현정도 (ratio)

cheA sensory histitine protein kinase 0.46

cheB
methyl esterase, response regulator for 

chemotaxis
0.47

cheW purine binding chemotaxis protein; regulation 0.47

cheY chemotaxis regulator 0.45

cheZ chemotactic response; CheY protein phophatase 0.48

flgB flagellar biosynthesis, portion of basal-body rod 0.46

flgC flagellar biosynthesis, portion of basal-body rod 0.44

flgL flagellar biosynthesis; hook-filament junction 0.49

fliA sigma F (sigma 28) factor of RNA polymerase 0.44

fliJ flagellar fliJ protein 0.42

fliZ putative regulator of FliA 0.43

hin
H inversion: regulation of flagellar gene 

expression
0.36

inv, spa, prg (25 genes)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I (SPI1) 0.18 - 0.50

sopA, B, D and E2 SPI1 type III secretion system-secreted effectors 0.22 - 0.40

pipB and pipC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3 0.34 and 0.21

pdu operon (8 genes) propanediol utilization 0.07 -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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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유도 유전자의 발현 특성 규명

○ 발현이 증가한 168개의 유전자 중 약 50여개의 유전자들을 선별하여 real-time PCR 분석을 통하여 

DNA chip 분석의 결과를 재확인 하 다. 방사선이 조사 된 Salmonella를 다시 배양한 후 시간 별

로 (0, 30, 60, 120분) RNA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16S rRNA를 internal standard로 사용

하 으며 각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를 비조사구와 상대 비교하 다. 각 실험은 유전자별로 2반복으

로 3회 수행되었으며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 지방산의 대사에 관여하는 fadH, fadB와 nitrate reductase를 구성하는 narZ, narU, narG, narK, 

maltose 대사관련 유전자인 malC, 전자 전달계 관련 유전자인 cyoA 등은 방사선 조사 1시간 이후

에 발현이 증가하여 2시간 까지 발현 증가가 이어졌고 삼투압에 반응하는 osmY, osmC, chaperone 

단백질인 clpX, clpP, putative regulator인 uvrY, ATP 생산 효소 구성 단백질인 atpF 등은 방사선 

조사 직후 및 30분 후에 발현이 2배 정도 증가하 다가 다시 감소하 다. 이 유전자들 중 fadB, 

narK, uvrY 등의 유전자들이 5배 이상의 발현 증가를 보 다 (Fig. 7).

○ Salmonella에는 편모(flagellar)의 생합성과 관련되어 약 50여개의 유전자가 13개의 서로 다른 

operon에 존재한다. 이 operon은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그룹(class)으로 분류가 되는데 class I은 오

직 flhD operon만을 포함하는데 FlhD 단백질은 전체 편모 합성을 관장하는 중요한 조절인자이다. 

Class II는 7개의 operon (flgA, flgB, flhB, fliA, fliE, fliF, fliL)이 포함되어 있고 class III에

는 다섯 개의 operon (flgK, fliD, fliC, motA, tar)이 포함되어 있다 [25]. 각 class 별로 9

개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은 중요 조절인자인 flhD의 발현 양상과 비

슷하게 방사선 조사 직후 발현이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 지만 특이하게도 fliA와 fliD는 

방사선 조사 후 30분이 경과하 을 때 발현이 증가하 다 (Fig. 8). Salmonella의 내독소

(endotoxin)인 당지질 (lipopolysaccharide; LPS) 생산 유전자들의 발현도 대부분의 편모 합성 유전

자의 발현 양상과 비슷하 다 (Fig. 9).

