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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아스타잔틴을 고함량으로 생산하는 Paracoccus  균주 개발  배지 최 화에 

한 기술보고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아스타잔틴은 인체 내에서 비타민 A의 구체 역할을 하며, 다른 카로티노이

드 보다 10배 이상, 비타민E 보다 100-500배 이상의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

으며, 면역기능 활성, 난소암, 간암 등의 방효과가 입증되어 의료  화장품 

산업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물질이다. 이 아스타잔틴을 생성하는 

미생물로는 Paracoccus, Haematococcus, Phaffia등이 있다. Paracoccus는 다른 

미생물에 비해 배양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지만,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낮다

는 단 이 있다.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돌연변이 균주를 개발하고 균주의 특

징  최  배지의 조건과 스트 스에 의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을 찰하여 

Paracoccus 균주의 산업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실시되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방사선 조사기술은 미생물의 DNA에 손상을 주어 복구되어지는 과정에서의 불

완 한 복구로 인한 돌연변이를 유발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radical의 생성으

로 인해 세포의 방어기작을 자극하여 여러 기능  물질들의 생산성을 증  시

킬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을 증가

시키기 해 실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로는 Paracoccus  N81106 균주를 

사용하 고, 방사선 조사는 Co-60을 이용하 다. 감마선 조사된 미생물의 아스

타잔틴 생산성과 배지 최 화로 인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 증가를 HPLC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즉, 본 연구는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증가한 

Paracoccus 균주를 획득하고, (2) 돌연변이 균주의 배지 최 화를 통한 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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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틴의 생산성 증가, (3) 외부 자극에 의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racoccus  균의 산업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균주 획득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racoccus sp. N81106의 사멸율측정 결과 부분 0.7 

kGy 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D10값이 0.24 kGy로 측정되었다. 아스타

잔틴의 생산성이 증가된 균주를 선발한 결과 감마선 조사로 인해 13개의 아스

타잔틴 생산성이 증가된 균주를 얻었고, 이  가장 높은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가진 균주(5.50 μg/mL/O.D.)를 얻었다.

 2. 선정된 균주와 모균주의 특성 비교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성장곡선, 카로티노이드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생장곡선이 차이를 보 다. 모균주에 비

해 돌연변이 균주의 유도기가 약 3배 더 길었으며, 카로티노이드의 종류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은 돌연변이 균주가 모균주에 비

해 약 3배 이상의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3.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배지 최 화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배지 최 화를 해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사용

하 다. 모균주에서는 요 변수가 황화마그네슘과 효모 추출물로 측정되었고, 

돌연변이 균주에서는 황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효모 추출물이 요 변수로 

측정되었다. Steepest ascent design으로 심 을 측정한 결과 모균주는 황화

마그네슘이 2.5 g/L, 효모 추출물이 5 g/L, 돌연변이 균주는 황화마그네슘이 3 

g/L, 염화나트륨이 15 g/L, 효모 추출물이 15 g/L로 나왔다. CCD결과 모균주는 

황화마그네슘, 효모 추출물이 각각 2.83  7.02 g/L로 아스타잔틴이 0.925 μ

g/mL/O.D.의 생산성을 보 고, 돌연변이 균주는 황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효모 추출물이 각각 4.53, 10.03  19.11 g/L로 .3.701 μg/mL/O.D.의 생산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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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  방사선 스트 스에 의한 아스타잔틴 생산성 측정

원  방사선 스트 스에 의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모균주

는 MB배지에서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LB배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원의 세기에 의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 측정 시 MB배지에서는 

12 μmol m-2 s-1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 으며 LB배지에서는 36 μmol 

m-2 s-1 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 다. 돌연변이 균주도 MB배지에서는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LB배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원의 세기

에 의한 생산성은 MB배지에서는 원을 주지 않았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 으며, LB배지에서는 36 μmol m-2 s-1 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 다. 

방사선 스트 스에 의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 측정 결과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

주 모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하 으며,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

주 각각은 156.98 mGy/h와 338.10 mGy/h의 조사 선량일 때 가장 높은 아스타

잔틴의 생산성을 보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카로티노이드의 생산성이 증가된 돌연변이 균

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아스타잔틴의 생산성 한 증가하 다. 방사선을 이용

하고 배지조성을 최 화 시키면, 모 균주에 비해 최  3배의 아스타잔틴을 생산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로 인해 고가에 매되고 있는 아스타잔틴을 보

다 렴한 가격으로 산업화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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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echnical Report for a Development of Mutant Paracoccus  strain and 

Optimization of Medium Composition for the Mass Production of astaxanthi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Astaxanthin is used to role of provitamin A, and it is stronger antioxidant 

activity than vitamin E (100-500 times higher activity) and other carotenoids 

(10-fold). Furthermore, astaxanthin is also used as a nutraceutical and a 

medicinal ingredient against 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cancer, heart 

disease, and skin related illness. The biosynthesis of astaxanthin is limited 

exclusively to microorganisms. For example, microalgae (Haematococcus 

pluvialis), fungi (Xanthopyllomyces dendrorhous-Phaffia), and bacteria 

(Agrobacteium aurantiacum-Paracoccus sp. strain N81106, Alcaligenes  sp. 

strain PC-1) accumulate astaxanthin in considerable amou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develop a carotenoid-hyperproducing mutant of Paracoccus 

N81106 using gamma irradiation and optimized medium composition.

