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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항성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본 연구사업은 미생물에 한 방사선의 반응  특히 방사선 항성 미생물

의 방사선 항성 련 유 자 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탐색하는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연구”를 통하여 축척된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

여 “신규 단백질  기능성 물질 합성 련 유 자의 탐색”, “의료  생물산

업용 균주 개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제어기술” 등의 응용기술을 제공함

으로써 “연구분야에서의 국가 상제고”  “국가 RT/BT 융합기술 산업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함

○ 2005년 ABS(Access of Benefit Sharing) 약에 의하여 국가별로 독자 인 

유 자원 확보에 연구력을 집 하고 있음. 21세기에는 새로운 유 자원의 탐

색  산업화의 여부가 국가 생명공학 련 기술의 척도가 될 것이며 특히 최

근에는 세계 으로 극한 미생물에 한 연구가 활발함.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은 극한 환경 미생물의 하나로 DNA 수복효소 등의 특

수한 고부가가치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발견은 신기능 단

백질을 이용한 첨단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본 과제는 생물체의 방사선 스트 스 반응  방사선 스트 스 극복 메커니

즘에 한 기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산업 으로 용 가능한 방사

선 항성 미생물 제어 기술은 RT/BT 융합 생물공학 기술의 핵심 기술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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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D. 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조  유 자(pprI, recA)의 조  기  규명

○ 변이체 제작  microarray 활용 변이체의 방사선 반응 사체 분석

○ 일본 Takasaki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추진

(2) Deinococcus 유래 카로테노이드 특성 규명 

○ Deinoxanthin 정제  특성분석

○ Deinoxanthin 합성 유 자 변이체 제작

○ 미생물 사공학 기술보고서 1건

(3) D. radiodurans의 속 사 련 유 자 규명

○ Microarray 활용 D. radiodurans의 속 반응 사체 분석

(4) 방사선유 자 병용치료 (Radiogenic therapy) 기술개발 

○ Salmonella  병원성 유 자의 발  조  기  규명

○ 병원성 유 자 변이체의 동물모델 내 병원성능 실험 

○ 방사선/항암제 병용치료 효능  기작 연구

(5) 방사선 이용 곰팡이 독소 감화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곰팡이 독소 분해 효과 확인  분해물 분석

○ 식품 곰팡이 독소 감화 실증

Ⅳ. 연구개발결과 

    

(1) D. 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조  유 자(pprI)의 조  기  규명

○ cDNA chip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제작된 변이체의 발  변화를 연구한 

결과 발 이 2배 이상 변화된 유 자는 (p-value < 0.01) 516개 고 그  

326개의 유 자의 발 이 증가하 고 190개의 유 자의 발 이 감소함. 이 결

과는 pprI가 방사선 조사 환경에서만 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 배양 환경에서도 요한 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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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항성 련 신규 유 자(dinB)의 발  조  기  분석

○ DinB 단백질의 방사선 반응성을 자세하게 연구하기 하여 정제된 DinB 단

백질을 이용하여 항체를 생산, western blotting을 수행한 결과 유도기, 수

기 보다는 정체기로 들어갈수록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DinB 단백질 

양이 많았고 5 kGy 이상의 비교  높은 방사선 선량에 의하여 DinB 생산이 

유도되었으며 방사선 조사 직후 보다는 DNA 손상 등을 복구하는 시 에서 

DinB 단백질 생산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D. radiodurans 유래 카로테노이드 특성 규명 

○ D. radiodurans가 생산하는 카로테노이드인 deinoxanthin의 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순도 약 82.3%의 deinoxanthin을 량으로 정제하 고 이후 정제된 

deinoxanthin의 항산화 효과  세포 독성실험을 수행한 결과 deinoxanthin의 

DPPH radical 소거효율이 인공 항산화제인 BHT보다 더 좋았으며 다양한 

(간암, 장암, 립선암) 암세포주에 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deinoxanthin의 항암효과에 한 자세한 실험을 2009

년에 수행할 계획임. 

(4) cDAN chip microarray 활용 D. radiodurans의 카드뮴 반응 사체 분석

○ cDNA microarray를 이용하여 D. radiodurans의 카드뮴 반응 사체를 분석

하 음. 기존에 알려진 로 카드뮴 스트 스에 의하여 단백질 생산  사

련 요 유 자들의 발 이 하되는 것을 찰하 음. 한, 카드뮴 반응 

양상에 따라 유 자를 7개의 cluster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그  카드뮴 첨

가에 의하여 발 이 증가하는 cluster의 유 자를 더 자세히 연구할 계획임.