○ 방사선 조사 후에 Salmonella의 대표적 병원성 관련 유전자인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SPI) 들의 발현이 감소하는 DNA chip 분석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SPI 유전자들을 분석한 결

과 이들 유전자들은 주로 방사선 조사 후에 바로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hilA와 

같은 유전자들은 약 10 배 정도의 발현 증가정도를 보 다. 하지만 조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구에 비하여 발현이 감소하 다 (Fig. 10). 이러한 결과들은 방사선 조사 후에 생존한 

Salmonella의 병원성이 비조사구와 비교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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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effect of radiation on radio-inducible gene expression. The transcription of 

each gene was monitored by real-time PCR analysis. Cells grown to exponential phase 

were irradiated and then total RNA was isolated from aliquots of cells obtained at the 

indicated times. Expression levels of the target genes were normalized to that of 16S 

rRNA gene. Real-time PCR assay was performed three times in du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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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effect of radiation on flagellar gene expression. The transcription of each 

gene was monitored by real-time PCR analysis. Cells grown to exponential phase were 

irradiated and then total RNA was isolated from aliquots of cells obtained at the 

indicated times. Expression levels of the target genes were normalized to that of 16S 

rRNA gene. Real-time PCR assay was performed three times in du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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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effect of radiation on LPS biosynthesis gene expression. 

hilD-I

0

0.5

1

1.5

2

2.5

0 30 60 120

Time

F
o
ld

hilA-I

0

2

4

6

8

10

12

0 30 60 120
Time

F
o
ld

prgH-I

0

1

2

3

4

5

0 30 60 120
Time

F
o
ld

sicA-I

0

0.5

1

1.5

2

2.5

3

0 30 60 120

Time

F
o
ld

invF-I

0

1

2

3

4

5

6

7

0 30 60 120
Time

F
o
ld

Figure 10. The effect of radiation on SPI gen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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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monella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genome으로 삽입된 phage들이 진화 과정을 겪으며 genome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유전자들(Gifsy, Fels 등)을 phage-like element라 부른다 

(Fig. 11) [26]. 이러한 유전자는 phage에서 유래가 된 것이므로 자외선 등에 대한 반응성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DNA chip 분석 결과 방사선에 의해서도 발현이 유도되었다. 이들 유전자를 

real-time PCR로 분석한 결과 다른 유전자들 에 비하여 안정적이 발현 증가를 보 으며 발현 정

도 또한 10배 이상으로 (STM1009, STM2632) 방사선에 의하여 강력하게 발현이 유도되었다 (Fig. 

12). 또한 스트레스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현이 유도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를 이용한 radiogenic therapy에 관련하여 가장 유망한 후보 유전자로 판

단된다. 그림 11은 Gifsy유전자 중 radiation-inducible promoter로 활용 될 수 있는 후보 promoter

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Figure 11. Chromosomal organization of Salmonella prophages The chromosomal 

location of four prophages (Gifsy-1, Gifsy-2, Fels-1 Fels-2) in Salmonella  and two 

prophage remnants with their associated lysogenic conversion genes indicated.

 3) 방사선 유도 유전자의 발현 조절 부위 규명

○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들의 promoter를 규명하기 위하여 primer extension 

analysis를 수행하 다. Salmonella의 RNA를 분리한 후 γ-P
32
-ATP로 표지된 primer를 RNA와 

혼성한 후 해당 유전자의 sequence와 함께 gel에 분리하여 cyoA와 Gifsy 유전자 들의 발현이 시

작되는 시작점 (transcriptional start site)를 규명하 다 (Fig. 13과 14).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는 미생물의 호흡 (respiration)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므로 혐기적인 조건에서는 방사

선 조사유무와 상관없이 발현이 증가되지 않으나 (Fig. 13, lane 2와 3) 방사선 조사 후에 호기적

인 조건에서 배양을 하면 비조사구에 비하여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 

lane 4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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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effect of radiation on Gifsy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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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rimer extension analysis of cyo expression responding to irradiation. 

lane 1; non-irradiated cells (O.D = 0.6)

lane 2; non-irradiated cells were shifted to anaerobic condition 

lane 3; irradiated cells were shifted to anaerobic condition 

lane 4; non-irradiated cells were incubated with shaking (O.D = 1.7)

lane 5, irradiated cells were with aeration (O.D = 1.7).  