Ⅲ. Results of Project

The study produced a mutant of Paracoccus  N81106 by gamma irradiation 

at 0, 0.3, 0.5, 0.7 and 1 kGy/h. The radio-sensitivity of Paracoccus  N81106 

decreased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and D10 value of Paracoccus was 

0.24 kGy. The mutation of Paracoccus  N81106 developed thirteen colonies of 

the strain that produced high carotenoids, and total carotenoids concentration 

of selected mutant strain was 5.50 μg/mL/OD (measured at 7-fold than the 

wild strai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rradiation process produced 

mutation of microorganisms, resulting in increased carotenoid concentration.

Growth characteristic of wild and mutant strain was different i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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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However, carotenoid content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ut 

productivity of astaxanthin by mutant strain increased. The microorganisms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induced mutation and increased productivity.

Optimization medium of Paracoccus  strain was used to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For wild strain MgSO4and yeast extrac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MgSO4, NaCl and yeast extrac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utant strain.Results showed steepest ascent design that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MgSO4 and yeast extract was 2.5 g/L and 5 g/L 

for wild strain and the most effective concentration of MgSO4, NaCl and 

yeast extract were 3 g/L, 15 g/L and 15 g/L for the mutant strain. Results 

of CCD of wild strain showed that the maximum value of astaxanthin (0.925 

μg/mL) could be attained at 2.83 g/L of MgSO4 and 7.02 g/L of yeast 

extract concentrations and the mutant stain showed that the maximum value 

of astaxanthin (3.701 μg/mL) could be attained at 4.53 g/L of MgSO4, 10.03 

g/L of NaCl and 19.11 g/L of yeast extract.  

Light stress decreased astaxanthin productivity of the wild strain in 

marine broth medium, but it was increased in LB broth medium. The 

maximum productivity of light intensity was observed in marine broth at 12 

μmol m-2 s-1 after two days and in LB broth at 36 μmol m-2 s-1 afer five 

days. The mutant strain produced by light stress showed the astaxanthin 

productivity decreased in the marine broth medium, and it increased in the 

LB broth medium. The maximum productivity of light intensity was obtained 

in marine broth under dark condition after two days and in LB broth was at 

36 μmol m-2 s-1 after five days. Gamma ray increased contents of 

astaxan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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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목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아스타잔틴을 고함량으로 생성하는 

Paracoccus  N81106 돌연변이 균주를 획득하고, 돌연변이 균주의 배지를 최 화를 

통해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산업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실시되

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아스타잔틴은 인체 내에서 vitamin A의 구체 역할을 하며, 다른 카로티노이

드 보다 최소한 10배, 알  토코페롤 보다 500배 이상의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

다(5). 특히 다른 많은 고등동물에서는 생합성 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양계를 포

함한 가 산업이나, 연어, 송어 등을 포함한 양식사업에 있어서 색소 풍미원  항

산화 활성으로 인해 요한 첨가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6), cytokine 유도 활성으로 

인한 면역기능 활성, 산소 라디칼의 제거에 의한 cancer initiation  propagation 

과정을 감소시켜 난소암, 간암 등의 방효과 등이 입증되어 의료  화장품 산업

에도 상당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어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다(7,8). 화

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합성 아스타잔틴의 수요는 1990년 이후로 연간 ＄60-100 

million로 추정되어 진다(9). 하지만 합성 아스타잔틴은 천연 아스타잔틴과 형태가 

다르며 안정성과 항산화력이 더 낮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10).   

재 아스타잔틴을 생성하는 균주로는 효모에선 Phaffia rhodozyma(11), 조류에

서는 Haematococcus pluvialis(12), 해양 미생물로서 Paracoccus  sp. N81106 

(Agrobacteium aurantiacum), Alcaligenes sp. strain PC-1 등이 알려져 있다(13). 

Paracoccus는 그람 음성균으로 호기성이며, 산화효소, 매효소를 가지는 미생물로 

주요 카로티노이드로 아스타잔틴, 아도니잔틴을 생합성한다(14, 15). 송어나 연어등 

양식사업에서의 아스타잔틴 추출공정 없이 바로 섭취 시킬 수 있고, 조류나 곰팡이

에 비해  배양하기 용이하다는 장 이 있지만,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낮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각  받고 있는 아스타잔틴의 산업  이용에 있어 화학 

합성으로 인해 만들어 지는 아스타잔틴에 비해 활성이 좋은 천연 아스타잔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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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생산을 하여 경제  비용이 게 들지만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낮은 

Paracoccus  균주를 감마선 조사를 통해 돌연변이 시켜 생산성이 증가된 돌연변이 

균주를 획득하여  비용으로 아스타잔틴의 산업화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실시하 다.

