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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기능 조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화  기능 조

을 통하여 단백질의 활성  기능 개선을 한 방사선의 새로

운 활용 범 를 제시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미생물에서 방사선 반응과 련이 있는 분자 샤페론 단백질을 

동정하고, 장균에서 재조합단백질을 순수 분리 정제

     ○ 분자 샤페론 단백질을 동정 (2종)

     ○ 유 자 클로닝  재조합 단백질의 순수 분리

   2.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환 유효 선량 

확립

     ○ (1 kGy 미만)  고 의 감마선(2~500 kGy)을 조사

하여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환 조사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기능 변화 조사

     ○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샤페론 단백질의 활성 변화 조사

   4.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 단백질 기 동(SDS-PAGE, non-reducing PAGE, native 

PAGE)을 통한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통하여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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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퍼옥시 독신의 샤페론 활성은 15-30 kGy의 감마선 조사선량

에서 극 화(3배 이상)되며,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냄

    2.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peroxidase 활성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임

    3. 감마선 조사에 의한 퍼옥시 독신(PP1084, PA3529) 단백질의 

구조 변화

      ○ 감마선 조사에 의한 퍼옥시 독신(PP1084, PA3529) 단백질

의 분자화

      ○ 감마선 조사에 의한 퍼옥시 독신의 beta-sheet와 random 

coil 구조의 증가

      ○ 감마선 조사에 의한 퍼옥시 독신의 alpha-helix와 turn 구

조의 감소

      ○ 샤페론 활성 증가는 샤페론 활성에 여하는 소수성

(hydrophobicity) 증가와 연 성이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 범  확 에 기여

    ○고기능성 단백질  생물 소재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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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for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regulation of chaperon 

protein by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e this project provides new application areas for 

radiation technology for improvement of protein activities using 

radiation through the structural changes and functional regulations 

of molecular chaper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Isolation of molecular chaperon proteins related radiation 

response from Psedomonads and purification of recombinant 

protein from E. coli.

     ○ Identification of molecular chaperon proteins

     ○ Gene cloning and purification of recombinant protein

   2.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irradiation dose for the 

structural changes of chaperon protein 

     ○ Elucidation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molecular chaperon  

by gamma irradiation

   3. Elucidation of the functional changes of molecular chaperon 

by gamma irradiation 

     ○ Investigation of the functional changes of mole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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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erone exposed to gamma rays  

   4.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molecular chaperon by 

gamma irradiation

     ○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nge by protein electrophoresis 

(reducing SDS-PAGE, non-reducing SDS PAGE, native 

PAGE)

     ○ Analysis and fractionation of the irradiated protein using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Ⅳ. Result of Project

   1. The chaperon activities of 2-Cys peroxiredxin show the 

maximum (about 3 times) at 15-30 kGy of gamma irradiation, 

but they were reduced greater than 30 kGy of gamma rays

   2. The peroxidase activities show a tendency to decrease with 

increasing gamma irradiation 

   3. The structural change of peroxiredoxin (PP1084 and PA3529) 

by gamma irradiation

      ○ The formation of low molecular weight complexes or 

fragmentation of peroxiredoxin by gamma irradiation

      ○ The increase of beta-sheet and random coil by gamma 

irradiation

      ○ The decrease of alpha-helix and turn by gamma 

irradiation

      ○ Increased chaperon activity is related with increased 

hydrophobicit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Expanded application areas of radiation thechnology

  ○ The development of high functional proteins or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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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 연구개발의 목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화  기능 조 을 통하

여 단백질의 활성  기능 개선을 한 방사선의 새로운 활용 범 를 제시

하고자 함.

제 2 .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가. 생물재료에 한 방사선 처리는 의약용 살균  식품 조사 분야에 주

로 이용되었다. 방사선 살균법은 감마선의 특징인 강력한 투과력에 

의해 제품의 어떠한 완포장 형태라도 살균처리가 가능하며, 제품의 품

온을 상승시키지 않는 냉동살균법으로 가열처리가 불가능한 제품  

단백질의 살균에 매우 효과 이다. 한 화학 훈증제 처리와는 달리 

유해성분의 잔류  독성이 없으며, 미생물  해충의 살균, 살충이 

확실하며 살균 공정 리가 정확하다는 것등 많은 장 이 있다.