Figure 14. Gene organization of the Gifsy-2 bacteriophage. Open reading frames with 

identifiable orthologs in phage lambda are labeled. Most of these genes are termed gft  

(Gifsy-2). Gary boxes show the ORF whose expression was obviously induced by 

irradiation and arrows show the promoters corresponding to the activation of ORF. 

Each division represents 1000 bp.



- 23 -

2.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의 in vivo 발현 시스템 구축 

 1) 방사선과 혐기적 조건에 반응하는 양반응성 promoter 제작  

○ Radiogenic therapy에 사용되는 radiation-inducible promoter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암

세포 내에서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현이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암세포 내의 혐기적 조건에 의해서도 발현이 유도 될 수 있는 양반응성 (dual responsive) 

promoter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도 이러한 

dual-responsive promoter를 개발하고자 Salmonella유전자 중 혐기적 조건에 의해서 발현이 유도

되는 유전자를 DNA chip 실험으로 선발하 다. 

○ tdcA, tdcB, tdcC, tdcD, tdcE, tdcG, 여섯 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tdc operon은 혐기적 

조건에서 serine과 threonine을 분해하여 미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7].    

DNA microarray 분석 결과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이 혐기적 조건에서 증가하 고 이중 tdc operon

을 구성하는 유전자들이 혐기적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 tdc operon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promoter를 찾기 위하여 primer extension analysis를 수

행하 다. 호기적 조건에서 대수기까지 자란 Salmonella를 혐기적 조건에서 배양한 후 10분, 30분, 

60분, 120분에 회수하여 RNA를 분리하 다. Primer extension 결과 tdcA 유전자의 promoter를 규

명하 으며 tdcA의 발현은 혐기적 조건으로 배양된 직후부터 발현이 빠르게 증가하 으며 이후 60

분부터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5).

○ Microarray 결과를 보면 tdc operon 유전자들이 혐기적 조건에서 특이한 발현 패턴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dc operon 유전자들은 tdcA, tdcB 유전자에 비하여 tdcC 이하 유전자들의 발

현이 다른 유전자에 비하여 높은 발현 증가도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Table 4).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real-time PCR로 각 tdc operon 유전자들의 발현을 시간대별로 조사하 다. 그 결과,

호기적 조건 (0 분)에서 tdcA 유전자의 발현을 기준(1 fold)으로 보았을 때 tdcC, D, E, G 유전자

들의 발현은 tdcA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 다. 혐기적 조건으로 바뀌어 졌을 때(30, 60, 120 분) 

이들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tdcA 보다는 낮으나 호기적 조건에서의 발현 정

도와 비교하면 tdcA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현 증가도를 가지게 되는 특성을 보 다. 즉, tdcA는 

혐기적 조건으로 1시간 배양되었을 경우 약 5배 정도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tdcC의 경우 동일한 조

건에서 16배, tdcD는 30배 tdcE는 40배 정도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tdcB의 유전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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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분에 산소 존재의 유무에 따라 발현을 조절하는 cis-element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element의 기능은 혐기적 조건에서는 상실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위에서 언급한 cis-element를 규명하고자 nothern blotting을 수행하여 혐기적인 조건에서 생성이 

증가되는 transcript를 확인하 다. tdcA와 tdcC를 probe로 사용하 을 경우 transcript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tdcE를 사용하 을 경우에는 transcript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nothern blotting의 감

수성이 낮아서 약한 signal을 가진 transcript를 검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향후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혐기반응 cis-element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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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tdc operon expression under anaerobic condition using DNA microarray.  

Gene Function Ratio

tdcA activator of tdc operon 3.12

tdcB threonine dehydratase 5.36

tdcC threonine/serine permease 15.46

tdcD propionate kinase/acetate kinase 32.79

tdcE pyruvate formate-lyase 29.41

tdcG L-serine deaminase 9.2

         

Figure 15. Anaerobic induction of the tdcA gene expression. Salmonella grown to 

exponential phase with aeration was cultivated under anaerobic condition and total RNA 

was isolated from Salmonella at indicated times, and then subjected to primer extension 

analysis. The nucleotide sequences indicate the transcriptional start site and -10 element 

of  Salmonella tdcA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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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6. Expressional analysis of tdc operon expression using real-time PCR. 