3   기술 상태의 취약성

천연 아스타잔틴에 한 활성 연구가 국제 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재 아스타

잔틴을 생합성하는 균주로는 효모에선 Phaffia rhodozyma(11), 조류에서는 

Haematococcus pluvialis(12), 해양 미생물로서 Paracoccus sp. N81106 

(Agrobacteium aurantiacum), Alcaligenes  sp. strain PC-1 등이 연구되고 있다

(13).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아스타잔틴이 식품첨가제로 정식으로 승인되어 있으

며 천연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으로 인하여 활성이 낮은 단 에도 불구하고 합성 아

스타잔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물리 , 화학  방법을 사용하여 아스타잔

틴의 생합성이 증가된 균주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이다. 이에 본 연

구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Paracoccus 균주를 돌연변이 시키고 배지 최 화  

외부 자극을 주어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을 증가 시켜 Paracoccus  균주의 산업  이

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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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아스타잔틴을 생산하기 한 방법으로 생합성 방법과 화학  합성 방법이 있다. 

최근 스 스의 호 만-라로췌(F. Hoffman-LaRoche)사에서 아스타잔틴의 화학 합성

법을 개발하 으나, 화학합성으로 제조된 아스타잔틴은 천연 아스타잔틴에 비해 낮

은 생체 흡수율  활성을 보이고, 식품 첨가제로서의 안 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이 허가된 상태이다.  따라서, 천연 아스타잔틴의 합성

법에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아스타잔틴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아스타잔틴

의 제조에 상업  심이 일고 있다.

아스타잔틴을 생합성하는 균주로는 효모인 Phaffia rhodozyma, 녹색조류인 

Haematococcus pluvialis, 그람-양성균인 Brevibacterium 103, Agrobacterium 

aurantiacum, Paracoccus marcusii  Paracoccus carotinifaciens  등이 알려져 있

다. 제 이러한 미생물들이 아스타잔틴의 생합성을 해 연구되어 지고 있으나 낮

은 생산량으로 인해 균주의 개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1-13)

균주개량의 방법으로는 화학 인 방법과 물리 인 방법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며 화학 인 방법으로는 Ethyl Methanesulphonate (EMS), Nitrosoguanidine 

(NTG)와 같은 약품이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물리 인 방법으로 자외선  방사선

에 의한 균주 개발 방법이 사용되어 지고 있으나 돌연변이를 유발함에 있어서 유

자의 제한된 변이로 인해 다양한 균주를 획득할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

를 보완하기 하여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균주 개량방법이 진행되고 있는 추

세이다.

Co-60을 방사능원으로 하는 감마방사선은 화학 인 방법과 달리 세포내에서 다

양한 형태의 변이를 유발하여 강력한 변이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청정변이원이나 

이를 사용하기 해서는 단  방사선 조사시설이 필요하므로 아직까지 감마선에 

의한 변이연구가 국내․외 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감마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 균

주의 개량에 한 연구로 최근 아스타잔틴을 생산하는 효모인 Paffia rhodozyma를 

감마방사선 변이를 유도하여 아스타잔틴 생산성이 증가된 변이주가 개발되었으며

(30), teicoplanin을 생산하는 방선균인 Actinoplanes teicomyceticus을 감마선으로 

돌연변이를 유도하여 그 생산성이 향상된 변이주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감마선 변이에 의해 유도된 아스타잔틴 고 생산성 

Paracoccus  N81106 변이주 개량은 상기의 미생물에서 이루어진 결과와 비교될 수 

있으며, 이로써 감마방사선이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상으로 우수한 변이주를 

확보할 수 있는 청정변이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로써 균주개량에 감마방사선 변



- 4 -

이기술의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재 아스타잔틴을 생산하는 균주로 Haematococcus pluvialis를 사용하고 있는

데 H. pluvialis는 세포벽이 두꺼워 추출  정제 비용이 높게 드는데 본 연구를 통

해 얻어진 변이주의 경우 직 인 섭취가 가능하여 추출  정제의 비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 자 분자진화기술과는 별도로 최근 개발된 유 체 

shuffling 기술은 미생물 균주개량에 새로운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를 해서 

우수균주는 필수  소재이나 우수균주의 확보를 해서는 변이나 미생물 탐색과정

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스타잔틴 생산성이 향상된 

Paracoccus의 변이주는 유 체 shuffling 기술을 용하기에 매우 합한 상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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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1   Paracoccus  균주의 개발

1. 재료  방법

가. Paracoccus 균주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14 ± 1℃)에서 시간당 1 kGy의 선량

율로 각각 0, 0.3, 0.5, 0.7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

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

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조사된 참치 자숙액은 

screw-tube에 하여 4℃에 보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방사선 감수성 측정

 감마선 조사된 시료 1mL을 멸균식염수 9mL로 10배씩 희석하여 각각 Marine 

agar배지에 도말하고 도말한 plate를 25℃에서 48시간 배양한 뒤 콜로니수를 측정하

여 D10값을 측정하 으며, 3 회 반복 측정하 다.

