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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 개발을 통한 유용물질 생산기반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표

방사선기술 기반의 유용물질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세포배양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국 대비 65% 수준인 기능성 천연물질 탐색, 소재화 및 효용성 평가기술을 5

년내 80% 수준까지 향상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조직 및 세포배양 기술 개발

1-1. 방사선 활성 식물 세포주 선발 및 조직/세포배양 최적화 기술개발

1-2.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 및 단백질의 조절 기작 규명

1-3.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통한 유용물질 대량생산 기반 기술

개발

2.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방사선 유도 식물 대사물질 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2-2. 방사선 활성 유전자/단백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대사물질 생산 연관성

규명

2-3.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의 생화학, 분자생리학적 기작 규명과 체계적 이론

정립

3.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범용적 국가기반기술 구축

3-1. 방사선 활성 동물/미생물 세포배양 및 유용물질생산 기술개발

3-2.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실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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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희토액비를 이용한 조직/세포배양 효율 증진(산삼 부정근)

․잔디 전사조절인자 P1 기능 규명(EoP 등록, 특허출원)

․LexA의 차별적 전사조절 규명(E. coli, Synechocystis)

․미생물에서 감마선 유도 항산화/샤페론 단백질 분리 동정

․EoP 형질전환 잔디 선발 및 계통화(Southern blot 확인)

․벼, 애기장대에 EoP 형질전환(CMV 35S-EoP) 및 선발

․감마선 유도 maysin 유도체의 구조동정

․감마선조사 주목나무 색소변화 규명(크산토필 회로 포함)

․감마선조사 애기장대의 항산화 동질효소 발현 규명 (POD, APX, CAT)

․애기장대 유전체의 감마선, H2O2 반응 비교(전 식물체)

․감마선조사 식물의 NPQ 저해 기작 규명

․감마선유도 활성산소종 측정(유형별 ESR, Spectrometry)

․Maysin 및 maysin 유도체 증강기술 개발 및 생리활성 규명

․Red beet 모상근의 대량배양 시스템 확립

Ⅴ. 연구개발결과의 성과활용 실적 및 계획

․난지형 잔디의 EoP 전사조절 유전자 분리동정 : 분리동정이 완료된 EoP 유전

자를 국제 유전자은행에 등록하고, 이를 항생잔디 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활용

(추진중)

․한국형 잔디에 EoP 유전자 형질전환 : 형질전환 식물체의 세대고정 이후 병충

해 저항성 등을 시험하고 친환경 기능성 잔디로 제품화 추진 (향후 계획)

․희토의 식물 생장촉진 기능 규명: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출원중이며,

특허등록 후 희토류 화합물과 희토킬레이트 화합물의 생리활성 증진 효과의

산업적으로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추진 (추진중)

․Red beet 대량배양 시스템 구축: Red beet의 20 L 바이오리엑터 대량배양 시

스템 구축을 통하여 산업화 (향후계획)

․난지형 잔디의 유용물질 분리 및 생산 증강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술 개

발: 관련 결과를 국내 특허 출원(6편)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 추진 (추

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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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udy on production of useful metabolites by development of advanced cell

culture techniques using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aterialization and evaluation techniques on

effectiveness for functional natural compounds throughout development of

tissue/cell culture techniques for mass production of useful metabolites using

radi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radiation tissue and cell culture

1-1. Selection of radiation activated plant cell line and development of a optimum

technique for tissue/cell culture

1-2. Identification of regulation mechanism for radiation specific-gene and -protein

1-3.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mass production of useful materials though a

control the radiation-specific gene expression

2. Database construction for radiation response in plants and radiation effects

2-1. Database construction for radiation-induced changes in metabolites in the plant

2-2. Database construction of radiation-activated genes/proteins and identification of its

relationship to production of metabolites

2-3. Establishment theory and identification of biochemical, molecular physiological

mechanism for radiation response in plants and radiation effects



- iv -

3. Construction of general-purpose national based techniques of cell culture

technique using radiation

3-1. Development of radiation activated animal/microbial cell culture

techniques and production techniques of useful metabolites

3-2. Construction of demonstration system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cell

culture techniques using radiation

Ⅳ. Result of Project

․Enhancement of efficiency of cell culture and tissue culture by using liquied

fertilizer of rare earth elements (Adventitious roots of mountain ginseng)