  나.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폴리머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radiolysis에 의해 

생성된 산소 라디칼에 의해 단백질의 단편화, cross-linking, 응집

(aggregation)  산화 등을 유발한다. 특히,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단백

질 구조상의 변화는 단백질의 농도, 산소의 존재 유무, 단백질의 4차

원 구조와 같은 다양한 인자에 의해 향을 받는다. 단백질은 산소 

라디칼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분해되는데, 수용액 단백질에 방사선

을 조사하면  hydroxyl 라디칼(OH․)과 superoxide anion 라디칼(O2

-
․)이 생성되고, 생성된 라디칼과 연쇄반응하여 단백질의 1차 구조를 

변화시켜 결과 으로 2차 구조  3차 구조를 괴시킨다.

  다. 일반 으로 방사선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공유결합을 끊어 분자 수

에서 비가역 인 변화를 야기한다. 산소라디칼에 단백질의 노출은 결

과 으로 무작  는 무작 이지 않은 단편화를 야기하며,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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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록시 라디칼 형태로 산소와 α-탄소 라디칼의 반응에 여한

다. 수용액에서 단백질의 단편화는 아미노산의 부분 은 형태, 즉 

radiolysis 생성물의 근성과 1차 인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향을 

받는다. 로 bovine serum albumin(BSA)의 경우 proline 잔기의 산

화  손상에 의해 분해되어 특이 인 단백질 단편화가 만들어진다.

  라.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가교  응집 상이 일어나는데, 

공유결합에 의한 가교는 방사선 조사 후 수용액 속에서 자유 아미노

산과 단백질 는 펩타이드와 단백질 사이에서 형성된다. 방사선 조

사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단백질 구조의 변화는 단백질 분자의 성질 

변화 측정을 통하여 다양한 단백질 시스템에서 찰된다. 하지만 

재까지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단편화 상  이에 한 연

구는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가교, 응집  고분자화에 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방사선에 의한 단백질의 고분자화  

활성 개선에 한 연구는 무하다. 

  마.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샤페론 단백질의 고분자

화 형성 메카니즘과 방사선 향을 조사함으로써 방사선 조사에 한 

기 인 학문 연구 제공하고 더불어 방사선의 범 한 활용을 도모

하기 해서 본 과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경제․산업  측면

  가. 폭발 인 세계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경작지 감소, 기

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지역확   세계 인 물부족 상, 

곡물의 바이오에 지화, 신흥경제성장국의 육류 소비증가 등으로 인

하여 인류는 심각한 식량자원 고갈에 따른 단백질의 부족 상은 곧 

실화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여 미이용 자원 에서 단

백질 자원 활용 극 화 방안뿐만 아니라 유용 단백질의 기능  효율

을 높이는 연구가 병행 진행되어야 필요가 있다.

  나. 방사선을 통한 미이용  폐단백질 자원 활용 극 화  유용 단백질 

기능  효율 개선 기술 개발을 통하여 폐자원의 활용과 환경오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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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  고부가부가치 의료용  식용 단백질 산업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3. 사회․문화  측면

  가. 방사선이용 기술의 확 와 고부가가치 산업  용을 통해 친환경 방

사선 기술의 국민  친화력 증 를 유도하고 방사선 이용의 정  인

식 제고와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

다.



- 4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활용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즉 재료가공 분

야(고부가가치 고분자 재료, 용량 고 압 력반도체, 나노물질 제조, 

속/고분자 등의 표면 개질, 새집증후군 유해가스 제거 건축내장재, 

LCD 박막 착제 경화), 멸균처리 분야(농산물, 육가공품 멸균, 일회용 

의료용구 멸균, 생용품, 거즈, 밴드 멸균, 곡물 표면 멸균/살충), 환경정

화 분야(폐수정화, 기오염물질 제거, 다이옥신 제거) 등에 활용되어 왔

다.

2. 최근에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페단백질 자원인 참깨박으로부터 불용성 

단백질의 분리 효율성 증 , 돈피 콜라겐의 분자화를 통한 면역, 항균, 

항 , 항산화, 항고 압 효과 등의 생리활성을 가지는 콜라겐 유래 기

능성 올리고펩타이드의 제조, 탈회골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골형성 

단백질의 방출능이 향상된 탈회골의 생산, 그리고 계란 알러지를 유발하

는 오발부민(ovalbumin)이라는 단백질을 방사선 조사를 통해 단백질 구

조를 변화시켜 알러지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연구 등 단백질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이다. 

