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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09-0062184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7.3.1～2010.2.28 단계구분 1 / 2

연구사업명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연구과제명
 과제명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조 성 기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99.09 명 해당

단계 

연구비

정부 7,400,000 천원

내부 : 31.78 명 기업 천원

외부 : 67.31 명 계 7,40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164.7 명
총

연구비

정부 13,920,000 천원

내부 : 54.99 명 기업 480,000 천원

외부 : 109.71 명 계 14,400,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연구기 명:

탁연구  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34

￭고선량 방사선 용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 고선량 조사의 식품성분 향 평가,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한 방사선병용처리기술, 방사선 항성 

식 독 미생물의 사멸조건 연구

  - 자선조사기술 용을 한 가공공정, 우  식품군 도출, 자선조사식품 물리  마커 연구

  - 즉각취식형 일품식품 개발, 환자용 무균식 개발, 독성생산 억제 간 식품(사료) 개발

  - 식품조사 방사선종 추가( 자선)  신규 식품조사 품목허가를 한 법안상정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조 물질 개발

  - 방사선조사 생체노화와 자연  노화(노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퇴행 패턴이 유사함을 확인해 퇴행

지표 선정

  - 면역기능, 산화 손상, 세포신호 달, 지방 사 련 노화지표 20종 선발  노화모델링을 한 방

사선 용 조건 확립(5Gy, 분할조사, 조사후 4개월 이상 경과)

  - 천연물 이용 생체노화모델  지표의 효용성 검증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이용 생명과학용 바이오칩  키트 개발

  - 기질에 직 으로 RI가 표지되는 인산화반응을 이용하여 형 분석법 비 30배이상 감도가 향상

되고 정량화가 가능한 생체분자-기질간 상호작용 분석법 확립

  - RI의 특성을 이용하여 칩표면 처리 공정을 단순화하고 기존 칩공정의 단 인 blocking제에 의한 

비특이  결합을 제거함으로써 신속하고 단순한 공정 실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공정 단순화)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방사선, 식품조사, 고선량 조사, 자선, 노화모델, 노화조 물질, 천연물, RI 바이

오칩, 생체분자 상호작용, 단백질칩

어
radiation, food irradiation, high dose irradiation, electron beam, aging model, anti-aging 

agent, natural product, RI biochip, biomolecule interaction, protein chip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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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1  장 제 목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개발

제 2  장 연 구 개 발 의  목   필요성

 1 .  연 구 개 발  최종목표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 개발을 통한 식량자원의 안정공 기술, 고기능성 생

물소재 신제품, 생명과학용 바이오칩/키트 개발로 국민보건 증진  생물산업 

경쟁력 제고

 - 고선량 방사선 용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조 물질 개발

 -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이용 생명과학용 바이오칩  키트 개발

 2 .  연 구 개 발 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 방사선융합 생물공학 연구를 통해 방사선  RI의 산업 /의학  활용성 증 가 

요구됨.

     - 선진 생화 방법(HACCP) 보완  선진국형 국가비상식량지원체계 구축을 한 

원천핵심기술 개발이 필요

     - 노령화 사회에 비 기존 노화연구 모델의 단 을 극복한 노화모델링 기술과 이

를 활용한 노화조 물질 개발이 필요

     - 바이오칩 검출기술 발 방향은 고효율, 고감도 검출기술 개발을 지향하나 우수한 

감도를 지닌 RI를 이용한 검출기술이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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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산업  측면

     - WTO/FTA  식품산업 국제화 시  비 식량자원의 안정  공 , 생  제품생산, 효

율  제조공정, 안 한 장/유통기술의 확보가 요구됨

     - 건강 수명의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간 비용 경감을 해 과학 인 

효능이 검증된 노화조  물질 개발이 필요함

     - 고효율 방사성 동 원소 달체 개발에 있어 나노 기술 분야는 학문 으로 미개

척 역으로 신산업분야에서 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기 할 수 있음

  다. 사회․문화  측면

     - 방사선기술 기반 식품공학 융합기술연구를 통해 식품의 생  제품 생산/공 핵

심기술, 환자용 멸균식품과 비상식량에 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함

     - 노화조 물질 개발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비 등의 사회  비용을 감

     - 방사선기술 기반 생물공학 융합기술연구를 통해 국민 실생활 속에서 원자력의 혜

택을 홍보할 수 있는 Database의 확보가 실히 요구됨

제 3  장 연 구 개 발 의  내용  범

 1 .  고 선 량 방 사 선 용 식품공 학 융 합 기술 개 발

   가. 고선량 방사선 용 식품 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

     1) 고선량 조사가 식품성분에 미치는 향 평가

     2)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한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기술 개발

     3) 방사선 항성 식 독 미생물의 사멸조건 설정

   나. 자선 조사 이용기술 개발

     1) 선종별 특성을 활용한 농수임산물 원료/가공제품에 한 최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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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선 조사 우  식품군 도출

     3) 자선 조사식품의 물리  마커 확보 연구

   다. 극한환경 비 목 형 식품 개발을 한 기반 연구

     1) 고선량 방사선 용 즉각취식형 일품식품 개발

     2)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용 환자용 무균식품 개발

     3)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 략 품목 제조공정 개발

     4) 곡류 오염 곰팡이 사멸  독소생산 억제 간 식품(사료) 개발

     5) 측 미생물학 기법을 용한 최  방사선 조사 조건 연구

 2 .  방 사 선 융 합  생 체퇴행 노화 조 물 질 개 발

 

   가.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연구

     1) 방사선 생체퇴행 변화에 한 분야별 분석지표 개발

       가) 면역조 기능 퇴행 련 분석 지표 개발

       나) 산화  손상 련 분석 지표 개발

       다) 분자생물학  분석 지표 개발

       라) 지방 사 련 분석 지표 개발

     2) 생체퇴행 분석지표에 한 방사선  노화(노령)의 향 비교분석

       가) 세포모델에서 지표 변화 비교분석

       나) 동물(생쥐)모델에서 지표 변화 비교분석

       다)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3) 생체퇴행 노화 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가)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비교 분석

       나) 생체퇴행 노화 분석의 유효 지표 선발  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나.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연구

     1) 노화 생체모델 용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색기술 기반연구

       가) 천연물을 이용한 방사선 용 노화 세포모델  지표의 효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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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약복합물을 이용한 면역조 기능 련 노화 분석지표의 효용성 검증

 

     2) 방사선  화학물질 유발 퇴행변화 억제 천연물소재 검색기반 연구

       가) 방사선(자외선)에 의한 피부퇴행 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의 효과 평가

       나) 방사선/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계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의 효과 평가

 3 .  방 사 성  동 원 소 검출기술이 용 생 명 과학용 바이 오칩  키트 개 발

     1) RI 검출 기술을 이용한 단백질칩 시스템 개발을 해 질환 련 인자인 kinase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여부  칩 상에서의 용 가능여부 확인 연구

       가) Elevated protein을 이용한 기질 융합 단백질의 클로닝  재조합 단백질 생

산 확립

       나) 질환 련 키나아제의 기질인 재조합 단백질융합 기질 3종의 량생산 확립 

재조합 융합단백질과의 인산화반응에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의 용 유

효성검증

       다) 계 질환 발생 험인자 Lp-PLA2의 반응 조건 확립  해제 탐색

       라) 기질고정화 단계에서 칩 표면처리공정 단순화 실

       마) 검출기술 공정의 단순화 실

     2) Micro- fluidic 기술을 용한 랩온어칩 설계

       가) 로토타입의 RI검출 바이오칩 설계

       나) LOC 제작을 한 질환 련 키나아제의 기질인 재조합 단백질 융합 기질  

재조합 단백질 생산 확립

       다) LOC 제작을 한 로토타입의 Lab chip을 MEMS 공정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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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 발  결과

 1 .  고 선 량 방 사 선 용 식품공 학 융 합 기술 개 발

 

   ○ 고선량 조사가 식품성분에 미치는 향 평가,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한 방사선 조

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 기술 개발  용시험, 방사선 항성 식 독 미생물

(Bacillus cereus /Clostridium spp.)의 사멸조건 설정  용 시험 등 고선량 방사선 

용을 한 식품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을 수행함

 

   ○ 선종별 조사(감마선, 자선)가 식품 주요 성분(단백질, 탄수화물, 미량성분 등), 가공

성  최종 품질에 미치는 향 비교분석, 선종별(감마선, 자선) 특성 활용 농수

임산물 원료, 가공 제품에 한 최  공정 개발  자선 조사 우  식품군 도출, 

자선 조사식품 7종(곡류, 두류, 근채류, 향신료  복합조미식품)의 물리  마커 확

보  조사 특성 분석 등 자선 조사 이용 연구를 수행함  

   ○ 극한환경 비 목 형 식품 개발을 한 기반 연구로 즉석취식 가능 일품형 식품 

(모델시료 : 비빔밥) 이용 고선량 방사선 용 실증연구  가제품 개발,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용 환자용 무균식품(아이스크림, 양식) 개발,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 략 품목 가공삼(홍삼/흑삼) 제조공정  가제품 개발, 곡류 오염 곰팡이 사멸

로 독소생산 억제, 생산 독소 괴(30 kGy) 공정 개발  간 식품(사료) 용시험, 

측 미생물학 기법 용 선량  선종 등 최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검증 연

구를 수행함

   ○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방사선 조사선종으로서의 자선 조사 법 허가  식육류, 

건어포류 신규 품목허가를 한 법안을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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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방 사 선 융 합  생 체퇴행 노화 조 물 질 개 발

 

  가.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연구

   : 방사선에 의한 생체퇴행 노화와 자연  노화(노령)에 한 각종 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한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의 분석지표 선발  최  방사선 용조건 정립

   1) 면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가) 노화(노령)에 의한 면역조 기능 퇴행변화 규명  면역조 기능 퇴행지표 선발

함.