(5) 방사선 항암제 병용치료 효능  기작 연구

○ 방사선/항암제 병용치료 효능  기작 연구를 통하여 gliotoxin과 4 Gy의 감

마선 조사 병용처리 시 apoptosis에 의한 간암세포(HepG2 cell)의 사멸 진 

상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상이 gliotoxin이 방사선에 의하여 유도된 

Gadd45a, p38, 그리고 NFkB의 활성화를 해하여 나타난 상임을 규명하

음. 상기 연구성과는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에 게재되었음 (IF 3.5)

○ 방사선 조사 prodrug으로부터 항암성분을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하 음. 황

의 주성분인 sennoside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항암효과가 텍솔에 하는 rh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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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항암후보물질을 생산하 음. 이를 특허출원하 으며 향후 물질의 구조

분석, 독성평가, 공정화 등의 연구를 수행할 정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방사선 항성미생물  련 미생물 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간  평균 5편/

년 이상의 SCI 논문 게재가 상되며 (2007년 IF 7.5 논문 게재완료) 2015

년 이후 Science, Nature, Cell 등 세계  수 의 논문발표를 목표로 함 

○ 방사선 항성미생물 유래 카로티노이드 연구결과는 향후 기능성식품, 사료 

등의 산업분야에 산업화기술로 활용함

○ 방사선 항성미생물 유래 속 사 련 연구결과는 향후 농업/환경 산업

분야에 산업화기술로 활용함

○ 방사선 유도성 유 체 연구 성과는 2008년 국제특허를 출원하며 향후 의료

용 생물산업 기술로 활용함

○ 본 연구과제는 기 연구분야로서, 본 연구로부터 생산된 기술을 기반으로 

실용화 목 의 타 연구사업 수주에 활용함 (2010년 5억원/년 수 )

○ 본 연구성과의 응용기술은 재 추진 인 RFT 비즈니스벨리의 산업화 기

술로 활용가능하며 2015년 500억원/년 수 의 직  생산성 효과를 기



- v -

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ology of Radiation-Resistant

    Microorganis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he aim of this business research is to search a gene related to synthesis 

of  novel protein and functional material and to investigate novel bacterial 

strain for medical and bioindustry and to develop new technique of 

radioresistant microorganism based on our knowledge of mechanistic study 

of radioresistance microorganism. From these results, we can contribute to 

the potential power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of RT/BT

○ Research in each country focused on securing genetic diversity according 

to ABS(Acces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in 2005. It is expected that 

an ascertaining genetic resourecs and its industrialization as early as 

possilbe is important in biotechnology. Especially, interest in extremopniles 

has grown enormously, due to their importance to industrial applications.

○ Radioresistant microorganism, one of extremophile, can produce high 

value-added protein such as DNA repair enzyme which guarantee to gain 

core technology in a high-technology industry.

○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adiation-induced stress and adaptive 

mechanism of an organism. Newly deveolped technology in this research 

on radioresistant microorganism will be available in convergence of RT/BT 

as a co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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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Regulation mechanism of radioresistance of D. radiodurans by regulatory 

proteins, RecA and PprI 

○ Gene disruption and global gene expression profiling using DNA 

microarray

○ Promotion of a joint research with Takasaki Advanced Radiation Research 

Institute 

(2) Characterization of a carotenoid produced by D. radiodurans

○ Extraction,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deinoxanthin

○ Disruption analysis of a gene required for deinoxanthin biosynthesis

○ Publication of a status report describing current microbial metabolic 

engineering

(3) Global analysis of genes responsible for heavy metal metabolism of D. 

radiodurans

○ Analysis of transcriptome dynamics in response to a heavy metal using 

DNA microarray

(4) Development of a radiogenic therapy using a radiation-inducible-gene 

fusion system

○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pathogenesis related genes of Salmonella

○ Examination of virulence in an animal model system of mutant strains

○ Investigation on the effect and mechanism of combined-treatments 

(radiation/anti-cancer drug) 

(5) Development of toxicity reduction technology of a fungal toxin using 

radiation

○ Degradation of a fungal toxin by irradiation and structure analysis of the 

products

○ An actual proof of the technology using fungal toxin contaminat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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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1) Investigation of radioresistance regulation mechanism by pprI

○ Disruption of pprI caused profound changes in global gene expression. 

The expression of 516 transcripts were induced or repressed more than 2 

fold (p-value ＜ 0.01). Among the transcripts that were affected, 326 

transcripts were up-regulated and 190 transcripts were down-regulated. 

These genes belong to various gene groups classified as function. 

Therefore, transcriptome data indicate that pprI  required for not only 

recovery from damages by radiation but also other essential cellular 

processes. 

(2) Regulation of a novel radiation resistance related protein, DinB

○ For a detail examination of DinB reactivity upon irradiation, we made a 

polyclonal antibody against purified DinB and conducted western blot 

analyses at various conditions. DinB production of stationary phase cells 

after irradi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lag and exponential phase cells. 

Additionally, DinB biosynthesis induced at more than 5 kGy of exposure 

dose. The increase of DinB production at the damage recovery stage 

suggests its important role in damage repair. 

(3) Characterization of a carotenoid from D. radiodurans

○ Deinoxanthin was extracted and highly purified (82.3%) to analyse its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Deinoxanthin showed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an BHT, an strong artificial antioxidant. Furthermore, 

it exhibited cytotoxicity against various human cancer cell lines. Using 

these background, we are planning to a detail investigation on the 

anti-cancer effect of deinoxanthin.  