3. 한, 열에 민감한 단백질의 살균에 방사선 조사 기술이 이용이 되는데,  

10 kGy의 감마선 조사  14 kGy의 자선 조사를 통하여 인슐린 단백

질의 살균에 방사선 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4. 단백질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생성된 라디칼이 연쇄반응하여 단백질 

분자가 고분자화 는 단편화 되고, 단백질의 구조 변화나 구성 아미노

산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상된다. 

5. 하지만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생체 내 단백질 활용 인 면에서 아직도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단백질이 단편화

가 아닌 합체(oligomer)가 생성되며, 생성된 합체가 자신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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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6. 본 연구를 하여 열, 산화스트 스, UV  방사선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해 야기되는 스트 스로부터 방어하기 한 방어 단백질의 일종인 

2-Cys peroxidase (Prx) 단백질을 이용하 다. 2-Cys Prx 단백질은 일

반 으로 분자 합체(이량체  decamer)로 존재하며 peroxidase로서

의 효소 활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외부로 부터 열충격이나 과도한 산화

 스트 스에 노출되게 되면 분자 합체에서 고분자 합체(high 

molecular comlex)로 구조가 변화되며, 고분자 합체는 peroxidase 활성

이 아닌 손상된 단백질을 보호하는 분자 샤페론 활성을 나타낸다. 그래

서 분자 합체는 peroxidase로서 주 역할을 하고, 고분자 합체는 샤

페론으로서 기능을 하게되며 생체내에서 가역 으로 구조 변환이 조

되게 된다. 2-Cys Prx가 구조 의존 으로 peroxidase  샤페론 활성을 

나타내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 변화  활성 조  연구

를 하여 매우 합한 단백질일 것이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Cys Prx 단백질을 이용하여 방사선에 조사에 

의한 단백질 구조 변화 ( 합체 형성  분해) 유효 선량을 조사하고 구

조 변화  기능 변화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 효과에 한 학문

인 기  자료를 제공  방사선 이용의 폭을 넓이고자 한다.

제 2 . 기술상태의 취약성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 변환  활성 변환 기술은 재 우리

나라가  세계 으로 leading 그룹에 속하며 이와 련 연구에 한국원자

력연구원이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하지만 방사선 조사를 활용한 재료가공, 멸균처리, 환경정화 분야에 편

이 되어 있어 생체 거  분자인 단백질 활용 분야에 방사선 기술 이용 연

구는 살균 분야에 편 이 되어 있어 단백질 활용  기능 개선 등을 한 

생리활성 연구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단백

질이 단편화가 아닌 합체(oligomer)가 만들어 지며, 이런 합체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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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제 3 . 앞으로의 망

1. 방사선을 이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변화 시켜 안정 이고 활성  기능이 

개선된 단백질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

여 다른 고부가가치 의료용  식용 단백질의 용에 한 새로운 기틀

을 마련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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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 연구수행내용

1. 미생물에서 방사선 반응과 련이 있는 분자 샤페론 단백질을 동정하고, 

장균에서 재조합단백질을 순수 분리 정제

  가. 분자 샤페론 단백질을 동정 (2종)

  나. 유 자 클로닝  재조합 단백질의 순수 분리

2.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환 유효 선량 확립

  가. (1 kGy 미만)  고 의 감마선(2-500 kGy)을 조사하여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환 조사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기능 변화 조사

  가.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샤페론 단백질의 활성 변화 조사

  

4.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가. 단백질 기 동(SDS-PAGE, non-reducing PAGE, native PAGE)을 

통한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나.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통하여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분획

 

제 2 . 연구수행결과

1. 미생물에서 방사선 반응과 련이 있는 분자 샤페론 단백질을 동정하고, 

장균에서 재조합단백질을 순수 분리 정제

  가. 분자 샤페론 단백질을 동정 (2종): 병원성 토양미생물인 Pseudomonas 

putida KT2440으로부터 disulfide bond 단백질만을 분리 하고, 산화 스

트 스  감마선(0.5 mM hydrogen peroxide, 30 Gy gamma ray)에  

반응하는 disulfide bond 단백질만을 선택 으로 분리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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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25개의 단백질 band를 분리하 고, 복되지 않는 19개의 

disulfide bond 단백질을 동정하 다(표 1). 그 에서 dual function(항

산화 활성과 샤페론 활성)을 가지 것이라 상되어진 peroxiredoxin 유

자인 PP1084를 선택하 고, 병원성 미생물인 Pseudomonas 

aeruginosa PAO1에 존재하는 상동유 자(homologous gene)인 

PA3529(PaPrx, 그림 2)를 선택하여 유 자 클로닝  장균에서 재

조합 단백질을 순수 분리 정제하여 감마선에 한 구조  기능 변화 

연구를 수행하 다.