    나)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 기능의 퇴행변화 가속 규명 효과를 확인함.

    다) 방사선 생체퇴행에 의한 면역불균형 기작을 규명하 고 자연 노화와의 유사성을 

확인함.

    라)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면역조 기능 련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선

발  방사선 용 조건 확립함.

   2) 산화 손상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가) 세포모델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산화 손상 지표(ROS, mtDNA 

deletion)의 유사한 증가효과 확인함.

    나) 생쥐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산화 손상 지표(mtDNA deletion)의 유

사한 증가효과 검증함.

    다)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쥐 조직내 산화 손상 지표(mtDNA deletion, SOD 활

성, MDA 함량)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확립

함.

   3) 분자생물학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가) 세포모델에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분자생물학  지표 (p21, IGF-1R, 

p-FOXO-3a, p-p65, p-p38) 단백질/유 자 발   SA-β-gal 염색세포수의 유사한 

증가를 확인함.

    나) 생쥐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분자생물학  지표 변화(p-FOXO3a, p21

단백질의 발 증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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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쥐 조직내 분자생물학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확립함.

   4) 지방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가) 생쥐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지방조직 무게 증가, 지방세포 크기 증가, 

지방 사 유 자발  감소 등 지방 련 생체퇴행 지표의 공통된 변화 검증.

    나)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지방 련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선발  방

사선 용 조건 확립함.

  나.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연구

   1) 노화 생체모델 용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색기술 기반연구

    가) 천연물(EGCG/ascorbic acid/NAC)을 이용하여 방사선 용 노화 세포모델  지

표의 효용성 검증

    나) 생약복합물을 이용하여 면역조 기능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의 효용성 검증

   2) 방사선  화학물질 유발 퇴행변화 억제 천연물소재 검색기반 연구

    가) 방사선(자외선)에 의한 피부퇴행 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 4종의 경감 효과 평가

를 완료하여 피부조직 퇴행 평가 모델로서의 유효성 확인함.

    나) 방사선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계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HemoHIM)의 

효과 평가를 완료하여 생식기계 퇴행 조  천연물소재 평가를 한 모델로서의 

유효성 확인함.

  다.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이용 생명과학용 바이오칩  키트 개발

   1) RI 검출 기술을 이용 질환 련 인자인 kinase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여부 확인

    가) 칩 상에서 RI를 이용한 인산화반응의 상호작용 분석 확립을 한 최 의 기질(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kemptide)의 량생산공정  고정

화 조건을 확립하 음. 

    나) 0.1 uCi/ul [γ-
32

P]ATP의 농도에서도 뚜렷이 스팟 시그 을 확인([γ-
32

P]ATP의 농

도가 높아질수록 비례 으로 방사성 강도가 증가)하 으며, 0.4 uCi/ul [γ

-
32

P]ATP의 농도조건에서 최소 0.1 U/ml 농도의 효소(PKA)에서 검출한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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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것은 기존 형 분석법 비 30배 이상의 시그  나타냈으며, 기존 검출법이 2

차 항원-항체반응을 통한 간 인 것에 반해, RI검출기법은 직 으로 
32

P가 기

질에 표지되는 인산화반응을 함으로써 효소-기질반응의 정량 인 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감도의 우수성을 나타냄.

   2) 기질고정화 단계에서 칩 표면처리공정 단순화  검출기술 공정의 단순화

    가) RI 바이오칩 기술은 blocking 단계를 제거하여, 기존 단백질 칩의 경우 비특이  

결합을 막기 한 blocking제(소 청알부민, BSA)에 기질이 묻 버리는 단 을 극

복하 음.

    나) 기존 형  ELISA 방식의 경우 총 7단계 이상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나, RI 

검출 방식은 기질고정화 시 칩표면처리 공정이 단순하고 기질의 인산화반응시 

one-pot으로 표지되는 RI를 그 로 검출할 수 있어 매우 신속하고 단순한 공정을 

실 할 수 있었음.

   

   3) 로토타입의 RI검출 바이오칩 개발기술 확립

    가) LOC 제작을 한 질환 련 키나아제의 기질인 재조합 단백질 융합 기질

(pSPD-PTK, pSPD-CaMKⅡ, pSPD-DPK) 3종의 클로닝  재조합 단백질 생산 확

립

    나) LOC 제작을 한 로토 타입의 Lab chip을 MEMS 공정으로 PDMS/COC/ 

PMMA/PS 등을 이용하여 제작

    다) Lab chip 성능에 한 반복재 성 평가 완료

    라) 물질선정을 통한 COC 고분자기반의 MEMS 공정 최 화 조건 확립  injection 

molding 장비  bonding 장비이용 Lab chip의 제작 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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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과의  활용계획

 1. 식품 생명공학산업에 활용할 방사선 종류 다양화  용선량 확 로 산업 용과 기

술발 에 기여

 2.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창의  생명공학 신기술 개발로, post- genome 시 의 생물

공학 신기술/제품 개발 분야 선도

 3. 방사선 조사시설의 이용 활성화  신규 조사시설 건설 확 를 한 핵심기술과 상용

화 실증연구결과 제공으로 련산업 성장

 4. 방사선  RI의 생물공학  응용기술을 이용한 질병 방/진단/치료 기술 실용화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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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modulators against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 To develop the radiation fusion biotechnology for the stable food supply, high quality 

new bioproducts, biochip/biokit and thereby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ealth care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bioindustry

   -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food technology using high irradiation doses

   - Development of modulators for biological aging

   - Development of biochips and kits using radioisotope detection technology for life 

science

2. Importance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s

◦ Demand of extend the industrial and medical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through radiation fusion biological technology

    - Demand of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for improving HACCP and 

national emergency food security

    - Request of aging model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aging research models and aging modulator development to prepare 

for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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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 far no biochip technology using radioisotope is in spite of the detection 

technology trend of biochip to seek more sensitivity and efficiency

B.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Request for stable food resource supply, clean food production, effective process 

and safe storage and distribution to prepare WTO/FTA system

◦ Need to develope the aging modulators through scientific evaluation to improve 

the national health status and reduce indirect social welfare costs through 

extension of healthy life

◦ Expectation about the nano-technology as potential candidate for development of 

the high-effective radioisotope carrier with high economic value 

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Application technology for clean food production, sterilizing technology for 

patient food, emergency food security using food engineering technology based 

on radiation fusion technology

◦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by development of the aging modulators to 

support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 Build-up the database of the benefits of the radiation to daily life for 

improvement of public acceptance about radiation through biotechnology based 

on radiation fusion technolog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ith Food Technology by 

the Application of High Dose Irradiation

 A. Development of radiation and food engineering fusion technology using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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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irradiation

   B. Development of E-beam irradiation technology

   C. Fundamental researches to develop purposed foods to extreme environmental

2. Development of modulators against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A. Research on the modelling of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technology

    1) Development of analytic biomarkers for radiation-induced degenerative 

changes

    2) Comparative analysis of radiation and aging on the biomarkers for 

degenerative aging

    3) Selection of biomarkers for degenerative aging and establishment of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s

 B.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ing modulators

    1) Basic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ing 

modulators by application of biomodels for aging.

    2) Basic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ents for the 

inhibition of degenerative changes induced by radiation and chemicals

 3. Development of biochip and kit using RI detection technology for life 

science

  A. Feasibility studies on a protein kinase assay when using RI detection technique 

for developing a protein biochip.

    1) Cloning of substrate fused protein using elevated protein and the 

establishment of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2) Production of three species of disease-related kinase substrate

    3) Validation of [γ-32P]ATP applied to phosphorylation with the recombinant 

fusion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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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implified realization of surface treatment processes on the substrate 

immobilized stage.

    5) Simplified realization of detection technique.

  B. Design and evaluation of LOC (Lab-on-a-chip) to detect interaction between 

kinase and substrate using microfluidic technique.

    1) Design of prototype biochip for RI detection. 

    2) Cloning of substrate fused protein to producing LOC and the establishment 

of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3) Production of prototype Lab chip for the LOC using MEMS process.

IV. Results of the Projects

1.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ith Food Technology by 

the Application of High Dose Irradiation

 A. Development of radiation and food engineering fusion technology using high 

dose irradiation

    - Evaluation of effects of high dose irradiation on food components.

    -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irradiation with 

food engineering

    - Determination of irradiation condition to destroy radiation resistant foodborne 

bacteria (Bacillus cereus/Clostridium spp.)

   B. Development of E-beam irradiation technology

    - Comparison of effects of radiation sources (gamma-ray, E-beam) on food 

compounds, processing conditions, and food quality of final products.

    - Development of food processing conditions for agricultural/aquatic products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gamma ray, E-beam), and determination of 

domination of E-beam irradiation foods.