다. 돌연변이 균주의 선발

 MB plate 상에서 확인된 콜로니 에서 육안으로 모균주에 비해 붉은 것을 선

별하여 MB broth에 종하여 25℃에서 3일간 150 rpm으로 배양하고 색소를 추출

하 다. 

라. 아스타잔틴의 추출  분석

아스타잔틴의 생산량을 측정은 Yuan과 Chen(19)의 방법을 인용하여 측정하

다. 2 mL의 배양액을 원심분리기(Centrifuge 5415 D, eppendorf, German)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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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methanol : 

dichloromethane (3:1)용액을 1 mL 첨가하여 20분간 sonication 하여 세포벽을 쇄

하고 색소가 용매에 추출되도록 한 다음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불

순물이 제거된 용매층을 취하 다. HPLC 분석을 하기 해 10 μL의 샘 을 주입

하 고 분리시간은 15분 동안 진행되었다.

HPLC는 agilent사의 1200 series를 이용하 다. column은 Thermo® C-18, 

250×4.6 mm, particle size; 5 μm column(Thermo electron coperation, USA)을 사

용하 고 column 온도는 30℃로 하 다. 이동상으로는 dichloromethane, methanol, 

acetonitrile, water를 비율을 달리하여 용매 A (5 : 85 : 5.5 : 4.5,v/v) 와 용매 B 

(22 : 28 : 45.5 : 4.5,v/v)로 하 다. 각각의 용매는 5분까지 용매 A를 100%로 하

고, 8분까지 용매 B를 100%로 차 으로 올렸다. 그 후 5분 동안 용매 B의 비율

을 100%로 유지한 다음 2분 동안 시작 할 때의 용매 비율과 같게 하 다. 유속은 1 

mL/min이었으며, DAD detector로 480 nm에서 분석하 다. 표 곡선은 아스타잔틴 

(sigma)을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에 활용하 다. 

마. 성장률 측정

균의 성장률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사용하여 

6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배지의 혼탁도를 균의 성장률 척도로 사용하 다. 

배양액을 100 μL 취하여 멸균된 0.9% saline solution 900 μL에 넣어 10배 희석하

여 흡 도를 측정하 고, 멸균된 saline solution을 조구로 사용하여 시료의 측정

값에서 조구의 측정값을 빼주어 혼탁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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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Paracoccus 균주의 방사선 감수성 측정

Paracoccus N81106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1에 제시하 다. 감마선 조사의 선량이 증가할수록 Paracoccus균의 생균수는 

감소하 으며 0.7 kGy이상의 선량에서는 콜로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Paracoccus의 

D10값은 0.24 kGy로 측정되었다.



- 8 -

y = -4.1701x + 7.5573
R2 = 0.9951

0

1

2

3

4

5

6

7

8

0 0.2 0.4 0.6 0.8 1

Irradiation dose (kGy)

C
el

l c
ou

nt
s 

(L
og

 C
FU

/µ
l)

Fig. 1. D10-values of Paracoccus  N81106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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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균주 선별

Paracoccus N81106의 D10값을 이용하여 90-99% 사멸하는 조건의 선량을 조사

하여 돌연변이 균주의 선별을 하 다(Table 1). 3일간 25℃에서 배양 후 colony의 

색을 찰하여 모 균주보다 더 붉은 색을 띄는 균주를 13개 선별하 다. 선별되어

진 13개의 균주를 액체배양하여 아스타잔틴의 농도를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3.87, 5.33, 4.28, 3.77, 4.24, 4.17, 4.91, 4.26, 5.31, 5.32, 4.32  5.50 μg/mL/OD의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보 고 모균주는 0.56 μg/mL/OD의 생산성을 보 다. 따라서 

5.50 μg/mL/OD의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보인 균주를 선택하 다(Fig. 2).

P. rhdozyma가 생성하는 carotenoid의 기능은 singlet oxygen을 제거하여 세포

를 보호한다고 연구(26)되어 있으며, 세포내 oxygen radical은 carotenoid 생합성 효

소를 증가시키거나 활성화 시켜 carotenoid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있다

(27).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oxygen radical의 생성으로 인하여 carotenoid 생합

성 경로의 종결 을 억제하고 빠르게 carotenoid를 생성시키고 이에 따라 활성 산소

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8).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

성되는 oxygen radical이 Paracoccus  N81106의 아스타잔틴 생합성 경로를 변경하

여 돌연변이체의 아스타잔틴 생산성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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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s Growth
astaxanthin 

(μg/mL)

astaxanthin/OD

(μg/mL/O.D.)Mutant 

number
O.D

1 1.88 7.27 3.87

2 1.89 7.38 3.90

3 2.04 7.42 3.64

4 1.50 5.64 3.76

5 1.98 7.39 3.73

6 1.38 5.77 4.18

7 1.50 7.34 4.89

8 1.92 7.17 3.73

9 1.82 7.63 4.19

10 1.30 5.89 4.53

11 1.36 7.27 5.35

12 1.38 5.98 4.33

13 1.45 7.97 5.50

wild strain 1.55 1.33 0.86

Table 1. Screening of astaxanthin concentration of Paracoccus   N81106 wild 
strain and mutant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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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Screening of best mutant in plate (a) and extract astaxanth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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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연변이 균주의 배지 최 화

1. 재료  방법

가. 요요소 선별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에 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측정하기 해서 

Plackett-Burman design (20)을 변형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의 변수로는 5가

지를 실시하 으며 총 36가지의 실험구간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Table 2). 