․Determination of the biological function for P1 as a transcriptional regulator (EoP

register, Patent applied)

․Determination of the mechanism for distinguished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LexA

(E.coli, Synechocystis)

․Classification and selection of transformed grass with EoP (verified with southern

blotting)

․Selection of transformed rice and arabidopsis with EoP using CMV 35S-EoP

․Structural identification of maysin derivatives induced by gamma-ray

․Determination of the color changes for pigments of Taxus cuspidata by gamma-ray

including xanthophyll cycle

․Determination of the expression mechanism for antioxidant proteins by gamma-ray

in Arabidopsis (POD, APX, CAT)

․Comparison genetic response induced gamma-ray and H2O2 in Arabidopsis

․Determination of the mechanism for different NPQ changes in gamma-irradiated

plants

․Detection and measure of gamma-ray incuded reactive oxygen species (species

specific ESR and spectrometry)

․Optimization of the production of maysin and its derivatives and determination of

their biological functions

․Investigation of the hairy roots of red beet culture system in larg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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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transcriptional regulator for EoP in Warm

season turfgrass: Registration of novel EoP gene, isolated and identified, to

NCBI GenBank, and applied to investigate antibiotic resistance grass (In

progress)

․Transformation of the EoP gene into Zoygiagrass: investigation of pest

resistance and product promoting in a environment-friendly functional grass

(Future plan)

․Determination of the mechanism of the growth stimulation effect of REE in

plant: based on data, patent pending and after patent registration, promoting

techniques transfer for the utilization of industry of improving physiological activities

and antibiotic effects of REE compounds and REE-chelate compounds (In progress)

․Establishment of mass culture system for red beet: investigation of mass culture

system using 20 L bioreactor and development techniques for the utilization of

industry (Future plan)

․Development techniques for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several bioactive

compounds from warm season turfgrass and development techniques for the

utilization of industry throughout mass cultivation system: applying the results for

patent registration (at least 6 events), and promoting techniques transfer for the

utilization of industry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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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식물조직/세포배양을 통한 유용물질 대량

생산 기술의 주요 문제점인 생산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을 접목하여 신기능성 유용물질의 발굴과 신개념의 식물조직/

세포배양을 통한 대량생산 및 산업화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세포공학 기술을 통해 유용 생물자원의 활

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경제는 물론 국민건강과 복지에도 기여

제 1-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Post-genome 시대인 21세기는 생명과학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Genome project 연구결과를 이용한 각종 질환관련 유전자

규명 및 질환 치료기술 개발,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법 개발,

HTS 기술을 이용한 신물질 탐색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천연식물로부터 기능성 이차대사물질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기능성식품이나 대체의학의 개념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웰빙트렌드와 함께 2000년대 이후 생물의약에 대한 수요 및 산

업은 매년 10%이상 고속 성장중에 있음 (1981-2002년 사이 신약들 중에 순수

화학합성에 의해 제조된 약품은 전체의 50% 미만이었으며, 항암제의 경우

52%가 식물유래 이차대사산물로부터 제조)

․식물조직/세포배양은 천연식물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이차대사물질을 산업적으

로 대량생산하는 기술로 인삼, shikonin, taxol 등이 대표적인 상업화 성공사례

이며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차지

․식물조직/세포배양에 방사선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유용물질의 합성관련 유전자

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식물세포배양의 난점인 생산안

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확보된 유용물질의 산업화 기반기술로

발전가능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발효산업과 함께 식물조직/세포배양 기초기술이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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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접하고 있으나 기능성 식의약품 및 소재/재료 개발을 위한 기반 및 첨단

기술인 대량 탐색기술, 소재화 기술, 임상적 효용성 평가기술은 5년 이상 크게

뒤쳐져 있음

․따라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기반기

술인 식물조직/세포배양기술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며, 생물산업 분야에서 신물

질에 대한 기술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식물유래 이차대사산물의 신규 발굴 및

대량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제 1-3 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기능성 유용대사물질의 대량생산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연간 3,000억 이상

달성

․기존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던 고부가가치의 유용물질을 대량생산함으로써 이

를 활용한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전북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 및 생물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친화적인 연구소 모델정립에 기여

․방사선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조직/세포배양기술을 통해 동물, 미생물, 식

물을 이용한 모든 조직/세포배양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

써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국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방사선이용 기술의 확대와 산업적 적용을 통해 친환경 방사선 기술의 국민적