    - Secure of physical marker for seven E-beam irradiated foods (grains, beans,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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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s, spices and composite seasoned foods, and analysis of irradiation 

characteristics

   C. Fundamental researches to develop purposed foods to extreme environmental

    - Verification research to develop ready-to-eat foods (model food: Bibimbob using 

high dose irradiation

    - Development of food processing and food samples for food export strategy 

foods such as process ginseng (read ginseng/black ginseng)

    - Development of food processing with irradiation to destroy mycotoxin and to 

inhibit production of the food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athematical models to predict necessary 

irradiation doses and radiation sources.

    - Introduction of legislation for irradiation approval on meat products, sea foods 

and dried sea foods, and use of E-beam. 

2. Development of modulators against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A. Research on the modelling of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o select the biomarkers of the degenerative aging, 4 categories of aging-related 

markers (immune/hematopoiesis, oxidative damage, signaling molecule, lipid 

metabolism)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n irradiated and normally aged 

biosystems (cell lines or mice). In result, most of the biomarkers showed 

similar changes by irradiation and normal aging.

    - Regarding the immune/hematopoiesis, the decline of immune cell functions 

(lymphocyte, NK cell) and Th1/Th2 imbalance, and decrte,ed 

antigen-presenting of dendritic cells were observed and 10 biomarkers were 

selected in this category. mtDNA deletion was selected for the oxidative 

damage marker, 6 biomarkers including p21 and p-FOXO3a for signaling 

molecule biomarkers, and 3 biomarkers including the adipose tissue weight 

were selected for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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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ious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s by single/factionated irradiation and the 

periods after the irradiation were investigated for the optimal induction of 

changes of biomarker, which revealed that total 5Gy of 10 or more fractionated 

irradiations and 4 months or greather period were observed to be optimal.

 B.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ing modulators

    - To found the basis for the screening of natural aging modulators, some selected 

aging biomarkers were validated by their inhibition by well-known natural 

agents (EGCG, HemoHIM, etc) in aged cell or mouse model.

     - By evaluating the reductive efficacy of 5 natural agents on the degeneration of 

skin and reproductive organs induced by radiation and chemicals 

(cyclophosphamide, etc), we established the base for the screening of 

degenerative diseases by various factors

 3. Development of biochip and kit using RI detection technology for life 

science

 A. Detection of biomolecule interaction using a RI detection technique.

- Spot signal was clearly showed at 0.1 uCi/ul [γ-32P]ATP. The kinase activity 

could be detected even with a minimum concentration of the enzyme (0.1 

u/ml).

- The biochip for the detection of phosphorylation using a RI facilitates the 

detection of phosphorylation with minimum amount of a sample by simple 

processe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using an antibody.

- More than 30 times detection sensitivity compared to conventional fluorescence 

detection techniques.

 B. Simplified realization of surface treatment processes on the substrate 

immobilized stage.

- RI detection technique for a protein biochip does not employ the u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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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g step.

- Conventional ELISA method was exisiting over the seven steps, but the usage 

of a RI detection technique reduces the overall time and it has highly 

sensitivity thus facilitating in an easy detection.

  C. Establishment of RI detection technique for the development of a prototype LOC.

- Cloning of three kinds (pSPD-PTK, pSPD-CaMkII, pSPD-DPK) of substrate fused 

protein to producing LOC and the establishment of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 Prototype lab chip of PDMS/COC/PMMA/PS was fabricated using MEMS 

process.

- Evaluation of repeatability for LOC performance

V.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1. Contribution to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 application through 

extend the various types of radiation source and doses for food irradiation

- 

2. Contribution to the stimulation of aging research and related industry by aging 

modeling technology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3. Establishment of efficiently utilized techniques for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 aiming high throughput screening system for massive and rapid 

exploration of new drug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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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발 과제의  개 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식품․생명공학 산업을 21세기를 주도할 산업분야로 

주목하고 있으며, 생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식품, 의료, 화학, 환경 소재의 개발  산업화

에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 방사선의 식품․생명공학  이용은 방사선 식품

조사기술이 표 으로 산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방사선원  

고선량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공학기술,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퇴행 모델  이를 이용한 

생체조 물질 개발,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간의 상호작용  이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혹은 바이오칩의 개발 등 생물공학  기술 목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개발 연구를 하여 아래와 같이 3개의 연구

분야에 한 세부과제로 구성된 조합형 과제 형태로 추진하 다. “방사선융합 생물공

학기술 개발을 통한 식량자원의 안정공 기술, 고기능성 생물소재 신제품, 생명과학용 

바이오칩/키트 개발로 국민보건 증진  생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

고 각 세부과제에서 도출한 연구성과  상호 연계가 가능한 성과를 타 세부과제 연구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세부과제 최종목표 달성을 효과 으로 이룩하고자 

하 다 (세부과제별 상세 연구내용  결과는 세부과제 최종 보고서 참조)

 1세부과제. 고선량 방사선 용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세부과제 보고서 번호: KAERI/RR-/3133-2009)

   가. 고선량 방사선 용 식품 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

   나. 자선 조사 이용기술 개발

   다. 극한환경 비 목 형 식품 개발을 한 기반 연구

 2세부과제.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조 물질 개발

  (세부과제 보고서 번호: KAERI/RR-/3135-2009)

   가.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연구

   나.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연구

 3세부과제.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이용 생명과학용 바이오칩  키트 개발

  (세부과제 보고서 번호: KAERI/RR-/3151-2009)

   가. 질환 련 인자인 kinase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칩 상에서의 용 연구

   가. Micro- fluidic 기술을 용한 랩온어칩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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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외 기술개 발  황

제 1   방 사 선 이 용 식품공 학기술 분야

 1 .  방 사 선  식품공 학기술 일반 동향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9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뒷받침과 

WHO/IAEA /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이 마련됨

   ○ 2001년 10월 23～25일 국제 방사선 식품조사 자문 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ICGFI) 18차 회의(이탈리아, 로마)에서 방사선 조사식

품의 국제  실용화 확 를 한 규정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련 국제기구

(WHO, FAO, Codex 등)에 제안하여 기술 확 를 추진 임

   ○ 2002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논란”에 해 EU Committee에서는 기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조사식품의 안 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여 조사식

품의 안 성이 재검증됨에 따라 본 기술의 사용이 EU는 물론 세계 으로 확 될 

것임

   ○ Global Industries Analyses 2005년 보고에 의하면, 동년 재 미국, 국 등의 선

진국을 포함하여 52개국에서 250여종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 고, 이  

30여 개국에서 상업  규모로 본 기술을 실용화하여 년간 수십만 톤의 농수산물  

가공식품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30%의 신장률로 증가하고 

있음

  2 .  자 선 , X-선  이 용 연 구  증가

   ○ 1990년 부터 감마선 조사가 원자로에서 생산된 방사성동 원소(Co-60, Cs-137)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수용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방사선종간 처리 특성의 차

이로 인해 자선, X-선 등의 방사선이 식품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함

   ○ 자선, X-선 조사는 발생장치를 통해 조사처리가 진행되므로 기기작동이 간편하고 

방사성동 원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에서 “Beam 처리”로서 소비자들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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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

   ○ 자선의 경우,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은 약하나 빠른 처리속도와 Conveyor 시스템

으로 햄버거 패티, 부분육(계육 포함), 해산물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식품의 조사

에 활발히 연구되었음

      - 2002년 미국 USDA의 학교 식에 사용되는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

사허가를 시 으로 자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식육 가공품의 방사선 조사가 상업

으로 활발히 이용됨

   ○ 재까지의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와 자선 조사의 특성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조사물품의 포장, 크기, 온도 조건 등 공정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선종이 다양화 될 것으로 단됨

   ○ X-선의 이용은 환 에 지 효율이 매우 낮아 아직 상업  규모로 이용되고 있지

는 않으나, 미국, 캐나다 등을 심으로 X-선 변환장치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식품조사 규모의 에 지 효율을 갖는 발생장치가 상업 으로 공 될 것으로 기 됨

   ○ 따라서, 자선, X-선 등 감마선 이외의 방사선 이용연구가  세계 으로 활발히 

진행 임

  3 .  특수식품 연 구 개 발  동향

   ○ 1960년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개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은 우주 발사체 

개발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식품개발에 기술력을 집 하 음

      - 우주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주식품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완 멸균과 양

성분 강화를 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음

      - 미국 NASA와 미육군 Natick 연구소는 공동으로 우주환경 등 극한 환경에서 식

품의 안정공 과 생  안 성 확보를 해 방사선 기술을 도입하여 실용화를 

달성함

      -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방사선 기술을 기반으로 안 한 우주식품, 군 투식량 

생산기술 실용화를 이룸

   ○ 이를 계기로 방사선기술이 우주식품, 투식량, 스포츠식품, 재난시 비상식량 생산

을 한 핵심기술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가 진행됨

      - 1980년  군, 우주 등 특수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던 방사선 식품조사기술이 민간

으로 확 되면서 본격 인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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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Gulf 쟁을 기 으로 미군은 방사선기술을 활용하여 일체형 투식량

(C-Ration) 다양화 기술을 확보하여, 실 에 투입하고 있음

      - 고산등반, 극지탐험, 장거리 하이킹/ 리 등 특수 스포츠분야에 장기 장식품

(Shelf stable food)을 공 하고 있는 남아 리카공화국은 80년 부터 방사선기술

을 활용하여 이 분야의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음 

      -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은 우편물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를 효과 으로 차단하

고 국민의 안  보장을 해 방사선기술을 용하 음 

      - 2004년 12월 동남아 해일(Tsunami)로 인한 재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범

한 재해지역의 구호를 해 방사선 조사된 장기 장식품을 공 하여 생 이

고 안 한 구호활동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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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 사 선 융 합  생 체조 물 질 개 발 분야

   ○ 방사선의 생물학  향 연구는 주로 원자력 공격 는 원자력발 소의 사고에 

비한 군사  는 산업  목 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질병진단 등 의학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 경감 는 치료 

효과 증 를 한 목 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음.