MgSO4, tryptone, yeast extract, NaCl, (NH4)2SO4를 실험의 변수로 사용하 고 

각각 low level (-1), midium level (0)  high level (1)로 하여 농도를 달리하 다

(Table 3). 실험결과를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여 실험의 변수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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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Runs

Code levels

X1 X2 X3 X4 X5

1 -1 -1 -1 -1 -1

2 -1 -1 -1 -1 1

3 -1 -1 -1 1 -1

4 -1 -1 -1 1 1

5 -1 -1 1 -1 -1

6 -1 -1 1 -1 1

7 -1 -1 1 1 -1

8 -1 -1 1 1 1

9 -1 1 -1 -1 -1

10 -1 1 -1 -1 1

11 -1 1 -1 1 -1

12 -1 1 -1 1 1

13 -1 1 1 -1 -1

14 -1 1 1 -1 1

15 -1 1 1 1 -1

16 -1 1 1 1 1

17 1 -1 -1 -1 -1

18 1 -1 -1 -1 1

19 1 -1 -1 1 -1

20 1 -1 -1 1 1

21 1 -1 1 -1 -1

22 1 -1 1 -1 1

23 1 -1 1 1 -1

24 1 -1 1 1 1

25 1 1 -1 -1 -1

26 1 1 -1 -1 1

27 1 1 -1 1 -1

28 1 1 -1 1 1

29 1 1 1 -1 -1

30 1 1 1 -1 1

31 1 1 1 1 -1

32 1 1 1 1 1

33 0 0 0 0 0

34 0 0 0 0 0

35 0 0 0 0 0

36 0 0 0 0 0

Table 2. Experimental design of Plackett-Burm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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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variable
Spaced levels (g/L)

-1 0 1

X1 MgSO4 0 0.5 1

X2 Tryptone 0 0.25 0.5

X3 Yeast extract 0.5 1 1.5

X4 NaCl 1 2 3

X5 (NH4)2SO4 0.5 1 1.5

Table 3. Level of Fiv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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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된 요 요소에 의한 배지 최 화

아스타잔틴의 최  생산성을 보여주는 배지 조성을 최 화하기 해 반응표면

분석법(RSM)(21)을 이용하 다. 배지조성에 한 실험계획은 심합성계획 

(Central composite design; CCD)(22)을 사용하 으며, 반응표면분석을 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23)를 사용하 다. 심 (Center Point; CP)을 잡

기 해 steepest ascent experiment(SAE)를 하 으며, SAE는 Plackett-Burman 

design 결과 요 변수로 나타난 변수 2개  3개를 사용하여 농도를 변화시켜 실

험하 고(Tables 4, 5), SAE결과 최 값을 얻었을 때의 변수를 심 으로 하여 변

수를 각각 5개의 다른 농도로 변화를 주었으며 총 16개의 실험구간을 나타내었다

(Tables 6, 7). 

16개의 실험군은 각각 3반복 하여 실험하 으며 이에 따른 모델식은 다음과 같

다(식 1).

Y= β0 + β1X1 + β2X2 + β12X1X2 + β11X1
2
 + β22X2

2
  ․․․․․․․ (식 1)

Y는 아스타잔틴의 생산량이고 X
1
과 X

2
는 MgSO4․7H2O와 yeast extract 농도

의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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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change value

Code levels Real variable

x1 x2
X1
a
 MgSO4

(g/L)

X2
b 
yeast extract

(g/L)

Center point 0 0 0 0

△ 1 1 0.5 1

Center point+△ 1 1 0.5 1

Center point+2△ 2 2 0 2

Center point+3△ 3 3 1.5 3

Center point+4△ 4 4 2 4

Center point+5△ 5 5 2.5 5

Table 4. Design of the steepest ascent experiment from wild strain

a 
X1 : X1 = 0 + x1 × 0.5

b 
X2 : X2 = 0 + x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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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change value

Code levels Real variable

x1 x2 x3
X1
a
 MgSO4

(g/L)

X2
b
 NaCl

(g/L)

X3
c yeast 
extract

(g/L)

Center point 0 0 0 0 0 0

△ 1 1 1 1 5 5

Center point+△ 1 1 1 1 5 5

Center point+2△ 2 2 2 2 10 10

Center point+3△ 3 3 3 3 15 15

Center point+4△ 4 4 4 4 20 20

Center point+5△ 5 5 5 5 25 25

Table 5. Design of the steepest ascent experiment from mutant strain

a
X1 : X1 = 0 + x1 × 1

b
X2 : X2 = 0 + x2 × 5

c
X3 : X3 = 0 + x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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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evels Real variables

x1 x2
X1
a
 MgSO4

(g/L)