(4) Transcriptome dynamics of D. radiodurans in response to cadmium

○ Genome-wide gene expression of D. radiodurans  was analysed using a 

DNA microarray. Cadmium treatment caused a growth arrest and pro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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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expression of more than 30% of the transcripts. Gene 

groups related with cell envelope biosynthesis, fatty acid and phospholipid 

metabolism, and protein synthesis underwent a repression. Gene groups 

that were primarily up-regulated included genes involved in DNA 

metabolism, amino acid biosynthesis, and biosynthesis of cofactors, 

prosthetic groups, and carriers. An in-depth study is planning to 

understand genetic networks of D. radiodurans  upon cadmium exposure, 

one of the most powerful DNA damaging condition. 

(5) Investigation on the effect and the mechanism of a combined cancer 

therapy (radiation/anti-cancer drug) 

○ Gliotoxin combined with radiation (4 Gy) treated human hepatoma HepG2 

cell line induced apoptosis. From the further investigation, we found that 

gliotoxin blocks inflammation pathway and enhancing irradiation-induced 

apoptosis. Therefore, gliotoxin is a promising agent to increase the 

radiotherapy of tumor cell. The result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 (IF 3.5).  

○ Isolation of an anti-cancer compound from a irradiated prodrug was 

performed. We isolated the anti-cancer candidates showing the high 

anti-cancer activity as much as taxol does, from the irradiated sennoside, 

the major component of rhubarb. We applied for a patent of these 

materials and are going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assess the toxicity of 

the materials. And then, we will design the industrial process for the 

mass-production of the material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It is expected that over than 5 research paper (SCI) will be published 

through the research on radioresistant microorganism. We have published a 

research paper in high impact journal (IF 7.5) in 2007 and have set our 

goal to publish in the Science, Nature and Cell Journal af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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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from research on carotenoid isolated from radioresistant 

microorganism will be available in the functional food and feed industry.

○ Results from research on metabolic mechanism for heavy ion in 

radioresistant microorganism will apply to agricultural and environment 

industry.

○ Results from research on radiation-induced genome was applied for a 

patent in 2008 and available in medical bioindustry technology.

○ We can apply to other research task based on results from this research 

since this research belong to basic science aera.

○ Applied technology in this research can be available in RFT 

bussiness-vally which is now under way and the value of direct 

productivity is estimated fifty billion per year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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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개발의 목

○ 본 연구사업은 미생물에 한 방사선의 반응  특히 방사선 항성 미생물

의 방사선 항성 련 유 자 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탐색하는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연구”를 통하여 축척된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하

여 “신규 단백질  기능성 물질 합성 련 유 자의 탐색”, “의료  생물산

업용 균주 개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제어기술” 등의 응용기술을 제공함

으로써 “연구분야에서의 국가 상제고”   “국가 RT/BT 융합기술 산업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함

○ 방사선 항성 미생물 유 체 기능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 신규 유 자원, 

유용 산업미생물, 미생물산업 련 신기술  신제품 등을 생산함으로써 국가

의 방사선 융합 생물산업 고도화  선진화에 기여

- 방사선 항성 미생물 이용 산업 균주 개발

- 방사선 특이반응 미생물 유 체 연구

- 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2005년 ABS(Access of Benefit Sharing) 약에 의하여 국가별로 독자 인 

유 자원 확보에 연구력을 집 하고 있음. 21세기에는 새로운 유 자원의 탐

색  산업화의 여부가 국가 생명공학 련 기술의 척도가 될 것임.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연구는 아직 세계 으로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

명에 치우쳐 있으므로 국내의 기 생명과학 수  (선진국 비 약 80%)을 고

려하면 연구의 집 도에 따라 방사선 항성 미생물에서 신기능을 가진 단백

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발견은 신기능 단백질을 이용한 첨단산

업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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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유 자원/단백질 등의 생물 소재 확보는 국가의 생명공학 산업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외국의 특허 생물 소재를 이용한 산업화는 심각

한 국부의 유출  국내 생명산업의 후진국화를 야기할 수 있음.

 

○ RT/BT 융합기술 개발의 기반 구축은 국내 방사선 생물학  생명과학의 획

기  발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산업 반에 막 한 수요 창출이 상되고 

있음.

○ 재까지 방사선생명과학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주로 방사선 암치료분야

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생물공학기술 핵심기반 확보에 활용될 것임.

○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 에 하나인 산업 으로 용 가능한 방사선 항성 

미생물(바이러스, 곰팡이 포자 등)의 효율 인 제어 기술은 다양한 방사선발

생장치와의 연계가 필수 이므로 방사선기술이 목된 새로운 미생물산업 분

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3.  연구개발의 범

(1)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 Deinococcus 방사선 항성 련 발  조  시스템 연구

- Deinococcus의 방사선 항성 사조  인자인 pprI의 변이체 제작 

- 방사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Deinococcus  체 유 자의 발  변화를 pprI 