   ○ 방사선 부작용 경감을 한 식의약품 연구에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순수 단일 화

학성분이나 생물제제를 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성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항암치료 부작용 경감을 한 기능성 식품은 최근 

키토산, 올리고당, cyclic polylactate 등의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으나, 생체  임상 

효용성, 생체 용 기술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BT 단독기술보다는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하여 방사선 방호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을 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 천연물질의 생리활성 검색  검증에 있어서 생체모델은 필수 인 것으로서, 인체

의 질환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이 실함.

     - 기존의 유 자 변형 동물모델,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유발 모델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 생체 모델은 생체 내에서 산화  스트 스에 의한 각종 질병을 단기간 내에 

유발시킬 수 있고, 생체내에서 실제 일어나는 산화  스트 스와 유사하다는 

에서 생체질환을 가장 잘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로 사료됨.

      - 최근 미국 등에서 방사선기술을 이용하여 당뇨병(type I diabetes), 간질  정신

지체 등 추신경 장애, 발암, 노화, 염증 등을 유발시킨 동물모델에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 한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진 감마선 이외에 최근 자빔, 양성자, 이온빔 등 다

양한 방사선원의 이용이 용이함에 따라 이를 생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이 시 함.

      - 그러나 방사선조사 생체모델을 이용한 질환 모델은 재 그 기 인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작이 잘 규명되지 않았음.

      - 따라서, 방사선조사를 이용한 생체모델 개발 조건과 질환과의 연 성에 한 규

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식의약품 개발을 한 원천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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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방 사 성  동 원 소 검출기술이 용 생 명 과학용 바이 오칩 

 키트 개 발  분야

 

<바이오칩 로드맵 (출처: SRI Consulting. D99-2226. Biochip)>

   ○ 고감도, 정확도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칩 검출기술을 요약하면 형 을 이용한 형

검출법, 효소를 이용한 ELISA 검출법이 보편 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검출감도

에서 매우 우수한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검출 기술이 부재함.

      - 바이오칩은 작은 기  에 생물학  활성을 가진 생체분자(DNA, 펩티드, 단백

질 등)를 고 도로 고정시킨 후, 그 생체분자들의 량 생물정보를 고속, 고감

도로 동시에 분석하는 자동화 분석 장치로서 미래형 바이오센서로 알려져 있음.

      - 이 기술은 특정 생리활성물질에 특이 으로 상호 작용하는 생체분자의 기능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고 인 방법으로는 불가능

하 던 유 자,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정보 분석 내지는 질병의 진단/치료 연구

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술임.

   ○ 최근에는 나노기술의 발 과 함께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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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는 MST (Micro System 

Technology)로 불리는 이 기술 분야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nm 스 일의 소형 정 기계 제작기술임. 

      - Bio-MEMS라 하면 기존의 MEMS 기술을 의료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하기  

한 시도로서 발 되고 있는 역임. 

      - 바이오칩 개발에 있어서 MEMS 기술이 바이오칩 platform 기술과 함께 필수 인 

원천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분석시스템의 소형화를 한 연구의 발 은 최근 30여 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폴리머 기반의 chip의 발 은 미세유체시스템(micro-fluidic 

system) 시장에서 많은 심을 끌게 되었음. 

      - 재 부분의 미세유체시스템은 유리 기 이나 실리콘 기 으로 제작되며 복잡

한 채 들을 칩 내부에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있음. 

   ○ 이러한 칩들을 Lab-on-a-chip (LOC)이라고 불리며, LOC는 말 그 로 생물학, 화학 

실험실의 구성요소를 미세화 하여 하나의 칩에 구 함으로써 기존의 실험을 하나의 

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MEMS 공정을 이용하여 집

화 시킨 작은 화학/생물 마이크로 로세서임. 즉, 수 cm2 정도 되는 하나의 칩 

에서 생체 시료의 처리 과정, 운송, 제어, 분석과 모두 일어나게 하는 것임. 

   ○ 재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 개발의 연구는 창기 단계 수

이거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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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개 발 수행 내용  결과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 개발을 통한 식

량자원의 안정공 기술, 고기능성 생물소재 신제품, 생명과학용 바이오칩/키트 개발로 

국민보건 증진  생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3개의 세부분야를 

각각 세부과제로 추진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에 한 요약을 수록하 으며, 상세 내용은 각 세부과제의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 1세부과제: 고선량 방사선 용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세부과제 보고서 번호: KAERI/RR-/3133-2009)

○ 2세부과제: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조 물질 개발

  (세부과제 보고서 번호: KAERI/RR-/3135-2009)

○ 3세부과제: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이용 생명과학용 바이오칩  키트 개발

  (세부과제 보고서 번호: KAERI/RR-/315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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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고 선 량 방 사 선 용 식품공 학 융 합 기술 개 발

 1 .  고 선 량 방 사 선  용 식품 공 학 융 합  기반기술 개 발

  가. 고선량 조사가 식품성분에 미치는 향 평가

   1) 고선량 방사선조사가 단백질(구상, 선형)의 특성에 미치는 향

      고선량 조사가 단백질 분자 구조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분자 구조가 변형

되고 분자량이 증가된 세리신 단백질과 피 로인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단백질은 비조사구에 비하여 라디칼 소거능의 증가, 티로시나제 억제 효과의 증가, 

정상 세포에 한 세포독성은 없으면서, 암세포에 한 세포독성을 증가 시켜주는 

등의 우수한 생물학  특성과 미백 효과 등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고선량 방사선조사가 탄수화물, 당단백질의 특성에 미치는 향

      베타 루칸과 틴을 시험재료로 사용하여 평가하 을 때, 베타 루칸의 분자

화, 틴의 2차 구조가 변형  물리  특성 변화를 확인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

한 베타 루칸의 면역활성  항암활성 등의 생리활성 증가는 향후 다양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효능개선을 한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마선 조사된 틴의 활성 평가 결과 면역세포

에서의 cytokine 발  증가와 마우스에서의 암세포 성장억제  암세포 이를 억

제하 다. 

     

   3)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부산물(자숙액) 활용기술 개발

      자숙액의 생화를 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

균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을 감마선 조사한 결

과 색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항산화능, 미백활성  고 압 해능이 증가하

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추출 효율이 증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을 기능성 소재로서 사용함에 있어 감마선 조사를 용

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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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한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 기술 개발 

 용시험 

   1) 팽창제  진공취사법 이용 복원성이 개선된 동결건조  개발

      고선량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건조 밥의 복원율에 향을 미치는 조직내부의 

기공을 크게 할 목 으로 취사방법, 팽창제  동결 시 온도를 이용하여 건조 밥

의 복원성 증진효과를 평가한 결과, 병용처리구의 경우가 기공 크기  수분 복원

율이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능  품질 한 유의 으로 높

게 나타났다.취사방법, 팽창제  동결 시 온도를 이용하면 복원율  능  품질

이 향상된 건조 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2) 고품질의 소스(불고기/덮밥) 개발을 한 병용처리법 개발

      극한 환경에서 취식 가능하고 장 안 성  기호성이 확보된 덮밥 소스의 개

발을 해 화닭 덮밥소스에 감마선 조사를 하 고, 토르트 살균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토르트  감마선 조사한 화닭 덮밥소스의 가속 장에 따른 미생물

학 , 이화학   능  품질 측정 결과, 화닭 덮밥 소스의 생화를 해 토르

트 살균은 안심할 수 없으며, 3 kGy의 감마선 조사 처리가 품질 변화를 최소화 하

면서 미생물을 효과 으로 살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아질산염 체 반건조 육포 제조를 한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돈육포 제조를 한 리카  매실 추출액의 최  첨가량은 각각 0.5%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감마선 조사가 재구성 돈육포의 이화학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0, 3, 5, 7 10 kGy 선량으로 조사된 재구성 돈육

포의 일반성분, 지질산패도, 색도, 단력  능검사를 실시하 다. 색도 측정 결

과 색도인 a값이 유의 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력 측정 결과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단력은 낮아졌으며, 능검사 결과 모든 조사구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능평가에서 기호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낮아졌다. 

  다. 방사선 항성 식 독 미생물(Bacillus cereus/Clostridium spp.)의 사멸조

건 설정  용 시험

      식품의 가공 장 의 미생물에 의한 부패  변패의 원인인 병원성 미생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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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감마선을 조사하여 장성  안 성 평가를 실시하 다.  주요 식품 미생

물의 생육특성을 악하여 감마선 항특성, 방사선원의 에 지 수 별 항특성 

 방사선 조사조건(AW, pH, 온도, 산소유무 등)에 따른 항특성을 악하여 다양

한 식품에 방사선 조사량을 측하고 이를 용함으로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

와 식 독 발병을 감화 시키기 한 기반을 확립하 다.  