  나. 유 자 클로닝  재조합 단백질의 순수 분리

    (1) PRX  유 자는 각각 Pseudomonas aeruginosa  PAO1과 

Pseudomonas putida KT2440의 genomic DNA로부터 합효소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획득한 2 종류의 

PRX  유 자는 클로닝 벡터인 pGEMT-easy 벡터에 삽입하고 염기

서열 분석을 이용하여 두 유 자의 염기서열을 확인하 다. 그리고, 

발  벡터인 pRSETa 벡터의 다  제한효소 클로닝 부

(multi-cloning site)상의 제한효소 자리에 각각의 유 자를 서  클

로닝(sub-cloning)하 다(그림 3). 그 후, Prx 단백질(PP1084와 

PA3529)의 발 과 순수분리 정제를 하여, pRSETa 벡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E. coli(KRX strain; Promega, USA)에 0.2% L-rhamnose

를 사용하여 발 을 유도하 다(그림 4).

    (2) PP1084  PA3529 단백질의 발  유도: PP1084 클론  PA3529 클

론을 5 ㎖의 LB(uria-Bertani)배지가 들어있는 15 ㎖ test-tube에 

1/100으로 종균배양을 종하고, 30℃에서 120 rpm으로 배양하 다. 

OD 600nm에서 그 수치가 0.4가 될 때까지 배양한 후, 발  유도를 

하여 최종 0.2%의 20% L-rhamnose를 첨가하고, 37℃에서 120 

rpm으로 2시간 배양하 다. 1 ㎖의 L-rhamnose에 의해서 발 이 유

도된 세포를 4℃, 6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수득하고, 

SDS- 기 동(SDS-PAGE)을 통하여 PP1084와 PA3529 단백질의 

과발 을 확인하 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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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RX 단백질의 정제: pRSETa 발 벡터에 클로닝된 2 종류의 Prx 

단백질(PP1084와 PA3529)를 량생산하기 하여, pRSETa 벡터 

시스템에 클로닝된 PP1084와 PA3529 각각의 유 자를 장균(E. 

coli) 시스템을 이용하 다. PP1084 클론  PA3529 클론을 400 ㎖

의  LB(Luria-Bertani)배지가 들어있는 2 ℓ 삼각 라스크에 1/100

으로 종균배양을 종하고, 30℃에서 120 rpm으로 배양하 다. OD 

600nm에서 그 수치가 0.4가 될 때까지 배양한 후, 최종 0.2%의 

20% L-rhamnose를 첨가하고, 30℃에서 120 rpm으로 배양하 다. 

L-rhamnose에 의해서 유도된 세포를 4℃, 6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수득하고, 0.02% triton X-100이 첨가된 바인딩 버퍼

(binding buffer)[20 mM Tris-HCl(pH 7.5), 0.5 M NaCl, 5 mM 

Imidazole]을 이용하여 탁한 후, 냉동보 하 다. 음  분쇄기

(Sonicator)를 이용하여 세포를 용해시킨 후, 용해물을 4℃, 15000 

rpm에서 4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을 분리하 다. 미리 평

형(equilibration)시킨 NTA-킬 이트 진(NTA-chelate resin; 

peptron, daejeon, korea)에 상기 세포 용해물을 첨가한 후, 4℃에서 

1시간 이상 rotating wheel에서 교반하여 진에 결합하도록 하

다. 교반이 끝난 후, 4℃, 1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진과 상등액을 분리하 다. 워시 버퍼(wash buffer)[20 mM 

Tris-HCl(pH 7.5), 0.5 M NaCl, 50 mM Imidazole]을 첨가하고, 20 

~ 30 분 동안 4℃에서 1시간 이상 로테이  휠에서 교반하여 상등

액을 제거하는 세척과정을 5회 반복한 후, 단백질을 용리버퍼

(elution buffer)[20 mM Tris-HCl(pH 7.5), 0.5 M NaCl, 200~400 

mM Imidazole]로 추출하 다. 순수분리된 단백질은 50 mM Hepes 

(pH 8.0)을 이용하여 3회 반복 3회 투석(Dialysis)하여 버퍼를 교환

하고, 센트리콘(centricon)으로 농축하 으며, 실험하기 까지 -8

0℃에서 냉동보 하 다.