친화력 증대를 유도하고 방사선 이용의 긍정적 인식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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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2-1 절. 국외 현황

․1970년대와 1990년대 후반에 걸친 바이오 붐은 21세기 웰빙 문화와 접목하여

매년 15-20%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차세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

가 성장동력으로 자리해 가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동물, 미생물, 식물

전반에 걸친 세포배양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생물의약 중에서 의료용 단백질의 시장비중이 90년대 후반 이후 60%를

넘어서면서 동물, 미생물, 식물 세포배양을 통한 의료용 단백질 생산이 생물산

업 중에서 상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였음

․식물조직/세포배양 분야에서는 생물의약 또는 기능성 식품(예, 색소, 향료, 의

약품, 등)으로 식물유래 이차대사산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다양한 산업화 기술

이 개발되고 있으며, 천연물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증가함.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산업적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음

- shikonin, berberine 생산(일본 미쯔이석유화학)

- 인삼캘러스의 대량생산(20톤 탱크배양)(일본 닛또우덴꼬우)

- taxol 등 식물유래 항암물질의 대량생산(미국, 일본)

- 바닐라 향이나 치약 첨가제인 sanguinarine 생산(미국)

- cGMP(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기준) 시설 이용 taxol 대량배양(독일)

제 2-2 절. 국내 현황

1. 산업계 동향

․국내의 식물조직/세포배양 관련 산업은 인삼 또는 산삼 모상근 및 부정근 배

양 위주이며, 비트로시스와 CBN 바이오텍이 소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

유율을 차지함

․삼양 제넥스는 미국에서 세포주를 구입하여 3톤 규모의 시험 생산을 마친 후

30톤 규모의 배양기(bioreactor)를 이용한 대량 생산에 성공

․태평양, 두산, 정식품 등에서 taxol 생산과 관련한 G-7 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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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까지 국내 산업계에는 식물조직/세포배양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제

한적이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중견업체로 성장한 사례는 적음

2. 학계와 연구계 동향 :

․다양한 식물유래 이차대사산물이나 peroxidase와 같은 식물유래 효소는 물론

항체와 같은 의료용 단백질을 식물조직/세포배양을 통해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며 일부는 산업화 초기단계의 수준에 있

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kg당 2,000 US$ 이상의 식물유래 화합물을 대상으로 식

물조직/세포배양을 해야만 수익성이 있지만, 기술이 진보되면 50 US$ 이상이

면 상업적으로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충북대, 전남대,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식물조직/세포배양

의 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식물조직/세포배양을 통한 유용물질의 대량생산을 위해

기존의 배양기술이 갖는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반기술과 산업

적 활용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세포주를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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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3-1 절. 방사선 조직 및 세포배양기술 개발

3-1-1. 방사선 활성 식물 세포주 선발 및 조직/세포배양 최적화 기술개발

1) 희토액비를 이용한 조직/세포배양 효과

① 희토원소 처리시 산삼부정근의 생체량 변화

그림 1-3은 50 ㎖ MS배지(3% sucrose, 3 mg/L IBA, pH 5.7)에 희토원소의

농도를 10, 100, 1000 ㎍/L을 각각 첨가한 후 산삼 부정근 MTD를 약 0.5

g(F.W) 씩을 접종하여 4주간 배양 한 부정근과 생체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희토

원소가 100 ㎍/L 첨가된 조건에서 생체량의 증가가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희토원소가 1000 ㎍/L 이상 처리시 부정근의 생장을 저해하였으며,

10 ㎍/L 농도 이하에서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희토원소

의 처리에 의한 배양근의 생장은 산삼근의 세포주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내었

으며(그림 4), 형질전환된 부정근에서도 모식물종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배

양근의 생장에 있어서 희토원소의 촉진작용은 뿌리 조직의 유전적, 생리적 상태

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 산삼부정근에 대한 희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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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희토원소 첨가(좌) 및 무첨가(우)

그림 3. 희토원소 100 ㎍/L 첨가한 MS 배지에서 2주간 배양한 산삼 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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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희토원소(100 ㎍/L) 첨가한 MS 배지에서 산삼 부정근의 생체량 비교