  라. 고선량 방사선 활용 연구

   1) 고선량 방사선 활용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 

      문화재 보존기술로 감마선 조사의 이용 가능성을 실험하 다. 한지를 모델로 미

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10 kGy의 선량에서 spore-forming bacteria의 

사멸이 확인되었다. 충류의 경우는 1 kGy의 낮은 선량에서도 제어가 되었다. 한 

한지의 기계  물성이나 색상은 100 kGy의 선량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감마선 조사가 매우 효과 인 문화재 보존기술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고선량 방사선 이용 생체조직 생화 기술 개발 

      골 수복재의 미생물학  안 성은 30 kGy의 선량에서 미생물의 사멸이 확인되어

졌다.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골수복재의 물성 변화의 억제를 한 새로운 공정

을 개발하 으며, 감마선 조사 보다는 자선 조사에 의하여 골형성능의 활성 화

가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간 보존 할 수 있는 골

수복재의 안  생산  리 기술의 개발하여 방사선 멸균 기술을 실증화 하 다. 

 2 .  자 선  조 사  이 용기술 개 발

  가. 선종별 조사(감마선, 자선)가 식품 주요 성분(단백질, 탄수화물, 미량성

분 등), 가공 성  최종 품질에 미치는 향 비교분석 

   1) 선종별 조사가 탄수화물(퓨코이단/라미나란/HA/CMC)의 특성에 미치는 향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fucoidan  laminarin 구조  특성  생리활성을 

평가한 결과 조사에 의해 분자량이 감소되었으며, 생리활성이 증가되었다. 미역에서

의 fucoidan  laminarin의 수율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증 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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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ucoidan  laminarin이 돈육 패티의 지질산화를 효과 으로 억제하여 식품

산업에서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하 다. carboxymethylcellulose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sugar unit을 연결하는 glycosidic bond가 단되어  분자

화 된 것으로 사료 되었다. 

   2) 선종별 조사가 단백질(재구성 돈육포) 구성성분  소화율에 미치는 향 

      리카와 매실 추출물을 첨가한 재구성 돈육포의 자선과 감마선 조사에 따

른 향을 비교· 악하기 해 in vitro 단백질 소화율과 단백질 활성 해 물질  

아미노산 분석을 실시하 다. 수분함량 측정 결과 3 kGy까지 자선 조사된 재구

성 돈육포는 약 3% 정도 감소하 으나 그 이상의 조사 선량에서는 감소하지 않았

다. 조지방, 조단백질, 총아미노산은 비조사군과 자선 조사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자선 3 kGy와 감마선 5 kGy까지 조사한 경우 단백질 소화율은 7%정도 증

가하 으나, 그 이상의 조사 선량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선  감마선으

로 10 kGy 조사한 경우 비조사군과 그 이하의 조사군보다 높은 TBA값을 보 다. 

  나. 선종별(감마선, 자선) 특성 활용 농수임산물 원료, 가공 제품에 한 

최  공정 개발  자선 조사 우  식품군 도출 

   1) 선종별 조사가 식육  식육가공품의 품질에 미치는 향

      본 연구에서는 즉석․편의식품인 햄버거 제조용 분쇄우육, 분쇄돈육과 가공 완제

품인 우육 패티, 돈육 패티에 해 감마선  자선을 1～20 kGy 까지 조사하여 

장성, 이화학  특성, 능, 안 성  검지특성 평가를 실시하 다. 방사선 조사

선종이 식육  그 가공품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향은 감마선이 자선에 비해 미

생물 살균효과가 우수하 으나, 지방 산패  색도 변화 등 능  품질 열화가 심해 

향후 조사에 의한 품질변화를 방지연구가 필요하다.

     

   2) 선종별 조사가 향신료의 품질에 미치는 향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시료에서 1∼4 Log CFU/g의 일반 미생물이 나타

났으나, 강황  로즈마리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에 의해 미생물이 

감소하 으며, 감마선이 자선 보다 효과 이었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찰되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향신료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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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종의 휘발성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조사에 의해 heteocyclic 화합물이 형성되었

으나 각 향신료의 주요성분에는 큰 향이 없었다. 

     

   3) 방사선 조사선종에 따른 향신료의 휘발성 성분 변화 연구

      고선량 조사에 의한 식육의 지방분해산물분석과 향신료의 휘발성 유기성분, 식품

포장재 방사선 유래 분해산물을 확인하 다. 방사선원에 따른 식육류  지방분해

산물의 분해특성을 비교하 으며 정량분석을 통해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hydrocarbon류의 증가를 확인하 다. 방사선원에 따른 향신료의 휘발성 유기화

합물을 비교함으로써 조사선량별 향신료의 휘발성 화합물 정량하 으며 3방사선 조

사에 의한 식품포장재의 분해특성 규명을 통하여 식품포장재 유래 분해산물 추출하

여 선량에 따른 정량 인 비교를 시행하 다. 

  다. 자선 조사식품 7종(곡류, 두류, 근채류, 향신료  복합조미식품)의 물

리  마커 확보  조사 특성 분석

      방사선조사가 허가된 모델식품을 상으로 조사선원(감마선, 자빔)과 조사선량

(허가선량 기 )에 따른 물리  별마커의 특성 분석과 조사 후 장조건에 따른 

마커안정성을 확인하 다. PSL( 자극 발 ) 분석은 근채류(3종)와 후추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에서 조사여부의 스크리닝이 가능하 다. PSL 결과를 확증하기 하여 

TL(열발 )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의 glow 

curve(TL1)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재조사 방법(TL ratio, TL1/TL2)에 의해서도 

검증되었다. 한편 ESR( 자스핀공명) 분석에서는 두류(2종), 고춧가루  복합조미

식품(2종)에서 방사선조사 유래의 특이한 ESR signal이 찰되어 조사여부 별이 

가능하 다. 반 으로 조사식품 별에서 조사선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ESR 분석은 실온 장 6개월까지, PSL과 TL 분석은 장 1년까지도 별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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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식육류  자선 조사 법 허가를 한 법안 완성  어패류, 건어포류

의 신규허가 연구결과 확보

   1) 식육류  자선 조사 법 허가를 한 법안 상정자료 완성 

      국내에는 식육  식육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  자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한 법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식육류  

자선 조사 법 허가를 한 법안 상정을 해 이와 련된 국제 황  연구결과

를 토 로 법안을 완성하 음. 이는 식품산업에 활용할 방사선 종류 다양화  신

규 허가품목 확 로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성 확   련산업 발 과 기술 신

을 통한 과학기술 선진화와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식 독 등 질병발생으로부터 오

는 경제  손실과 생산성 하 방지로 경제 , 사회  손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2) 어패류(굴)  건어포류(쥐치포)의 신규 허가를 한 기  연구 

      방사선 조사된 굴의 유 독성학  안 성과 방사선 조사 유무 별을 한 검사

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방사선 기술은 굴과 같은 어패류의 병원성 미생물 제

어를 통한 식 독 감소  식품학  품질에 큰 향 없이 생  조리/가공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제품생방법으로 단된다. 수입산 쥐취포의 미생물

학  안 성을 확보하기 해 다양한 흡수선량으로 감마선조사를 하 으며 이들의 

이화학 , 능  품질을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건조 쥐치포의 능  품

질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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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극한 환경 비 목 형 식품 개 발 을 한  기반 연 구

  

  가. 즉석취식 가능 일품형 식품 (모델시료 : 비빔밥) 이용 고선량 방사선 

용 실증연구  가제품 개발

   1)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즉석비빔밥 개발 

       능  품질이 우수한 비빔밥을 개발하고 아울러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비빔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제어하여 장기 장이 가능한 다목  비빔밥을 개발을 

해 우선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기 해 비빔밥의 미생물 주 오염원인 고추

장을 가열처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빔밥 제조 후 여러 식품가공기술을 병용처리 

하여 감마선 조사 할 경우 능  품질을 유지하면서 미생물학  안 성이 확보된 

비빔밥을 개발 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용 환자용 무균식품(아이스크림, 양식) 개발

   1)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환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한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 해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

용하여 소비자의 기호도에 합한 무균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기 해 스피아민트, 

민트  감귤향을 첨가 후 0, 1, 3  5 kGy의 흡수선량이 되도록 조사하여 미생물 

오염도, 일반성분  능검사를 하 다. 냉동상태에서 감마선 조사를 용할 경우 

아이스크림 내 일반 성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기성 일반 

미생물은 3 kGy 흡수 선량에서 나타나지 않아 무균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환자용 양식(타락죽) 개발 

      타락죽을 멸균 환자식으로 개발하기 해 0, 1, 3, 5, 7  10 kGy의 흡수선량으

로 감마선 조사 후 미생물 오염도, 열량  능검사를 하 다. 타락죽의 열량은 

499.3 kcal/100g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된 타락죽의 미생물 기 오염도는 1.98 

log CFU/g이었으며, 장균군과 포자형성균은 검출한계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장 기간  10 kGy 조사구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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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 략 품목 가공삼(홍삼/흑삼) 제조공정  

가제품 개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홍삼의 유효성분 증진  제조공정을 개선하

기 해 수삼에 감마선 조사한 후 이화학  품질   진세노사이드의 함량변화를 

분석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조사포닌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인삼의 

경도가 감소하 다. 항산화 효과, 면역활성  항암활성과 같은 생리활성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증진 되는 것을 확인 하 다. 