변이체와 야생형 균주에서 비교하여 PprI의 조  유 자 악 

○ 방사선 항성 신규 유 자원 선발  기능 규명

- 년도 연구를 통하여 밝 진 Deinococcus의 방사선 유도 단백질인 DinB 

단백질의 조  기  분석

- 정제된 DinB 단백질을 이용하여 항체를 제작한 후 다양한 조건에서 (방사선

량, 방사선 조사 후 시간, 조  유 자 변이체) DinB 단백질의 생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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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inococcus  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 Deinococcus 속 유래 카로테노이드 특성 규명

- D. radiodurans가 생산하는 카로테노이드인 deinoxanthin의 정제  기능성 

(항산화 효과, 세포 독성) 분석

○ Deinoxanthin 생합성 시스템 활용기술

- 특정 외부자극에 의하여 Deinococcus의 색깔이 변화되는 바이오인디 이터 

균주 개발을 하여 deinoxanthin 생합성 련 유 자 변이체 제작

○ D. radiodurans의 속 반응 사체 분석

- cDNA chip 활용 D. radiodurans의 카드뮴 반응 사체 분석 

(3) 방사선 특이반응 미생물 유 체 활용기술 개발

○ 방사선유도성유 체 탐색

- Salmonella에서 발견된 방사선 유도성유 체의 로모터 부 를 분석하여 

방사선 반응성과 련된 염기서열 규명

○ 종양표  박테리아 활용 radiogenic therapy 기반 연구

- 항암 방사선/유 자 병용치료 시스템(radiogenic therapy)에 사용 가능한 병

원성 감화 Salmonella 균주개발을 하여 병원성 Salmonella의 표  병

원성 유 자 집합체인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1 (SPI1)의 발  조

 기  규명

○ 방사선/항암제 병용처리 효과  기작 연구

- 항암 방사선/유 자 병용치료 시스템(radiogenic therapy)을 통하여 생산할 

항암제를 선별하기 하여 방사선 항암 치료시에 상승효과를 보이는 항암제

의 효능  상승효과의 메커니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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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곰팡이 독소 감화 기술 

- 사과 등 과일에서 주로 발견되어 유아의 성독성을 나타내는 곰팡이독  

patulin 생성 균주인 Penicillium 제어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 후 분해 된 patulin의 분해 결과물 분석  유 독성학  안정

성 시험

- Penicillium   patulin 생산을 제어하기 한 최  방사선 조사 조건 탐색 

 곰팡이 독소 제어 실증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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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국외기술개발 황  

○ 방사선 항성 미생물과 같은 극한환경 미생물들은 지 까지 밝 진 물질들과

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효소, 기능성 유 자, 생리활성물

질 들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미생물로 각 받고 있음. 

○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은 거  제약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MICROMAT 

연구개발 로그램을 운 하면서 극한환경의 미생물자원 확보, 유용 신물질 

탐색, 유 체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인간세포보다 약 3,000배 이상의 방사선에도 아무 변이 없이 생육이 가능한 

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인 Deinococcus radiodurans도 1999년 미국 에

지성의 지원으로 체 genome DNA 염기서열이 밝 지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1999년 염기서열이 해독된 후 2000년 최신 omic 분석기술을 이용한 D. 

radiodurans의 transcriptomic, proteomic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사선 항성에 향을 주는 유 자/단백질 들을 탐색하여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D. radiodurans의 3,187개의 ORF  약 반 정도의 유 자는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약 1,000개의 유 자는 D. radiodurans에만 특이 으로 존

재하는 유 자로 밝 짐. 즉, 다른 생물유 자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선 

항성 미생물 고유의 신기능 단백질을 규명할 수 있음.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경우 강력한 DNA repair system 등을 통하여 극한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므로 bioremediation technology 분야 등에 활용도가 

높아 최근 연구 그룹들이 증가하 으나 방사선 특이반응 유 체를 활용하여 

유용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제 으로도 없으므로 새로운 blue 

ocean을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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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도 에 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 동물세포 유 자의 발 에 미

치는 향이 보고 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방사선에 의하여 발 이 증가하

는 유 자들에 한 연구를 시작하 고 이후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세포방

호, DNA 손상회복, 세포주기조 , 세포성장/사멸조  유 자의 방사선에 한 

반응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국내기술개발 황  

○ 의학분야에서는 방사선의 향과 방사선 암치료 효과증진의 에서 스트

스 반응, 암세포 사멸  성장억제 련 유 자에 한 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방사선 민감제, 방사선 방호제 등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

되고 있음.

○ 식품, 의료(Tissue Bank 등), 공 보건 분야에서 방사선 살균의 확 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사선 항성 미생물  바이러스의 제어기술개

발이 요구되고 있음.

○ 특수환경, 난배양성 미생물들의 유 체 자원 확보와 이들 미생물 유 체 기능

정보 분석과 활용을 통해 세계 정상  미생물 련 기술을 확보하고자 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생물유

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 2002년 5월에 발족되었고 평균 100억 원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의 산이 투자되어 사업이 수행 에 있음.

○ 다양한 해양·극한생물 자원  유 체를 확보해 해양생물 자원  유 자 

DB 뱅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극한생물 유 체의 유용기능 연구를 

하고자 해양수산부의 마린바이오21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10년 동안 

800억 원의 산이 투입되어 『해양․극한생물 분자유 체 연구단』이 만들

어졌음.