X2
b
 Yeast extract

(g/L)

-1 -1 1 3.5

1 -1 4 3.5

-1 1 1 6.5

1 1 4 6.5

0 0 2.5 5

0 0 2.5 5

-α 0 0.397 5

α 0 4.621 5

0 α 2.5 2.879

0 -α 2.5 7.121

0 0 2.5 5

0 0 2.5 5

Table 6. The experimental design of the CCD from wild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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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evel Real variables

x1 x2 x3
X1
b
MgSO4

(g/L)

X2
c
 NaCl

(g/L)

X2
c
 Yeast extract

(g/L)

-1 -1 -1 2 10 10

-1 -1 1 2 10 20

-1 1 -1 2 20 10

-1 1 1 2 20 20

1 -1 -1 4 10 10

1 -1 1 4 10 20

1 1 -1 4 20 10

1 1 1 4 20 20

-α 0 0 1 15 15

α 0 0 5 15 15

0 -α 0 3 5 15

0 α 0 3 25 15

0 0 -α 3 15 5

0 0 α 3 15 25

0 0 0 3 15 15

0 0 0 3 15 15

Table 7. The experimental design of the CCD from mutant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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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실험 디자인을 이용한 요 요소 선택

분류 변수 설계를 한 각 변수의 범 와 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 다. 일

부의 무기염이 carotenoids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29)에 따라 MgSO4․7H2O, 

(NH4)2SO4의 무기염과 LB의 배지조성인 tryptone, yeast extract, NaCl을 각각을 

독립변수로 두어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측정하여 아스타잔틴 생산성에 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 다. 모균주의회귀분석을 통한 요 변수를 확인한 결과 MgSO4․

7H2O, tryptone, yeast extract, NaCl, (NH4)2SO4의 t-값이 각각 2.805, 2.430, 2.447, 

0.402  0으로  MgSO4․7H2O와 yeast extract가 아스타잔틴 생성의 주요 변수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돌연변이 균주의 회귀분석을 통한 요 변수를 확인한 결과 

MgSO4․7H2O, tryptone, yeast extract, NaCl, (NH4)2SO4의 t-값이 각각 3.276, 

0.514, 2.947, 3.914  0.841로  MgSO4․7H2O, NaCl  yeast extract가 아스타잔틴 

생성의 주요 변수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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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runs

Code levels astaxanthin production (μg/mL)