 

  라. 곡류 오염 곰팡이 사멸로 독소생산 억제, 생산 독소 괴(30 kGy) 공정 

개발  간 식품(사료) 용시험 

      곰팡이독소를 생산하는 곰팡이에 해 방사선을 이용한 생육억제와 독소 감화 연구를 

수행하 다. 곰팡이독소의 완  제거를 해서는 10 kGy, 사료 속에 곰팡이가 단일과 혼합 

형태로 존재 시 각각 5와 7 kGy 이상 조사에서 생육이 억제되었고, 시  사료의 소포장도 

7 kGy 이상에서 곰팡이 생육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곰팡

이독소의 제거보다는 곰팡이의 생육을 차단하여 곰팡이독소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연

구가 더 효율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마. 측 미생물학 기법 용 선량  선종 등 최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검증

      고추장의 멸균선량 측을 한 모델 개발을 해 감마선 조사 후 10일 동안 

35oC에서 가속 장을 실시한 후 일차, 이차 모델을 개발하 다. 방사선조사 직후 모

든 시료에서 총세균수가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지만 20 kGy를 제외한 나머지 시

료에선 장기간 동안 0 kGy가 조사된 시료보다 더 빠르게 총세균수가 증가하는 

것을 일차 이차 모델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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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 사 선 융 합  생 체퇴행 노화 조 물 질 개 발

 1 .  방 사 선 융 합  생 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연 구

      방사선에 의한 생체퇴행 노화와 자연  노화(노령)에 한 각종 지표의 비교분석

을 통한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의 분석지표 선발  최  방사선 용 조건

을 정립하 다.

  가. 면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노화(노령)에 따른 면역반응의 변화를 분석하여 노화(노

령)에 따른 면역조 기능 련 노화 지표를 선정하고,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이들 지

표에 한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면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 유효 분석지표를 

선발하 다. 기존의 보고에서 노화(노령)에 의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세포 활성  Th1/Th2 면역반응 지표를 심으로 방사선조사와 자연 노화(노

령)의 향을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성을 검증하 다. 한 생체퇴행 노화 유발을 

한 최  방사선 용 조건을 설정하고자, 방사선조사방법(5Gy, 단일 혹은 분할조

사)  조사 후 경과기간을 다양화하여 비교분석 함으로써 면역조 기능 련 생체

퇴행 노화의 유효 지표를 선발하고 최  방사선 용 조건을 도출하 다.

그 결과, 모든 방사선 용 조건에서 NK 세포 활성 감소, IFN-γ 분비 감소, IL-4 

분비 증가, Th1 련 면역반응 감소, IL-12p70 분비 감소, IL-12와 IL-18 수용체 발

 감소, P-STAT4 발  감소 상이 공통 으로 나타나 노화(노령)와 비슷한 상

을 보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모든 방사선 용 조건에서 T 세포 비율의 감소는 

없이 NK 세포 비율만이 감소하여 자연 노화와는 일부분 차이 을 보 다.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상기 지표들의 차이 은 찰되지 않았으나, 노화 모델링 방사선

용 조건으로서는 0.5Gy×10회 는 0.2Gy×25회 분할조건이 더 합한 것으로 사

료되었다.

  나. 산화 손상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본 연구에서는 생쥐 섬유아세포 (Balb/3T3), 인간 폐 섬유아세포 (IMR-90, 

human lung fibroblast) 등의 세포모델과, C57BL/6 생쥐의 조직에서 방사선 조사  

노화(노령)에 따른 산화  손상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고, 다양한 방사선조사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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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표변화를 비교검증함으로써 생체 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산

화  손상 련 생체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최 의 방사선 조사조건을 확립하 다.

세포모델에서는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해 ROS  mtDNA deletion이 증가

하 으며 생쥐모델에서는 mtDNA deletion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산화 손상 련 유효지표로서 노화(노령)  방사선 용조건별 비교 실험을 통하

여 조직내 mtDNA deletion을 선발하 다. mtDNA deletion은 기존에 세포  조

직의 노화에 따라 찰되는 표 인 지표로 정립되어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하여 방

사선  노화(노령)에서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여 방사선에 의해 조직의 노화가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한편, 방사선 용 조건별 결과를 검토한 결과, mtDNA 

deletion이 가장 뚜렷이 찰된 조건, 즉 방사선 분할조사 (1Gyx5회, 0.2Gyx25회) 

 경과후 6개월이 산화  손상 련 지표 변화 유발을 한 최  방사선 용 조

건으로 사료되었다.

  다. 분자생물학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기존 보고에서 세포  동물의 노화와 연 된 것으로 알려진 신호 달 단백질

인 FOXO3a, p21, IGF-1R, p38, p65 등의 유 자/단백질들의 발 에 한 방사선조

사  노화(노령)의 향을 규명하고 방사선 용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 다. 즉, 세

포주  생쥐에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분자생물학  단백질/유 자 

발  변화를 규명하 으며, 방사선 용 조건(단일/분할조사  조사후 경과기간)에 

따른 분자생물학  지표 비교분석을 통하여 방사선 용 조건을 확립하고 유효 지표

를 선발하 다.

그 결과, 분자생물학  노화 분석을 한 유효 지표로서, 노화(노령)  방사선

용조건별 비교에서 일치되게 찰된 조직내 세포 성장/사멸  스트 스 반응 

련 신호 달 단백질인 p21, p-p38, p-FOXO3a, p-p65, p-p38, IGF-1R의 발  증가, 

조직내 SA-β-gal 염색세포 증가 등을 선발하 다. 한편, 방사선 용 조건에 한 검

토 결과, 신호 달 단백질 발   신장조직 SA-β-gal 염색세포수는 5Gyx1회 단일

조사에 비해 0.5Gyx10회, 0.2Gyx25회 등 분할조사시 증가가 찰되었으며, 일부 지

표에서 2개월 경과시에 비해 4개월  6개월 경과시 더욱 뚜렷한 변화가 찰되었

다. 따라서 방사선을 10회이상 분할조사하여 4개월 이상 경과하는 조건이 최  방

사선 용 조건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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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방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방사선에 의한 지방 사 퇴행 변화를 알아보고자 지방 사 퇴행 분석지표들을 

심으로 방사선의 향  방사선의 용 조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유효 지방 사 

퇴행 지표를 선발하고 방사선조사  노령에 따른 지방조직  련 유 자 변화규

명을 생쥐(C57BL/6)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그 결과,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지방 사 련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노화모

델링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지표 선발하 다. 방사선에 의한 지방조직무게

증가, 포만감유 자 leptin 발 증가, 지방 사유 자 SREBP1c/ACC/FAS 발 감소

를 재확인하여 유효 생체노화 지표로 선발하 다. 한 단일조사에 비해 분할조사

에 의한 지표 변화의 증가가 찰되어 노화모델링을 한 정 조건으로 사료되며, 

조사 후 경과기간에 따라서는 2개월에 비해 4개월째 이후에 부분의 지방 사 

련 유 자의 발  변화가 뚜렷이 찰되어 조사 후 4개월 이상이 정 조건으로 도

출되었다.

 2 .  생 체노화 조  천연 물  검색 기술 연 구

  가. 노화 생체모델 용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색기술 기반연구

선발된 노화 생체모델  노화지표에 한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방사선조사를 통해 유발된 노화 세포모델에서 노화조  는 항산화물질로 

기존에 알려진 천연물질의 분자생물학  노화지표 억제 효과를 평가하 다. 한 

본 연구로 선발된 면역조 기능 련 노화지표에 하여 노령 생쥐모델에서 생약복

합물(HemoHIM)의 노화지표 개선효과를 살펴 으로써 면역조 기능 노화지표를 이

용한 동물모델에서의 노화조  천연물 검색 기반을 확립하 다.

그 결과, 노화조  는 항산화물질로 기존에 알려진 물질(EGCG, ascorbic acid, 

NAC 등)을 상으로 방사선 용 세포모델(IMR-90)에서 cell cycle 정지, SA-β-gal 

염색 , p21 발 증가, mtDNA deletion 증가 등 노화지표의 변화 억제 효과를 검증

하 다. 한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을 이용하여 노화(노령) 생쥐의 면역조 기

능 련 노화지표에 한 개선효과, 즉 림 구  NK 세포등 면역세포의 활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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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효과, 항원에 한 항체 생성능 회복효과를 확인하여 선발된 노화지표의 효용성

을 검증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선발된 노화 지표  생체모델의 효용성을 검증

하 다.

  나. 방사선  화학물질 유발 퇴행변화 억제 천연물소재 검색기반 연구

향후 노화조  천연물 소재/복합물에 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한 여러 생체퇴행

변화의 조 물질로서의 활성 검증을 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피부  생식계의 퇴

행변화가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천연물소재의 효과를 검증하여 모델의 유용성을 확

보하고자 하 다.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피부 퇴행변화 (피부주름, 피부조직 미경지표, 피부종양)

에 해 4종의 천연물(녹차, 잎, 동충하 , 보 익기탕)의 억제효과를 확인하 다. 