○ 방사선 항성미생물에 한 연구 일부가 충북 학교, 서울여 , KAIST 등에

서 수행된바 있으나 단편 인 상규명 수 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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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유 자 병행치료 (radiogenic therapy) 기술 분야에서 방사선유도성 

유 체는 본 연구 에서 주도  연구가 가능하나 의약품 수 의 제품생산, 평

가, 임상시험 등을 해서는 련 의과 학 ( 남  장 계 감염세균 유 체 

연구센터 등), 원자력의학원, 안 성평가센터  련 기업과의 력 계 정립

이 필요함

○ 방사선 연구원에서는 방사선 조사 시 D. radiodurans의 DinB-like protein의 

생산이 비약 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고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과의 

련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구리  철의 항성에 한 분자 유 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Salmonella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 자  promoter를 선발하여 “radiogenic 

therapy"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원자력 연구소의 자체과제로 진행되고 있

음.

○ 방사선 항성 미생물(D. 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과 련된 

연구는 미국  일본에서 약 10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격차는 

있을 것으로 단되나 방사선 특이반응 유 자원  유 체 활용 기술은 선

진국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분야로 국내의 유 자 재조합  발효 기술 

수 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련 핵심 원천기술을 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8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1) Deinococcus  방사선 항성 련 발  조  시스템 연구

○ 각 ORF에 한 300 bp 크기의 서열을 증폭하여 제작된 DNA chip의 self 

hybridization 시험을 실시하여 chip의 신뢰수 을 평가한 결과 약 99.9%로 평

가되었음 (그림 1). 제작된 DNA chip은 아래와 같이 Deinococcus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방사선 특이반응 기능유 체 연구 등에 활용.

○ 2003년도에 pprI(DR0167)가 D. 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에 요한 역할

을 하는 조  유 자로 보고가 되었음. 이 조  단백질에 의해서 발 이 변화

되는 유 자를 선별하기 하여 pprI의 변이체를 제작하 음 (그림 2). 

○ cDNA chip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제작된 변이체의 발  변화를 연구한 

결과 발 이 2배 이상 변화된 유 자는 (p-value < 0.01) 516개 고 그  

326개의 유 자의 발 이 증가하 고 190개의 유 자의 발 이 감소함 (그림 

3). 이 결과는 pprI가 방사선 조사 환경에서만 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 배양 환경에서도 요한 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Real-time PCR을 수행하여 방사선 조사 이후 pprI와 recA의 발 도를 측정

한 결과 recA는 방사선 조사 이후 빠르게 발 이 증가하 으나 (4-5배) pprI

는 방사선 조사 후 약 2시간이 경과하 을 때 발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약 1.5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pprI의 조  기능을 더 자세히 

규명하기 하여 일본 Takasaki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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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 radiodurans  DNA chip의 self hybridiz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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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작된 pprI  변이체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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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ene spring 활용 pprI  변이체의 transcriptome cluste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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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항성 신규 유 자원 선발  기능 규명 

○ 이차원(2-Dimensional) 기 동 실험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

이 증 되는 DinB (Damage INducible protein)-like protein을 분리 정제하여 

이 단백질의 기능규명 연구를 수행 임 (그림 4)

○ DinB 단백질을 만드는 유 자의 발 을 primer extension으로 분석한 결과 

10 kGy의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발 이 증가되는 dinB 유 자의 로모터를 

규명할 수 있었음 (그림 5). 

○ DinB 단백질의 방사선 반응성을 자세하게 연구하기 하여 정제된 DinB 단

백질을 이용하여 항체를 생산, western blotting을 수행한 결과 유도기, 수

기 보다는 정체기로 들어갈수록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DinB 단백질 

양이 많았고 (그림 6A) 5 kGy 이상의 비교  높은 방사선 선량에 의하여 

DinB 생산이 유도되었으며 (그림 6B) 방사선 조사 직후 보다는 DNA 손상 

등을 복구하는 시 에서 DinB 단백질 생산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음 (그림 6C).

○ 한, D. radiodurans의 요 조  인자인 pprI와 recA의 변이체 에서는 방

사선 자극에 의하여 DinB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로 보아 

DinB 단백질은 D. radiodurans의 DNA repair system 등에 여하여 방사선 

항성에 일정정도 향을 주는 것으로 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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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Deinococcus의 2-D 기 동 결과(A)  

DinB-like protein의 분리 정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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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inB  유 자의 발  개시 부  탐색  로모터 규명 

(lane 1:  방사선 비조사, lane 2 방사선 조사)



- 15 -

  그림 6. DinB 단백질의 western blottin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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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inococcus  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1) Deinococcus 유래 카로테노이드 특성 규명 

○ Deinococcus속 미생물 4종에 한 카로테노이드 종류를 분석한 결과 D. 

radiodurans가 생산하는 카로테노이드는 부분 deinoxanthi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7). 