    (4) SDS-PAGE를 이용한 정제된 Prx 단백질의 확인: 정제된 단백질을 

확인하기 하여 SDS-PAGE를 이용하여 순수분리된 Prx 단백질의 

순도(purity)와 농도(concentration)를 확인하 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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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병원성 토양미생물인 Pseudomonas putida  KT2440으로부터 이황

화결합을 하는 단백질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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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황화단백질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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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P1084(PpPrx)와 다양한 peroxiredoxin과의 염기서열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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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백질 발 벡터인 pRSETa에 Prx 유 자(PP1084와 PA3529)의 클

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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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균(KRX strain)에서 PP1084와 PA3529 단백질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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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환 유효 선량 확립

  가. (1 kGy 미만)  고 의 감마선(1 kG ~ 500 kGy)을 조사하여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환 조사: 1 kGy 미만의 감마선을 조사하

을 경우, PP1084와 PA3529 단백질들의 구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1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단백질의 구조 변화 

 활성 변화를 측정하기로 하 다.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기능 변화 조사

  가.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샤페론 단백질의 활성 변화 조사

    (1) Prx 단백질(PP1084, PA3529)의 샤페론 활성 측정: 일반 인 로, 

단백질이 스트 스(산화 스트 스, heat 스트 스)에 노출되면 변성

(denaturation)되어  있든 3차 구조가 일부 풀어지게 되고, 소수

성의 아미노산 잔기들이 노출되며, 이러한 과정이 심화되어 변성된 

단백질들이 불규칙 으로 뭉쳐 응집체(aggregates)로 변하게 되어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없어지게 된다. 이때, 샤페론

(chaperon) 단백질은 스트 스에 의해 일부 풀어진 단백질의 소수성 

아미노산에 결합하여 aggregates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원래의 3차원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갖는

다. 분자 샤페론 활성은 holdase와 foldase 활성으로 구별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샤페론 기능  홀다제의 기능을 분석하 다. Holdase의 

기능 분석은 열(heat) 스트 스에 민감한 malate 

dehydrogenase(MDH)를 43℃로 가열하게 되면 MDH는 변성되기 

시작하여 aggregates로 변하게 되며, OD 650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면 MDH의 변성에 의해 흡 도는 가열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게 된다. 그러나, 샤페론 활성을 가지는 단백질과 MDH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43℃로 가열하게 되면 MDH의 변성은 보호되고, 따라서 

흡 도가 증가되지 않는 을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MDH 

단백질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43℃로 가열하면서, OD 650 nm로 흡

도의 증가율을 측정한 후, MDH 단백질에 한 각각의 비율로 

Prx 단백질을 첨가하고 43℃로 가열하면서, OD 650 nm로 흡 도의 

증가율을 측정하 다. PP1084 단백질과 PA3529 단백질에 0, 5, 15, 

30, 50, 100, 300, 500 kGy 범 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OD 값을 측



- 16 -

정한 결과, 30 kGy에서 가장 낮은 흡 도를 보이며, 샤페론 활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찰할 수 있었다(그림 5-6).

  

    (2) Prx 단백질(PP1084, PA3529)의 peroxidase 활성 측정: Prx 단백질의 

peroxidase 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thioredoxin 시스템(NADPH, 

thioredoxin reductase, thioredoxin, Prx) 단백질이 존재하는 상태에

서 H2O2의 제거를 OD 340 nm에서 NADPH의 감소량으로 측정하

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Prx 단백질의 peroxidase 활성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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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PP1084 단백질의 샤페론 활성 측정



- 18 -

그림 6.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PA3529 단백질의 샤페론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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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PP1084 단백질의 peroxidase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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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PA3529 단백질의 peroxidase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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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가. 단백질 기 동(SDS-PAGE, non-reducing PAGE, native PAGE)을 

통한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1) Prx 단백질은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기 동 분석을 

통하여 크게 고분자 합체인 F-I 분획과 분자 합체인 F-II 분

획으로 나 어 지며(그림 9-10), PP1084 단백질은 부분 고분자 

합체(F-I)로 존재하며(그림 9), PA3529 단백질은 분자 합체

(F-II)가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 다(그림 10).