한 방사선  화학물질(CP  EV)에 의해 유발된 여성생식기계(난소, 자궁)  

남성생식기계(고환)의 퇴행성 변화에 하여 생약조성물(HemoHIM)이 유의하게 억

제함을 찰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양한 요인에 의한 생체퇴행에 한 조

물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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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방 사 성 동 원 소 검출기술이 용 생 명 과학용 바이 오칩 

 키트 개 발

 1 .  방 사 성  동 원 소를  이 용한  생 물 분자  간 상 호작용 여부 확인

  가. 주요연구내용

     암, 병원균 련 kinase-substrate의 상호작용 조건 확립  계 질환 련  

enzymesubstrate 상호작용 조건 확립

  나. 주요연구실

      Elevated protein을 이용한 기질 융합 단백질의 클로닝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방

법을 확립하고, Mep45-kinase 기질 융합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  정제 하 다(그

림 1). Elevated protein-키나아제 기질 융합 재조합단백질은 약 66~66.7 kDa의 단

백질 질량을 나타낸다. SrMep45-substrate 단백질 질량은 약 45 kDa이고, 

EMalE-kemptide 융합단백질의 단백질 질량은 약 65 kDa으로 이 부분이 알데히드 

처리된 슬라이드 부분에 주로 결합되어 blocking 단계에 사용되는 BSA에 의해 

입되어버리는 기질의 활성부분을 보호한다.

(A) (B)(A) (B)

      그림 1. E. coli malic enzyme-kemptide fusion 단백질의 구조 (A) 와 
EMalE-kemptide 융합단백질의 SDS-PAGE 분석. M:Marker; 1:Crude extract; 
2:Ni-chelating resin 100 mM imidazol fraction; 3:Ni-chelating resin 200 mM 
imidazol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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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lE-kemptide 융합단백질과 PKA의 인산화반응에 있어서 방사성 동 원소 [γ

-
32

P]ATP의 용 유효성을 검증 하 으며, kinae와 펩타이드형 기질의 인산화 반응

에서도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의 용 유효성 검증 하 다(그림 2).

그림 2 [γ-32P]ATP를 이용한 키나아제-기질의 인산화반응 개요도

 

 2 .  칩 상 의  생 물 분자  간 상 호작용 여부 확인

  가. 주요연구내용

      칩상의 질환 련 enzyme-substrate 상호작용 여부 확인  기질 탑재 칩의 량 

생산 핵심 기술개발

  나. 주요연구실

      질환 련 카나아제의 기질인 재조합 단백질융합 기질(MFS-cdc2, MFS-PKC, MFS 

-DNA-PK) 3종의 량생산 방법을 확립하 으며(표 1), 칩상에서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을 이용하여 질환 련 효소(cdc2 protein kinase, protein kinase C, 

DNA-dependent protein kinase)-기질(MFS-cdc2, MFS-PKC, MFS-DNA-PK)의 3종의 

상호작용 검출을 확인하 다.

       표 1. 클로닝된 각각의 elevated protein-substrate 융합단백질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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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Cloned vector  Construction
  PKC 

substrate
MFS-PKC Ⅰ    pSrMep45PKC1  ●-□
MFS-PKC Ⅱ    pSrMep45PKC2  ●-□-●

  cdc2-PK 
substrate

MFS-cdc2 Ⅰ    pSrMep45cdc21  ◆-□ 

MFS-cdc2 Ⅱ    pSrMep45cdc22  ◆-□-◆
  DNA-PK 

substrate
MFS-DNA-PK Ⅰ    pSrMep45DPK1  ▲-□
MFS-DNA-PK Ⅱ    pSrMep45DPK2  ▲-□-▲

MFS-PKC Ⅰ/Ⅱ: Mep45-fused substrate monomer/dimer for protein kinase C

MFS-cdc2 Ⅰ/Ⅱ: Mep45-fused substrate monomer/dimer for cdc2 protein kinase

MFS-DNA-PK Ⅰ/Ⅱ: Mep45-fused substrate monomer/dimer for DNA-dependent protein kinase

□ : S. ruminantium major envelope protein (SrMep45)    

● : Protein Kinase C substrate  

◆ :  cdc2 Protein Kinase substrate  

▲ :  DNA-dependent Protein Kinase substrate 

      재까지의 기술 인 취약 은 칩 상에 키나아제 특이 인 기질인 펩타이드 는 

분자량이 작은 단백질을 고정할 경우, 칩 표면에 불순물들의 비특이 인 결합을 막

기 해 사용되는 blocking제인 소 청알부민(BSA)으로 인하여 고정시킨 기질이 묻

버리는 제한 이 있었다. 그러나 RI검출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은 blocking 단계

를 거치지 않아기질고정화 단계에서 칩 표면처리공정을 단순화 하 다. 기존 형  

ELISA 방식의 경우, 실험시작 단계에서 검출까지의 총 7단계 이상의 복잡한 단계

를 거쳐야했다. 그러나, RI검출 방식의 경우, 기질고정화시 칩 표면처리 공정이 단

순하고, 한 기질에 인산화반응 시 one-pot으로 표지되는 RI를 그 로 검출할 수 

있어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공정의 단순화를 실 하 다(그림 2).

Aldehyde coated slide Micro Arrayer Phosphorimager Plate Analyzer

Spot diameter
약 360~500 um

Aldehyde coated slide Micro Arrayer Phosphorimager Plate Analyzer

Spot diameter
약 360~500 um
Spot diameter

약 360~500 um
Spot diameter

약 360~500 um

그림 2. Micro-array를 이용한 RI 바이오칩 제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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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데히드가 처리된 라스 에 [γ-
33

P]를 0.5 nCi (18.5 Bq), 1.0 nCi (37.0 Bq), 5.0 

nCi (185 Bq), 10.0 nCi (370 Bq)로 희석하여 radio-TLC측정방법으로(그림3) 방사성

동 원소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그래  

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A). 한 PKA의 단백질융합형 기질인 

EMalE-kemptide를 알데히드가 처리된 라스 에 각각 0.1 ng, 1.0 ng, 10.0 ng으

로 고정한 후 인산화반응을 하 다. radio-TLC측정방법으로 방사성동 원소의 세기

를 측정한 결과 0.1 ng에서 10.0 ng으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시그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그래  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B). 그림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radio-TLC검출기법을 이용하여 RI 기질탑재 칩상의 생물분자 간 상호작용의 

고성능 검출법을 확립하 다. 

ITLC (instant thin-layer chromatography)Aldehyde coated slide RI signal 검출Spotted slide ITLC (instant thin-layer chromatography)Aldehyde coated slide RI signal 검출Spotted slide

그림 3. ITLC를 이용한 radio-TLC 검출 모식도

(A) (B)(A) (B)

그림 4. radio-TLC를 이용한 (A) 다양한 농도의 [γ-32P]ATP 와 (B) EMalE-kemptide의 

인산화 반응 세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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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상에서 방사성 동 원소가 표지된 [
3
H]platele activatin factor (PAF, 

1-O-alkyl-2-[
3
H] -acetyl]-sn-glycero-3-phosphocholine)을 이용하여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검지기술을 확립하 다(그림 5). 

기질로 사용된 [
3
H]platelet activating factor를 알데히드 처리된 슬라이드 라스(스

티커칩) 에 스  한 후 30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질을 고정화시킨다. 

여기에 사람의 액으로부터 Lp-PLA2가 포함된 30 ul의 plasma 반응액으로 37℃, 

1시간 반응을 시켜 바이오칩에 방사성 동 원소 [
3
H-acetyl]PAF의 용 유효성을 

확인하 다(그림 6). 양성 조군인 [
3
H-acetyl]PAF (그림 6-a1)와 달리 인간 장으로 

반응 시킨 그림 6-a2의 기질에는 방사성 신호(radioactive signal)가 검출되지 않았

다. 이것은 인간 장에 포함되어있는 Lp-PLA2가 [
3
H-acetyl]PAF로부터 [

3
H]acetate

를 제거하 기 때문이다. 한, [
3
H-acetyl]PAF의 용 RI 바이오칩을 이용한 해

제 스크리닝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자생식물 추출물  해활성도가 높은 모

시 (표1, S/N28, PB4738.1)를 선정하여 인간 장과 함께 첨가하여 반응을 하 다. 

그 결과 인간 장으로만 반응 시킨 그림 6-b1의 기질에는 방사성 신호가 검출되지 

않았고, 모시 를 첨가한 그림 6-b2의 기질에는 방사성 신호가 그 로 남아있었다. 

자생식물 추출물인 모시 는 인간 장에 들어있는 Lp-PLA2가 기질인 

[
3
H-acetyl]PAF로부터 [

3
H]acetate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해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Lp-PLA2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계 질환 발생  험인자의 바이오칩 

검지기술을 확립하기 한 바이오칩 용 유효성을 검증하 다.

그림 5. [3H-acetyl]PAF를 이용한 Lp-PLA2의 검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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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RI바이오칩 이용 [3H-acetyl]PAF와 Lp-PLA2의 아세틸 이션 반응(a)과 

천연추출물의 Lp-PLA2의 해효과(b). a-1: positive control ([3H-acetyl]PAF); a-2 & 

b-1: [3H-acetyl]PAF + serum; b-2: [3H-acetyl]PAF + serum + inhibitor.

 3 .  방 사 성  동 원 소 검출기술이 용 바이 오칩  키트 개 발 기술 확보

  가. 주요연구내용

      질환, 암, 병원균 련 인자 검지용 RI검출 바이오칩 핵심기술 확립  로토 

타입의  RI검출 바이오칩 개발기술 확립

  나. 주요연구실

      LOC (Lab-on-a-chip) 제작을 한 질환 련 키나아제의 기질인 PTK (Protein 

Tyrosine Kinase Assay), CaMKⅡ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DNA-PK (DNA-dependent Protein Kinase)을 그림 7-a과 같이 GBP (Gold 

binding peptide)가 융합된 pSPD를 elecated protein으로 사용하여 재조합 단백질 

융합 기질(pSPD-PTK, pSPD-CaMKⅡ, pSPD-DPK) 3종의 클로닝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방법을 확립하 다(그림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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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7. GBP-fused Elevated protein-키나아제 기질 융합 재조합단백질의 클로닝 

과정(a) 과 GBP-기질 융합단백질의 SDS-PAGE 분석(b).