○ Deinoxanthin의 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순도 약 82.3%의 deinoxanthin을 

량으로 정제하 고 (그림 8A) 이후 정제된 deinoxanthin의 항산화 효과  세

포 독성실험을 수행한 결과 deinoxanthin의 DPPH radical 소거효율이 인공 

항산화제인 BHT보다 더 좋았으며 (그림 8B) 다양한 (간암, 장암, 립선

암) 암세포주에 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8C). 

이를 바탕으로 deinoxanthin의 항암효과에 한 자세한 실험을 2009년에 수행

할 계획임. 

(2) Deinococcus 유래 카로테노이드 특성 규명 

○ D. radiodurans의 deinoxanthin 생합성 system을 기반으로 하는 독성 물질 

검출용 bio-sensor 균주를 제작하기 하여 deinoxanthin 생합성 유 자인 

crtI 유 자를 변이시켜 색소를 생산하지 못하는 변이체를 제작하 음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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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einococcus의 카로테노이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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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제된 deinoxanthin의 HPLC chromatogram(A)  항산화(B) 

세포독성(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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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einoxanthin을 생산하지 못하는 변이 균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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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radiodurans의 속 반응 사체 분석

○ DNA microarray를 통하여 구리에 특이 으로 반응하는 cigABCD 오페론을 

탐색한 후 실시간 유 자 발 양상을 살펴 본 결과 구리에 특이 으로 발

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구리 특이반응 오페론의 첫 유 자인 

cigA를 돌연변이 시킨 결과 구리 항성이 야생형 보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음 (그림 10).

○ 카드뮴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독성 때문에 환경 등에 많은 문제

를 유발하고 있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카드뮴의 화학  검출은 시간을 많

이 소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카드뮴 검출용 bio-sensor 균주를 개발하고자 함 (그림 11).

○ Sensor plasmid 제작 시 가장 요한 responsive element (RE) 제작에 활용

될 수 있는 로모터를 선발하기 하여 (그림 11 참조) cDNA microarray를 

이용하여 D. radiodurans의 카드뮴 반응 사체를 분석하 음. 기존에 알려진 

로 카드뮴 스트 스에 의하여 단백질 생산  사 련 요 유 자들의 

발 이 하되는 것을 찰하 음 (그림 12A). 한, 카드뮴 반응 양상에 따

라 유 자를 7개의 cluster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그림 12B) 그  카드뮴 

첨가에 의하여 발 이 증가하는 cluster의 유 자를 더 자세히 연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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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리 항성 유 자의 탐색  생리학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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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카드뮴 검출용 bio-sensor 균주 개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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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 radiodurans의 카드뮴 반응 사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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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특이반응 미생물 유 체 활용기술 개발

(1) 방사선 유도성 유 체 탐색

○ Radiogenic therapy는 방사선 치료와 유 자 치료를 병용하는 기술로 방사선

에 의하여 발 이 유도되는 promoter와 항암단백질 생산 유 자를 cloning하

고 이 결합체를 암세포로 달한 후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암세포 내에서 항

암단백질을 생성시켜 방사선 암치료의 효율을 최 화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

는 치료 기술임 (그림 13). 

○ Radiogenic therapy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사선 유도성 promoter를 탐색한 

결과 Salmonella에서 약 2 Gy의 방사선 자극에 의하여 발 이 100배 정도 증

가되는 유 체(uscA)를 발견하 고 이 유 체는 H2O2와 같은 chemical 

radical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음 (그림 14). 

(2) 종양표  박테리아 활용 radiogenic therapy 기반 연구

○ 방사선 유도성 유 자를 활용한 radiogenic therapy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

는 방사선 유도성 유 자와 항암 단백질의 결합체(plasmid)를 암세포까지 운

반해  수 있는 약독성 Salmonella  균주가 필요함. Salmonella의 병원성은 

약 30-40개의 병원성 유 자가 모여있는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SPI)에 의해서 조 됨 (그림 15). 

○ 병원성이 약화된 Salmonella  변이 균주 제작을 하여 SPI1 유 자의 발  

조   메커니즘을 연구하 음. 그 결과 HilA에 의해 조 되는 SPI1 유 자와 

InvF에 의해 조 되는 SPI1 유 자의 발 이 산소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invF의 두 번째 로모터(PinvF-2, 그림 15참조)에 의해

서 이와 같은 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음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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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adiogenic therapy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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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uscA의 발   방사선특이반응 검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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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1(SPI1) 

유 자  발 조  체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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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PI1 유 자의 산소조건에 따른 발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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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항암제 병용치료 효과  기작 연구

○ 방사선/항암제 병용치료 효능  기작 연구를 통하여 gliotoxin과 4 Gy의 감

마선 조사 병용처리 시 apoptosis에 의한 간암세포(HepG2 cell)의 사멸 진 

상을 확인하 으며(그림  17), 이러한 상이 gliotoxin이 방사선에 의하여 

유도된 Gadd45a, p38, 그리고 NFkB의 활성화를 해하여 나타난 상임을 

규명하 음 (그림 18). 상기 연구성과는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에 

게재되었음 (IF 3.5)

○ 방사선 조사 prodrug으로부터 항암성분을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하 음. 황