    (2) Prx 단백질(PP1084, PA3529)의 구조변화와 샤페론 활성증진을 한 

감마선 선량 탐색: 순수분리, 정제한 두 종류의 Prx 단백질들

(PP1084, PA3529)을 1 mg/㎖의 농도로 만든 후, 각각 1 ㎖씩 에펜

도르  튜 (eppendorf tube)에 분주한 후, 고선량 감마선(2, 5, 15, 

30, 50, 100, 200, 300, 400, 500 kGy)을 조사하 다. 고선량 감마선 

조사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과학연구소의 60-Co 감마선

조사장치(60-Co, ca. 150 TBq capacity;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Canada)를 이용하 다. 

 

    (3) 감마선을 조사한 후, 단백질의 구조변화 분석을 확인하기 하여 폴

리-아크릴아마이드 젤(poly-acrylamide gel) 분석법을 이용하여 단

백질을 분석하 다. 우선 reducing SDS-PAGE 분석을 통하여 약 

24 kDa의 Prx 단백질들이 3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을 경우, 고

분자 합체로 구조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이상의 감마선 조사선량에서는 체 으로 단백질의 끌림 상

이 나타났다(그림 11). 이러한 상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분석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고선량 감

마선 조사에 의하여 단백질의 fragmentation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

각된다.

    (4) 비환원 PAGE 분석법은 비환원 상태의 단백질 구조 분석법으로써,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native-PAGE 분석법은 단백질의 구조를 구성하는 공유결

합(covalent bond)과 비공유 결합(non-covalent bond)에 의한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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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감마선을 조사한 동량의 단백질을 기

동하고,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으로 염색하여 단백질 구

조변화를 찰 분석하 다. PP1084 단백질은 비환원 PAGE 분석과 

native-PAGE 분석을 통해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조사구에 비

하여, 5 kGy를 조사하 을 때에는 찰되는 밴드의 진하기가 증가

되며, 100 kGy 부터는 단백질 밴드가 찰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조사된 감마선에 의하여 단백질의 구조가 괴되어 분자화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그림 12-13). 한,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PA3529 역시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조사구와 비교하여, 5 

~ 50 kGy의 세기에서는 밴드가 진해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며, 100 kGy부터는 PP1084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조사된 감마선에 

의하여 단백질의 구조가 괴되어 단백질 밴드가 찰되지 않는 결

과를 보 다(그림 12-13).

  나.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통하여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분획

    (1) 고선량 감마선에 의한 Prx 단백질의 구조변화 분석: 고선량의 감마

선을 조사한 Prx(PP1084와 PA3529) 단백질의 변화된 단백질 구조

를 분석하기 해 FPLC(AKTA; Amersham Biosciences)를 이용하

여 일정한 속도로(0.5 ㎖/분 유속속도) Prx 단백질과 50 mM Hepes 

(pH 8.0) 버퍼를 superdex 200 HR 10/30 column에 통과시키고, OD 

280 nm에서 측정된 단백질 양(Peak)을 바탕으로 크로마토그램을 그

렸다. 결과 으로, 두 Prx(PP1084와 PA3529) 단백질들은 두 개의 

단백질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15-20 분에 칼럼을 통과한 분자량

이 큰 단백질 그룹(F-1)과 20-25 분에 칼럼을 통과한 분자량이 

은 단백질 그룹(F-2)으로 분류하 다(그림 9-10). 한, 고선량의 감

마선 조사 이후 증가한 샤페론 활성에도 불구하고, 두 Prx(PP1084

와 PA3529) 단백질들의 고분자 구조는 감마선에 의해 분자화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14-15).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1) 방사선 의한 Prx 단백질의 소수성 변화 분석: 두 Prx 단백질들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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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감마선(15 ~30 kGy)을 조사하 을 때, 샤페론 활성이 증가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선량 감마선이 두 Prx 단백질의 

소수성 도메인의 노출을 증가시켜 샤페론 활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샤페론 활성 증가를 시킨 원인을 

확인하고자 hydrophobic probe인  

bis-ANS[4,4'-dianilino-1,1'-binaphthyl-5,5'-disulfonic acid]를 이용

하여 소수성 변화를 측정하 다. Prx 단백질을 25℃에서 bis-ANS

와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분 도계[SFM25 spectrofluorometer 