  

                       

     Figure 17. Nothern blotting of tdc op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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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와 표지단백질이 결합된 vector 제조

○ 최종적으로 선발된 방사선 특이 반응 유전자의 promoter가 방사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reporter system을 chromosome 상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λ-RED 

recombination 방법을 사용하 다 [28]. 각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의 하위 부위와 reporter 

유전자인 luc에 붙을 수 있는 P1, P2 primer를 제작한 후 (Fig. 18 step 1) luc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pGL3 vector를 기본 template로 하여 PCR을 수행하 다. Red recombinase

를 생산하는 pKD20 plasmid를 wild type Salmonella에 transformation 한 후 증폭된 

PCR 산물을 이 균주에 넣어주게 되면 recombinase에 표지단백질(Luc)이 chromosome 

상에서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 하위 부위에 삽입되게 된다 (Fig. 18 step 2 and 3). 

○ λ-RED recombin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균주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표지 단백질

의 생산량을 조사하 다. Real-time PCR 분석에서는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한 유

전자들에서 예상과 달리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할 수가 없었으며 이는 이후 연구 결과 

luciferase assay의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유전자의 낮은 발현 증가는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 좀 더 많은 Luc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luc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pGL3 vector 자체에 방사

선 유도성 유전자의 promoter를 cloning하 다. Real-time PCR 분석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fadB, narK, cyoA 유전자들과 Gifsy 유전자인 STM2632, STM2617, STM1011 

유전자의 promoter 부위를 PCR로 증폭하 다. 방사선 유도성 promoter가 pGL3 vector 상에서 luc 

유전자 위쪽에 삽입될 수 있도록 HindIII, XhoI 제한 효소 site를 가진 primer를 PCR 반응에 사용

하 다 (Fig. 19). PCR 증폭 후 위의 제한효소로 PCR 산물과 pGL3 vector를 잘라 준 후 ligation 

하 다. 이 후 vector를 E. coil에 넣어준 후 다시 plasmid를 회수하여 제한효소로 잘라 방사선 유

도성 유전자의 promoter가 vector내에 삽입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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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 simple gene disruption strategy. H1 and H2 refer to the homology 

extensions or regions. P1 and P2 refer to priming sites.

         

Figure 19. Construction of reporter plasmid for radio-inducible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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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orter plasmid의 최적 발현 조건 규명

○ 다양한 방사선 유도성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reporter plasmid의 최적 발현 조건을 살펴보기 위

하여 reporter plasmid를 가지고 있는 균주를 다양한 조건으로 배양한 후 2, 4, 6, 8, 10 Gy의 방사

선을 조사하 다. 방사선 조사 후에 혐기적 조건에서 1시간 배양한 후 균주를 회수하여 lysis시켜 

luminometer로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하 다 (Fig. 20). 

○ fadB, narK, cyoA, STM2632, STM2617, STM1011 유전자의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pGL3 vector

를 대장균에 transformation한 후 정체기까지 배양하여 다양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발현정도를 살

펴보았다. 생산된 luciferase의 활성을 측정해본 결과 2Gy 방사선 조사 후 60분 후 배양을 하 을 

경우에 fadB, cyoA, STM2617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vector에서 luciferase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cyoA 같은 경우에는 약 100배 정도 활성이 증가되었다 (Fig. 21). 

○ 제작된 여섯 개의 plasmid를 Salmonella로 re-transformation한 후 방사선에 의한 활성 증가를 재

실험 하 다. Salmonella를 정체기 까지 배양한 후 2 Gy의 방사선을 조사하자 대장균의 경우에서

와 같이 fadB, cyoA, STM2617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 다 (Fig. 22). 특이적인 것은 cyoA의 

발현이 대장균에서는 약 100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Salmonella에서는 약 20여배 정

도 증가하 다. 이는 대장균과 Salmonella의 방사선 감수성에 의한 차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반대

로 Gifsy 유전자인 STM2617의 경우 대장균에서는 방사선에 의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 으나 

Salmonella에서는 증가도가 약 5배 이상이었으며 이는 Gifsy 발현 관련 조절인자가 Salmonella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Fig. 22A). Salmonella를 대수기까지 배양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정체기에 비하여 전반적인 활성의 감소를 보 으나 이는 배양된 균체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22B). 