X1 X2 X3 X4 X5 wildstrain mutant strain

1 -1 -1 -1 -1 -1 0.26 ± 0.00 0.70 ± 0.01

2 -1 -1 -1 -1 1 0.28 ± 0.01 0.41 ± 0.01

3 -1 -1 -1 1 -1 0.29 ± 0.00 0.63 ± 0.00

4 -1 -1 -1 1 1 0.29 ± 0.00 0.32 ± 0.04

5 -1 -1 1 -1 -1 0.33 ± 0.01 0.55 ± 0.04

6 -1 -1 1 -1 1 0.31 ± 0.00 0.40 ± 0.02

7 -1 -1 1 1 -1 0.39 ± 0.02 0.53 ± 0.02

8 -1 -1 1 1 1 0.41 ± 0.02 0.29 ± 0.02

9 -1 1 -1 -1 -1 0.31 ± 0.00 1.06 ± 0.01

10 -1 1 -1 -1 1 0.31 ± 0.01 0.59 ± 0.03

11 -1 1 -1 1 -1 0.33 ± 0.01 2.08 ± 0.02

12 -1 1 -1 1 1 0.33 ± 0.01 0.53 ± 0.01

13 -1 1 1 -1 -1 0.56 ± 0.05 1.30 ± 0.05

14 -1 1 1 -1 1 0.56 ± 0.01 0.55 ± 0.03

15 -1 1 1 1 -1 0.63 ± 0.02 1.72 ± 0.01

16 -1 1 1 1 1 0.66 ± 0.03 0.31 ± 0.01

17 1 -1 -1 -1 -1 0.51 ± 0.07 1.15 ± 0.01

18 1 -1 -1 -1 1 0.46 ± 0.03 1.08 ± 0.02

19 1 -1 -1 1 -1 0.46 ± 0.02 1.07 ± 0.01

20 1 -1 -1 1 1 0.47 ± 0.02 1.07 ± 0.03

21 1 -1 1 -1 -1 0.45 ± 0.04 0.61 ± 0.01

22 1 -1 1 -1 1 0.46 ± 0.05 0.58 ± 0.02

23 1 -1 1 1 -1 0.50 ± 0.01 0.71 ± 0.02

24 1 -1 1 1 1 0.46 ± 0.01 0.92 ± 0.01

25 1 1 -1 -1 -1 0.50 ± 0.02 0.62 ± 0.01

26 1 1 -1 -1 1 0.51 ± 0.01 0.66 ± 0.03

27 1 1 -1 1 -1 0.50 ± 0.02 0.67 ± 0.01

28 1 1 -1 1 1 0.52 ± 0.02 0.71 ± 0.01

29 1 1 1 -1 -1 0.52 ± 0.04 0.87 ± 0.02

30 1 1 1 -1 1 0.50 ± 0.04 0.60 ± 0.01

31 1 1 1 1 -1 0.39 ± 0.01 0.72 ± 0.01

32 1 1 1 1 1 0.40 ± 0.01 0.63 ± 0.01

33 0 0 0 0 0 0.40 ± 0.01 0.77 ± 0.01

Table 8. Result of the Plackett-Burm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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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배지 최 화

SAE의 결과를 Fig. 3에 제시하 다. 모 균주의 아스타잔틴의 최 생산량은 

0.60 μg/mL 로 X1 = 2.5 g/L, X2 = 5 g/L 즉, MgSO4가 2.5 g/L, yeast extract가 5 

g/L일때 가장 많은 아스타잔틴을 생산하 고, 돌연변이 균주의 아스타잔틴의 최

생산량은 0.82 μg/mL 로 X1 = 3.0 g/L, X2 = 15.0 g/L  X3 = 15.0 g/L 즉, 

MgSO4가 3.0 g/L, NaCl이 15 g/L  yeast extract가 15.0 g/L일때 가장 많은 아

스타잔틴을 생산하 다. 이때의 변수값을 심 으로 하여 CCD 실험설계를 실시 

하 다(Tables 9 and 10). 모 균주의 MgSO4와 yeast extract의 농도를 설명변수로 

하고, 실험으로 얻은 astaxathin의 생산량을 반응변수로 하여 반응표면분석을 실시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모델식을 얻었다 (식 1). 

Y1= 0.5944 - 0.0060 × X1 + 0.0360 × X2 - 0.0066 × X1
2
 + 0.0089 × X1 × X2 

- 0.00058 × X2
2                                           

(식 1)

Y1는 아스타잔틴의 농도를 상해주며, X1, X2는 MgSO4와 yeast extract 농도

가 coding된 값을 나타낸다. 측정계수(R
2
)는 아스타잔틴 생산성이 0.894로 계산되었

다. 이는 실험설계 한 아스타잔틴 생산성 설계와 89.4%의 합성을 보 음을 의미

한다. 

   돌연변이균주의 MgSO4, NaCl  yeast extract의 농도를 설명변수로 하고, 

실험으로 얻은 astaxathin의 생산량을 반응변수로 하여 반응표면분석을 실시한 결

과 다음과 같은 모델식을 얻었다 (식 2). 

Y1= -0.3567 + 0.7717X1 + 0.1367X2 + 0.1524X3 – 0.0954X1
2 
– 0.0228X1X2 - 

0.0027X2
2
 + 0.0294X1X3 - 0.0006 X2X3 – 0.0066 X3

2            
(식 2)

Y1는 아스타잔틴의 농도를 상해주며, X1, X2  X3는 MgSO4, NaCl  yeast 

extract 농도가 coding된 값을 나타낸다. 측정계수(R
2
)는 아스타잔틴 생산성이 0.907

로 계산되었다. 이는 실험설계 한 아스타잔틴 생산성 설계와 90.7%의 합성을 보

음을 의미한다. R
2
값은 항상 0과 1사이에 존재하며, R

2
값 〉 0.75 일 때 바람직한 

실험설계를 하 다고 할 수 있다. 

  모균주의 MgSO4와 yeast extract, 아스타잔틴의 계를 악하기 해 Fig. 4

와 같이 3차원 그래   윤곽 그래 로 표 하 다. 윤곽 그래 (Fig. 4a)와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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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Fig. 4b)를 통해서 아스타잔틴의 생산량에 따른 MgSO4와 yeast extract의 

상 계를 악할 수 있었다. yeast extract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스타잔틴의 생

산량이 증가하 으며, yeast extract가 증가할수록 MgSO4 한 증가하여야 아스타

잔틴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아스타잔틴 생산에 가장 많

은 향을 주는 변수는 yeast extract이었으며, MgSO4는 일정 농도에서 아스타잔틴

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지만, 일정 농도 이상의 MgSO4 첨가 시 아스타잔틴의 생

산량이 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반응표면분석으로 측된 정상 은 안장 으로 능

선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스타잔틴의 최  생산량은 0.925 μg/mL이 고 이때의 

MgSO4  yeast extract의 농도는 각각 2.83 과 7.02 g/L으로 나타났다. 돌연변이 

균주의 MgSO4, NaCl  yeast extract, 아스타잔틴의 계는 다음과 같았다(Fig. 