(Kontron, Germany)]로 380 ~ 600 nm까지 형 분석을 수행하여 단

백질의 소수성 정도를 확인하 다.  PP1084 단백질은 감마선 비조

사 조군에 비하여, 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군에서 소수성이 증

가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16). 5 kGy보다 높은 15, 30,  

300 kGy의 선량에서는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교구와 비슷하거

나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 다. 반면, PA3529 단백질은 비조사 

조군에 비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군에서 모두 소수성이 증가하는 것

을 찰할 수 있었으며, 30 kGy에서 가장 소수성이 증가하 으며, 

50, 15, 5, 300 kGy의 순으로 소수성이 증가한 것을 찰할 수 있었

다(그림 17).

    (2) 방사선에 의한 Prx 단백질의 이차구조 변화분석: 방사선이 Prx 단백

질의 2차원 구조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가 Prx 단백

질의 샤페론 기능과 구조에 어떠한 향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고자 

원편  이색성 분  분석(Circular Dichroism Spectroscopy)을 수행

하 다. 찰한 단백질의 2차원 구조는 알  헬릭스(alpha-helix), 베

타 시트(beta-sheet), 턴(turn),  랜덤 코일(random coil) 구조를 

찰하 다.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해 Prx 단백질을 10 mM 

Tris(pH 8.0) 버퍼로 교환하고, 분 도계[Jasco J-715 

spectropolarimeter(Jasco, Great Dunmow, UK)]를 이용하여 190 ~ 

250nm까지 Far UV-CD 스팩트럼을 분석하여 Prx 단백질의 2차원 

구조를 분석하 다. 그 결과, PP1084 단백질의 2차원 alpha-helix, 

beta-sheet, turn,  random coil에서는 감마선 조사 선량에 따른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그림 18). 하지만, PA3529 단백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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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helix 구조는 56%에서 0%로 감소하 으며, beta-sheet 구조

는 0에서 55%로 증가, turn 구조는 23.3%에서 0%로 감소, 그리고 

random coil 구조는 19%에서 49.6%로 증가하는 변화가 찰되었다

(그림 19). 즉, PA3529 단백질에서는 일반 으로 샤페론 활성이 증

가된 단백질의 구조인 증가된 beta-sheet와 감소된 alpha-helix 구

조를 PA3529에서 찰할 수 있었으며, PP1084 단백질에서는 감마

선에 의해서 샤페론 활성이 증진되었음에도 단백질의 이차 구조에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그림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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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기 동을 통한 PP1084 단백질

의 구조 분석



- 26 -

그림 10.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기 동을 통한 PA3529 단백

질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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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환원조건하에서 PP1084  PA3529 단백질의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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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비환원조건하(non-reducing)에서 PP1084  PA3529 단백질의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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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Native한 상태에서 PP1084  PA3529 단백질의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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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한 PP1084 단백질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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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한 PA3529 단백질의 구조 

분석. 감사선 조사 선량: 비조사구(A); 15 kGy (B); 30 kGy (C); 500 kG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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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P1084 단백질의 소수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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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A3529 단백질의 소수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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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P1084 단백질의 2차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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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A3529 단백질의 2차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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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

자 샤페론 단백질의 구

조 변화  기능 조

1. 샤페론 단백질 동정  분리

 ○샤페론 단백질 동정  클로닝 (2종)

 ○ 장균에서 단백질 순수 분리

2. 단백질구조 변환 유효선량 확립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구조 변환 유

효선량 확립 유무

3. 단백질 구조  기능 변화 분석

 ○샤페론 활성 변화 분석

 ○단백질의 구조 변화 분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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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산업  활용 후속연구 연계 기 타

▣사업화추진 (   )

▣기술이   지도 추진(  )

▣산업  활용 가능(  )

▣결과물( 련 DB등)제공(  )

▣후속연구추진(  )

▣교육  연구목 으로 활용

(○)

▣기타 (  )

▣활용계획 없음(  )

향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재 ～ 과제 종료후 5년까지)

가. 활용개요
단백질의 활성  기능 개선을 한 방사선의 조사 기술

의 용

나. 활용일정
2011년에 본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 

투고 정

다. 활용방법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 1편 투고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다양한 단백질의 활성 기능 연구에 

석 제공

라. 기 효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 범  확 에 기여

○고기능성 단백질  생물 소재 개발에 기여

마. 기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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