○ 위에서 제작된 방사선 유도성 promoter를 가지고 있는 vector들이 동물세포 내에서도 작동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암세포주내에서 활성을 측정하 다. 정체기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Salmonella

를 배양한 후 reporter plasmid를 가지고 있는 이들 Salmonella를 10:1의 비율로 간암세포주로 

infection 하 다. Salmonella가 infection된 간암세포주를 2시간 정도 배양한 후 2Gy의 방사선을 조

사하여 약 1시간 정도 더 배양하 다. 이후 Triton X를 사용하여 간암세포주에서 Salmonella를 분

리하여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하여본 결과 간암세포주내에서 방사선 유도성 promoter가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adB와 STM2617의 경우 약 2배 정도 발현이 증

가하 고 cyoA의 경우에는 약 10배정도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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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luciferas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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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Luciferase assay of radio-inducible promoter in response to irradiation. E. coli 

harboring reporter plasmid (RIP::luc) were grown to exponential phase aerobically 

in LB medium and irradiated at 0, 2, 4, 6, 8, 10 Gy. After irradiation, cells were 

shifted to anaerobic condition and harvested after 1 hr. The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was determined by lumi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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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Luciferase assay of radio-inducible promoter in Salmonella. Salmonella 

Typhimurium harboring reporter plasmid (RIP::luc) were grown to exponential phase 

(below panel) or stationary phase (upper pannel) aerobically in LB medium and 

irradiated at 0, 2, 4, 6, 8, 10 Gy. After irradiation, cells were shifted to anaerobic 

condition and harvested after 1 hr. The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was determined by 

lumi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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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Luciferase assay of radio-inducible promoter in animal cells. Salmonella 

containing fadB::lux, cyoA::lux, and STM2617::lux on pGL3 vector grown to early 

stationary phase were used to infect HEp-G2 cells at a MOI 10:1. Intracellular 

bacteria was released from the infected HEp-G2 cells by treatment with 1% Triton-A 

at 1 h post-infection. The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was determined by lumi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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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DNA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Salmonella 유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

되는 유전자군을 선별하 으며 선별된 개개의 유전자들의 방사선 반응 정도를 real-time PCR을 이

용 분석하여 기존의 발표된 방사선 반응 유전자보다 반응도가 민감한 cyoA, fadB, gifsy 유전자들

을 선발하 으므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선발 및 발현 특성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 궁극적으로 본 과제의 목표는 선발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들이 in vivo (세포 또는 생체) 조건

에서도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Lux 단백질을 선발된 유전자와 

결합시켜 reporter system을 개발하 고 이 시스템이 암세포 및 암세포가 이식된 동물모델(mouse)

에서도 방사선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 으므로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의 in vivo 발현 시

스템 구축”이라는 연구 목표를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종 동물실험 결과 선발된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들이 기본적인 basal level expression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Radiogenic therapy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선발된 유전자들이 암세포 내에서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도 Salmonella유전자 중 암세포 내의 혐기적 조건에서 특이한 발현 패턴을 보이는 

tdc operon의 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 으며 산소 존재 여부에 따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

는 cis-element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 수행 시 이 element를 이용하여 방사선 유도성 유전

자의 발현을 암세포 내에서만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DNA chip 분석을 통하여 DNA GC content가 약 70% 이상인 ccm operon의 유전자들이 다른 유

전자들에 비하여 방사선 내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GC content

에 따라 유전자를 선별한 후 real-time PCR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손상정도를 확인한 결과 비정상

적인 높은 DNA GC content를 가진 유전자가 방사선 손상에 내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고 이 

결과는 Radiation Research에 게재되었다. 