의 주성분인 sennoside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항암효과가 텍솔에 하는 rhein 

계열의 항암후보물질을 생산하 음 (그림 19). 이를 특허출원하 으며 향후 

물질의 구조분석, 독성평가, 공정화 등의 연구를 수행할 정임

○ 방사선 조사 홍삼추출액으로부터 항암성분을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하 음. 항

암효과가 없는 홍삼추출물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항암효과가 증진됨을 확인하

음 (그림 20). 이를 특허출원하 으며 향후 물질의 구조분석, 독성평가, 공

정화 등의 연구를 수행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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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Gliotoxin과 감마선 조사 병용 처리에 의한 HepG2 세포의 사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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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liotoxin이 NFkB의 활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시험 결과



- 32 -

그림 19. 방사선 조사 sennoside 분획의 암세포 HepG2, PC-3 세포 사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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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방사선 조사 홍삼추출액의 암세포 PC-3 세포 사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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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1) 방사선 이용 곰팡이 독소 감화 기술 개발

○ 사과 등 과일에서 주로 발견되어 유아의 성독성을 나타내는 곰팡이독 

patulin이 방사선에 의하여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 음 (그림 21).

○ 방사선에 의한 곰팡이독 patulin의 분해효과를 보다 과학 으로 규명하기 

하여 UV-Vis spectra, IR spectra, FAB-Mass, 
1
H-NMR spectra 등의 시험

방법을 통하여 patulin 분해산물의 구조분석을 실시하 음 (그림 22)

○ patulin 방사선 분해 산물의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patulin은 UV 발색단을 

가지는 않는 물질로 깨어짐을 확인하 으며 최종 으로는 C=O bond 를 가지

는 않는 C=C, C-H, -OCH3 구조를 포함한 alkane, alkene, ring 구조를 가지

는 화합물로 추정되었음 (그림 23)

○ AMES test  소핵실험을 통한 Patulin 분해산물의 유 독성 시험 결과 분

해산물은 독성을 갖지 않는 안 한 물질임을 확인하 음.

○ 사과, 포도, 복숭아에 patulin 생성 곰팡이인 Penicillium을 종하여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실증 시험에서 1 kGy의 감마선 조사로 patulin 생산 곰팡이의 

제어와 patulin의 감화 (90% 이상)가 가능함을 확인하 음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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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kGy

 0.5 kGy

1.0 kGy

그림 21.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tuline의 분해효과 HPLC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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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2. Patulin(A)  patulin 방사선분해산물(B)의 1H-NMR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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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ulin                   Patulin 방사선분해 추정산물

그림 23. Patulin 방사선분해산물(B)의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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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방사선조사에 의한 Patulin 생산 곰팡이 (Penicillium) 제어 

patulin 감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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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1.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1)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 D. 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조  유 자(pprI, recA)의 변이체 제작

○ Microarray 활용 유 자 변이균주의 방사선 반응 사체 분석 수행

○ 사체 data를 일본 Takasaki 연구소와 공유하여 보다 효율 인 data mining 

수행 정

○ 방사선 유도 단백질 DinB의 항체 제작 완료

○ DinB 단백질의 조  양상 분석결과 pprI  regulon으로 밝 졌으며 이는 DinB

가 Deinococcus의 DNA repair system에 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암시.

(2) Deinococcus  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 Deinococcus radiodurans의 유래 deinoxanthin의 정제 완료

○ Deinoxanthin의 우수한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가능성 확인

○ Deinoxanthin 합성 유 자 변이체 제작

○ 미생물 사공학 기술보고서 1건 발간

○ D. radiodurans의 카드뮴 반응 사체 분석

(3) 방사선 특이반응 미생물 유 체 활용기술 개발

○ 방사선유 자 병용치료(Radiogenic therapy)용 종양표  박테리아인 Salmonel 

la의 병원성 감화를 하여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1의 발 조  

기  규명 기술개발 

○ 방사선/항암제 병용치료 효능  기작 연구를 통하여 gliotoxin의 상승효과를 

확인하 으며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prodrug에서 항암효과가 증가된 

새로운 물질을 얻었으며 이를 특허출원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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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 사과 등 과일에서 주로 발견되어 유아의 성독성을 나타내는 곰팡이독 

patulin을 방사선을 활용하여 독성이 없는 물질로 분해시켰으며 이들 방사선 

분해물들의 안정성을 확인. 방사선 이용 곰팡이 독소 감화 기술 개발

○ 곰팡이독  patulin 생성 균주인 Penicillium을 사과에 종한 후 방사선을 처

리하여 방사선 이용 patulin 제어 기술 실증화 연구 수행. 