 그림 8. LOC (Lab-On-A-Chip)-based RI device

      최근 나노기술의 발 과 함께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MEMS기

술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폴리머 기반의 Chip의 발 은 미세유체시스템

(micro-fluidic system) 시장에서 많은 심을 끌게 되었다. 재 부분의 미세유체

시스템은 유리 기 이나 실리콘 기 으로 제작되며 복잡한 채 들을 칩 내부에 가

지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칩들을 Lab-on-a-Chip (LOC)이라고 불리

며, LOC는 말 그 로 생물학, 화학 실험실의 구성요소를 미세화하여 하나의 칩에 

구 함으로써 기존의 실험을 하나의 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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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별된 kinase를 선택된 기질을 chip상에서의 kinase-기질 반응 조건을 확립하기

한 Lab-on-a-chip (LOC)을 제작하기 해 1개의 채녈에는 kinase 용액을  다른 

채녈은 희석을 한 완충용액을 채운다음 inlet으로 사용하고 Tree 형태의 mixer를 

디자인하여 미세채 을 통과하면 자연 으로 kinase 농도의 구배가 형성이 될수 있

도록 채  구조를 두었으며, inlet으로의 샘  주입 시 미세채  디자인에 의해 구

배 형성 효율을 증진시키기 해 Tree mixer를 디자인하 으며 형성된 구배가 각각 

다른 채녈로 흘러감으로써 각각의 반응을 분석할수 있는 구조로 칩을 설계하 다

(그림 9).

 그림 9. kianse 농도에 따른 반응 최 화 조건 분석을 한 LOC (whole view)

      LOC 제작을 한 로토 타입의 Lab chip을 MEMS 공정으로 PDMS/COC/ 

PMMA/PS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Lab chip 성능에 한 반복재 성 평가를 완료

하 으며, 물질선정을 통한 COC (Cycoolefin Copolymer) 고분자기반의 MEMS 공

정 최 화 조건 확립  injection molding 장비  bonding 장비이용 Lab chip의 

제작 조건을 확립하 다(그림 10).

그림 10. 제작되어진 COC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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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P]ATP을 이용한 인산화반응 시 blocking 단계를 생략한 검출공정을 단순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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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검출 바이오칩개발 기술 확립

․RI 바이오칩은 한방울의 액/타액으로 20-30여개의 질환 련 인자를 one-po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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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험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상되며, 향후 MEMS 기술을 통한 랩온어칩 개

발로 방사성폐기물을 최소치로 극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

30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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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 발  목표 달성 도  외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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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 기여도

    

  가. 경제  측면

   

   ○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이용 확 를 통해 련산업의 성장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  손실과 생산성 하 방지 책으로 방사선기술

이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면서 산업 생산성 증가가 기 됨 

   ○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 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한 에 지 약형 검역처리기술 

개발이 필요시 되는 시 에서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농수산물의 고품질 

상품화와 시장 확   산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고효능 노화조  소재/성분은 기술투자/연구원 창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상용화 추진

   ○ 본 과제로 개발될 생체퇴행 노화조 물질은 최종단계 연구 종료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약품으로 상용화 함으로써 2015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 효과, 50억원 이

상의 수출  수입 체효과 기

   ○ 동 원소 자체는 부가가치는 높지 않으나 동 원소가 표지 된 RI kit  바이오칩

은 고 부가가치 상품이므로 실용화를 통해 산업화 시킨다면 수백 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 됨

   ○ RI 검출기술 이용 바이오칩  키트는 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신물질이며 이

를 이용한 신제품 시장은 바이오산업 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며, 고

용창출, 수입 체  수출효과는 연간 2억불 이상으로 상됨 

  나. 사회  측면

   ○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식품  공 보건 제품의 생화 기술개발로 식품가공 원료 

 제품에서 기인되는 질병 방과 생  제품생산 기반을 확립하므로 국민보건 향

상과 경제  생산성 증 를 도모함

   ○ 국민 보건향상  제품 특성에 맞는 첨단 생화․유통 기술개발로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제품 이용을 기 할 수 있으며, 방사선 조사기술을 활용한 생물테러 비 방 

 국가 비상식량계획 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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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효능 노화조 물질로 건강한 노령의 삶에 기여하여 의료비 등 사회  비용을 

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기술  RI검출 기술 이용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신약 

후보물질  생리활성 물질을 량으로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시스템을 개발 함으로써 외산 완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생

명과학용 시약, 의학용 시약  치료제의 수입 체화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 방사성 동 원소와 생명공학 융합기술의 기 기반 확보  선진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연구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기술  시장 선  경

쟁에서 우 를 할 수 있음

  다. 기술  측면

   ○ 식품 생명공학산업에 활용할 방사선 종류 다양화  용선량 확 로 산업 용과 

기술발 에 기여할 것임

   ○ 고선량 방사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상식량, 멸균환자식, 고열량 유동식 등 목

별 식품 개발은 식품 련산업체로부터 기존 식품가공/생산기술의 개선에 한 요

구가 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신을 통한 선진화에 기여할 것임

   ○ 식품산업에서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한 이해와 수용성이 매우 요하므로 

행 가공/ 장  생화 방법의 장․단 과 방사선조사 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

각하여 정확히 비교, 홍보되면 방사선 조사기술의 성공  실용화가 확 될 것으로 

기 됨

   ○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노화조 물질 개발 분야의 창의  신기술 개발로, 

post-genome 시 의 생체조 물질 개발 분야의 세계  선도기술 확보 가능

   ○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노화 모델링 등 핵심기술은 생체조  신물질 개발 후속연구 

수행을 한 기반기술로 활용

   ○ IT‧BT‧NT 등과의 방사선 융합기술로 첨단 복합기술 바이오칩/센서의 국가경쟁력 

확보 가능

   ○ 암, AIDS, 치매 등의 인체 질병의 조기 진단․치료나 원인 규명에 효율 으로 활

용될 기술 확립

   ○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LOC 시스템을 통해 검출 한계를 극복하고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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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성을 가진 나노바이오센서가 장착된 LOC 개발분야에서 세계 인 경쟁력 확

보에 기여

   ○ RI검출 기술이용 바이오칩  랩온어칩(LOC, Lab-on-a-chip)은 아직까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형 기술로서, 단백질의 발   기능연구나 단백질의 상

호작용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  biomarker 발견, 신약개발 등 다양

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의학, 약학, 식품, 환경 등 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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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과의  활용 계획

   ○ 방사선 조사선종  용선량 확 와 신규 방사선 조사품목 확 를 한 법  기

반을 구축하여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을 다양한 식품산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 

식품가공/생산기술의 단 을 개선하여 비상식량, 멸균환자식, 고열량 유동식 등 특

수 목 형 식품을 개발하여 산업화 하고자 함 

   ○ 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토 로 행 가공/ 장  생화 방법의 장․단 과 방사

선조사 기술의 특징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비교 홍보하여 소비자의 방사선 조

사식품에 한 이해와 수용성 증진  방사선 조사기술의 성공  실용화에 활용하

고자 함 

   ○ 1단계(‘07-’09)에서 획득한 생체퇴행 노화지표와 방사선이용 생체노화 모델링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2단계(‘10-’11)에서는 각 지표별 노화조  천연물 소재를 검색 선

발하고 복합물을 도출하여,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에서 종합 인 생체퇴행 

조  효과를 검증하여 고효능 노화조  복합물질을 개발하도록 추진할 정임.

   ○ 2단계 연구개발로 확보하게 될 노화조  천연물 소재/성분  복합물은 특허 출원

하여 지  재산권을 확보한 후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화기술( 량생산, 원료  제품 

표 화 등) 개발, 안 성 평가  임상 시험 평가 등의 후속연구를 추진하여 의약품

/화장품/건강기능식품으로 상품화함으로써 노령화사회를 비한 국민의 건강수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생물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과 방사선기술의 융합으로 첨단 

생명과학용 바이오센서/바이오칩 개발의 원천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질병의 

특이 단백질(biomarker)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

단제 개발과 단백질의 발   기능연구나 단백질 상호작용에 한 분자수 의 연

구를 통하여 암, 치매, AIDS 등 인체 질병의 원인 규명을 통한 신약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다. RI검출 기술의 장 인 정량화  고감도의 검출효과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새로운 의약품이나 생리활성 물질의 발굴에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 시 가 열리면서 Point-of-care (POC)와 같은 랩온어칩

(Lab-on-a-chip)의 바이오센서의 요구가 증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바이오칩의 잠재  시장에서 기술  우 를 차지할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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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분자의 상호작용 규명 연구용 RI 이용기술 개발로 질병의 특이 생체분자의 존

재 여부 분석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활용

   ○ 신약 후보물질을 량으로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시스템 개발

   ○ 본 연구과제의 연구 성과는 향후 방사선연구원 주요연구과제인 방사선융합기술 개

발의 연구 기획  수행을 한 주요 선행연구결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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