○ 본 과제에서 탐색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중 cyoA는 대장균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약 100배 정

도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활성 증가는 기존의 개발된 어떤 expression vector

의 증가 수치보다 효율이 월등하게 향상된 것이며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새로운 expression vector

의 개발 및 특허 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4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BT 관련 연구의 경우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고 학술적인 연구 성과물의 생산이 응

용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본 연구는 RT/BT 융합기술이라는 독창성과 창의성

을 기반으로 국제전문학술지 3편(1편은 2007년도 게재 예정), 학술대회 발표 3건의 학술

연구 성과를 생산.

○ 본 연구과제의 연구 성과는 RT/BT 융합기술개발 선행연구결과로 방사선연구원에서 

2007년도부터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중 “미생물의 방사선유전체 연구”과제에 포함되었

음.    

○ 본 연구과정에서 선발된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들은 후속 연구의 성공여부에 따라 세균을 

이용한 암세포의 방사선 치료 (radiogenic therapy)에 중요한 응용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과정에서 선발된 cyoA 유전자의 promoter는 대장균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100배 이상 증가되었음. 이러한 특이적인 유전자원은 생명공학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화 기술인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산물 대량발현기술에 활용이 가능함.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과학기술예측-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에 의하면 “유전자 요법

에 필요한 효율적인 전달 방법”이 세계적으로는 2008년 정도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3

년 정도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radio-inducible promoter"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법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한 기술이며 이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

발은 유전자 치료의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과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되는 유전자 수준의 RT/BT 융합기술개발 과제

로, 이를 계기로 향후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식품생명공학기술, 방사선육종기술, 저 선량 

방사선의 생리활성연구, 방사선의 환경 향평가, 우주방사선의 생물학적 향평가 등의 

분야에서 RT/BT 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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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radiogenic therapy에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선특이반응 유전자를 규명하고자 DNA 

chip 실험을 통하여 Salmonella의 유전자 중 방사선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되는 약 150여개의 유전자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유전자 중에 fadB, narK, uvrY, cyoA, flagellar, LPS, SPI, Gifsy 유전자들의 방사

선에 의한 발현개시 시점 및 증가 정도를 real-time PCR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Gifsy, cyoA 유전자가 

높은 방사선 특이성 및 증가 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Primer extension 방법 등을 통하여 방

사선 유도성 유전자의 발현조절부위(promoter)를 규명한 후 plasmid 상에서 이들 유전자의 promoter

와 Lux 단백질을 결합시킨 reporter system을 제작하였다. 방사선에 의하여 Lux 단백질 생산 정도가 

높은 vector를 선별한 후 제작된 vector(cyoA::lux, gifsy::lux)를 가지고 있는 Salmonella를 간암세포

에 넣고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in vivo 내에서도 이들 유전자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 성과는 방사선 유도 발현 시스템 제작 및 Salmonella를 이용한 암세포의 방사선 

치료 (radiogenic therapy)에 중요한 원천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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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5-20 Lines)

In the search for new therapeutic modalities for cancer, gene therapy has attracted 

enormous interest over the last few years. Recently, the use of bacteria as a 

tumor-specific protein transfer system has attracted interest. Attenuated Salmonella has 

been shown to provide selective colonization in tumors. This strategy to apply gene 

therapy for cancer has been defined as "Radiogenic Therapy". In this research, firstly, 

we screened a radiation-inducible promoter of Salmonella responding to clinically 

relevant low dose of 10 Gy using microarray analysis. Of all genes showing a expression 

ratio of at least 2-fold changes relative to wild type, 168 genes were induced. To confirm the 

findings of the microarray by an alternative method, we investigated the transcriptional changes 

of radio-inducible genes using real-time PCR　analysis. To verify the ability of screened genes 

(fadB, narK, cyoA, STM1011, STM2617, and STM2632) to produce a downstream protein by 

irradiation, the reporter plasmids were constructed. Finally, we found that the promoter of fadB, 

cyoA, and STM2617 can be activated by irradiation within cancer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se genes may be the most probable candidate used in radiogen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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