2.  연구개발 결과의 외 기여도

○ 극한 환경 미생물인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연구 방법 확립  사조  유

자 변이균주의 방사선특이반응 사체(radiogenomics) 데이터 확보를 통하

여 생물체의 방사선 반응  수복 메커니즘과 련된 유 학, 생화학 분야 등 

기  연구 활성화 기

○ 생명과학 분야의 경향인 유 체, 생물정보학 기술을 항성 미생물에 용하

여 다양한 방사선 반응 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외국의 유수 과

학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국내 련 학문 분야의 질  도약을 가속화 시키고 

향후 체계 인 데이터베이스 리를 통하여 인간, 동물, 식물 등의 고등 생물 

연구에 용 

○ 미생물의 방사선 반응과 련된 항산화제 계통 미생물색소 물질 

(deionoxanthin)과 유용 사산물을 생산하는 핵심 기술은 미래 생물공학분야

에서 선진국과 경쟁 할 수 있는 기반기술 제공 

○ 방사선 항성 미생물에서 새로 발견된 DinB와 같은 방사선 유도 단백질은 

그 기능에 따라 새로운 생물 산업 제품 창출이 가능하며 진단용, 고속 스크리

닝용 protein chip뿐만 아니라 차세  POC(point-of-care) 개념의 protein 

chip에 활용될 수 있음 

○ 방사선 항성 미생물과 같은 특이 미생물의 구리와 철과 같은 이 속이온 

사 련 분자 유 학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고가의 유 자 발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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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는 비용의 새로운 유 자 발 시스템의 개발도 가능하여 산업   학

술  연구의 우수한 재료가 될 수 있음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독특한 염기 수복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독자 인 

방사선 항성 미생물 유 체 활용 기술 개발은 방사선 항성 미생물을 이

용한 환경 정화용(bioremediation) 균주  보건산업용 방사선 멸균 생물학  

지표균주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 방사선 항성 미생물(곰팡이 포자, 바이러스 등) 제어기술 확보와 이를 이용

한 식품, 보건, 의료, 환경 등의 미생물산업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 미생

물 산업을 선진국 수 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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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과제는 방사선 항성 미생물(D. 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련 유

자 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탐색하는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연구”를 

기반으로 함. 이 과정을 통하여 축척된 다양한 유 학 기술을 활용하여 방사

선 항성 미생물이 생산하는 생물산업용 “신규 단백질  기능성 물질 합성 

련 유 자를 탐색 개발” 하고 궁극 으로 방사선 항성 미생물유 체를 기

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산업용 균주를 개발”하고자 함.

○ BT 분야의 기반실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고가의 장비  숙련된 문가 등

이 필요하나 장비의 활용도는 연구기간 기에 집 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입

하는 것은 비효율 임. 따라서 유 체 련 분석업무는 문업체 외주를 기본

으로 추진함.

○  산학연 연계는 1～3차 년도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 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 에서 탁  력을 실시함.

○  본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연구결과  력이 크고 다른 분야에 응용이 가

능한 성과 (방사선특이반응 미생물 유 체 활용기술 개발; radiogenic therapy 

기반기술연구) 들은 타 연구사업의 수탁 신규과제로 선발 육성함.

○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연구”는 기존 연구 그룹  다양한 문가 그룹들과

의 연계를 통하여 유기 , 능동  기술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기간 단

축  세계 수 의 연구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함.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을 연구하는 선도 그룹 의 하나인 일본 원자력 연구개

발 기구 (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방사선 응용연구부 

(Radiation-Applied Biology Divsion) 소속 유 자원연구그룹 (Gene Resource 

Research Group) 과의 연구 의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여 D. 

radiodurans  련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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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ic analysis는 다양한 실험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Digital genomics, 기

과학지원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의 문가 그룹들과 연계하여 용량 data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 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 임.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신규 유 자원 개발”은 자체 인 DNA chip 제작을 

통하여 통 인 분자유 학 연구 방법인 ‘trial-and-error'가 아닌 체 유

체를 상으로 보다 효율 인 탐색 시스템을 구축함. 

○ 방사선 항성 미생물 등과 같은 극한환경 미생물의 경우 새로운 단백질의 발

굴 가능성이 기존의 미생물들에 비하여 훨씬 높음. 

 

○ 한, D. radiodurans의 3,187개의 유 자  약 반 정도의 유 자는 아직 기

능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약 1,000개의 유 자는 D. radiodurans에만 

특이 으로 존재하는 유 자이므로 DNA chip과 같은 high-throughput 

system의 구축은 단 시간 내에 다른 생물자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 기능성 

단백질을 발견할 가능성을 높여  것임.  

○ “방사선 항성 미생물유 체 기반 산업균주 개발”은 방사선 항성 미생물을 

연구하는 기존의 미국, 일본 등의 선도그룹의 연구방향을 평가, 측하여 틈

새기술  선도기술을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

○ Deinococcus가 생산하는 기능성물질인 deinoxanthin의 생합성 경로를 규명하

고 이들 유 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장균을 제작하여 고부가가치 물질인 

deinoxanthin의 경제 인 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기존의 D. radiodurans 이용 산업용 균주 개발은 방사선량이 높은 핵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곳의 토양환경 복원용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 본 과제에서

는 D. radiodurans의 강력한 생존능력을 이용하여 일반 으로 미생물이 생존

할 수 없는 유독환경에서 독성물질을 탐색할 수 있는 bio-sensor용 재조합 균

주 제작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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