5). 윤곽 그래 (Fig. 5a)와 3차원 그래 (Fig. 5b)를 통해서 아스타잔틴의 생산량에 

따른 MgSO4, NaCl  yeast extract의 상 계를 악한 결과 아스타잔틴의 최  

생산량은 3.701 μg/mL이었고 이때의 MgSO4, NaCl  yeast extract의 농도는 각각 

4.53, 10.03  7.02 g/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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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evels Response value

x1 x2 y astaxanthin (μg/mL)

-1 -1 0.721 ± 0.002

1 -1 0.672 ± 0.001

-1 1 0.858 ± 0.002

1 1 0.889 ± 0.002

0 0 0.840 ± 0.001

0 0 0.802 ± 0.003

-α 0 0.767 ± 0.001

α 0 0.852 ± 0.001

0 α 0.734 ± 0.002

0 -α 0.924 ± 0.003

0 0 0.809 ± 0.001

0 0 0.789 ± 0.001

Table 9. Result of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of the wild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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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evel Response value

x1 x2 x3 y astaxanthin (μg/mL)

-1 -1 -1 2.863 ± 0.001

-1 -1 1 2.384 ± 0.002

-1 1 -1 2.626 ± 0.002

-1 1 1 2.396 ± 0.001

1 -1 -1 3.065 ± 0.001

1 -1 1 3.621 ± 0.004

1 1 -1 2.884 ± 0.002

1 1 1 3.183 ± 0.003

-α 0 0 2.484 ± 0.001

α 0 0 3.337 ± 0.000

0 -α 0 3.293 ± 0.001

0 α 0 3.036 ± 0.002

0 0 -α 2.461 ± 0.002

0 0 α 2.892 ± 0.001

0 0 0 3.434 ± 0.001

0 0 0 3.484 ± 0.001

Table 10. Result of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of the mutant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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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lot of the steepest ascent experiment. (a, wild strain. b, mutant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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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hree-dimensional plot and corresponding contour plot of CCD of the 
wild strain (a, the contour plot. b, the three-dimensiona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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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hree-dimensional plot and corresponding contour plot of CCD of the 
mutant strain. (a, the contour plot. b, the three-dimensiona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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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과 방사선 자극에 의한 아스타잔틴 생산성

1. 재료  방법

가. 빛의 자극에 의한 아스타잔틴 생산성 측정

빛의 세기는 빛의 기간 IL, 주 수 Φ   의무 주기 D 동안에 배양용기의 표면

에 충돌하는 자수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24). 빛의 세기는 0, 12 (LED)  

36 (형 ) μmol m-2 s-1이었다. 빛의 세기는 (MIR-100C; SSC, Mie)를 사용하여 측

정하 으며 단 는 μmol m-2 s-1로 단 시간 당 단  넓이를 통과하는 양자의 수

로 표 하 다.

나. 감마선 자극에 의한 아스타잔틴 생산성 측정

Paracoccus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를 MB와 LB 배지에 OD를 1로 하여 각각 

100 μL씩 도말하여 감마 이트론에서 25℃, 75%의 습도에서 4일동안 배양하 다. 

감마선 조사는 42.09, 59.00, 90.53, 156.98  338.10 mGy/h의 선량율로 각각 24, 48, 

72, 96시간 조사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용

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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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빛의 자극으로 인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 비교 결과

빛을 12 μmol m-2s-1과 36 μmol m-2s-1의 세기로 스트 스를 주었을 때의 모 균

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 6  7에 제시 하

다. 모 균주는 12에서 control 보다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증가하 고, 36에서는 

생산성이 감소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LB 배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증가

하 다. 빛의 세기에 따라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12에

서는 control보다 생산성이 낮았다. 돌연변이 균주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MB 

배지에서는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감소하 으나 LB 배지에서는 아스타잔틴의 생

산성이 증가하 다. 한 빛의 세기에 따라 최종 으로는 아스타잔틴의 생상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B 배지에서의 모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아스

타잔틴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배지의 양분을 소모하여 pH가 낮아져 균이 사멸

함에 따른 낮아짐이라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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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ductivity of astaxanthin of Paracoccus  wild strain from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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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ductivity of astaxanthin in Paracoccus  mutant strain by the light 
intensity and different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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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 자극으로 인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 비교 결과

모 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의 감마선 스트 스에 의한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을 측

정하 다(Fig. 8 and 9). 모 균주의 감마선 스트 스 결과 control, 338.10, 156.98, 

90.53, 59.00  42.09 mGy/h의 선량률에서 각각 0.035, 0.052, 0.053, 0.045, 0.041  

0.038 μg/mL/OD의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보 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타잔틴의 생

산성이 감소하 으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안았다. 가장 높은 아스타잔틴의 생

산성을 가지는 선량율은 156.98 mGy/h 다. 돌연변이 균주의 감마선 스트 스 결과 

control, 338.10, 156.98, 90.53, 59.00  42.09 mGy/h의 선량률에서 각각 0.138, 

0.137, 0.141, 0.124, 0.125 and 0.127 μg/mL/OD의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보 다. 시

간이 지날수록 아스타잔틴의 생산성이 증가하 으며 최종 으로는 338.10 mGy/h의 

선량율에서 가장 높은 아스타잔틴 생산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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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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