② 부정근 생장에 있어서 배지내 무기염의 농도와 희토원소의 상관성

그림 5는 뿌리생장에 있어서 배지내 무기이온과 희토원소와의 상관성을 조사

하기 위해서 기본배지내 무기염의 농도를 1/4X, 1/2X, 2X로 달리한 후 여기에

희토원소를 각각 100 ㎍/L 씩 첨가하여 4주간 배양하였을 때 생체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배지내 무기염의 농도 감소 또는 증가에 따른 생체량 차이는 나

타났으나, 무기염 농도 변화와 첨가한 희토원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체량 변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③ 희토원소 처리시 산삼부정근의 사포닌 생산성 변화

그림 6은 50 ㎖ MS배지(3% sucrose, 3 mg/L IBA, pH 5.7)에 희토원소의 농

도를 10, 100, 1000 ㎍/L을 각각 첨가한 후 산삼 부정근 MTD를 약 0.5 g(F.W)

씩을 접종하여 4주간 배양 한 후 사포닌 함량을 결과이다. 희토원소 처리에 의한

사포닌 함량의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000 ㎍/L 농도 이상에

서 사포닌 함량이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부정근의 생장저해에 의한 물질생합

능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Red beet의 모상근을 가지

고 수행한 실험에서 희토원소 처리가 betaline의 생상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주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희토원소가 이차대사물질의 생합성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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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삼부정근 생장에서 배지내 무기염의 농도와 희토원소의 상관성

그림 6. 희토원소 처리시 산삼부정근의 사포닌 생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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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림 7과 그림 8은 20 리터 용량의 공기주입형(air-lift type)반응기를 이용

하여 희토원소가 첨가된 배지 하에서 산삼 부정근을 대량배양한 결과이다.

플라스크배양 단계에서 확보한 최적 증식배지(MS + 3% sucrose, 3 mg/L

IBA, pH 5.7)에 100 ㎍/L 희토액을 첨가한 후 250 ㎖ 플라스크 배양을 통

해 증식한 산삼 부정근 약 10 g(F.W)을 접종하여 16시간 광이 조사되는 항

온실(26°C)에서 8주간 배양 한 결과 초기 접종량의 약 30배가 넘는 약

375.3 g(F.W)을 수확할 수 있었다. 희토원소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

해서는 1.7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사포닌의 함량은 플라스크배양 단

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그

림 9).

그림 7. 생물반응기에서 희토 처리구 및 비처리구에서 산삼부정근의 생체량과

샤포닌 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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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 및 단백질의 조절 기작 규명

1) 메이신 생합성 전사조절인자 P1 기능 규명: Centipedegrass 잔디에서 분리한

EoP 유전자를 국제 유전자은행에 등록(GenBank accession no. GU245881)하

고, 센티페드그라스 유래 전사인자 및 이를 이용한 메이신 생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2009-0029384) 하였다.

2) 식물 유래 bas1 유전자의 분리: 애기장대에서 산화스트레스 대한 보호유전자

인 bas1을 분리하였다.

3) 미생물에서 감마선 및 H2O2 유도 항산화/샤페론 단백질의 분리 동정: 토양 미

생물인 Pseudomonas aeruginosa PAO1 및 Pseudomonas putida KT2440에

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단백질의 분리 동정 및 기능을 규명하

였다(7종: PP1084, PP1884 C112S, S31C-PP1084 C112S, Y192C-PP1084

C112S, S31C-PP1084, Y192C-PP1084 및 S31C-Y192C-PP1084). 또한, 감마

선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PP1084 단백질을 서열을 이용하여 유전자 서열 유

사성 검색(blast)을 통하여 병원성 토양미생물인 P. aeruginosa PAO1에서 높

은 아미노산 서열의 상동성을 가지는 PA3529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단,

PA3529 단백질은 VCP motif 사이인 112번째 아미노산이 cysteine이 아닌

alanine으로 되어 있었다(그림 8). 두 단백질들은 2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되며, 2개의 VCP motif를 동일 위치에 가지고 있고, 구조 및 활성 분석을 통

하여 chaperone과 peroxidase로서 두 가지 기능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그림 9

와 10).

그림 8. PA0139 단백질과과 다른 종의 항산화 단백질들과의 아미노산 서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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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PLC 분석을 이용한 PA3529 단백질의 구조특성분석

그림 10. PA3529 단백질의 효소적 특성: Chaperone과 peroxidase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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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xA의 차별적 전사조절 규명 (E. coli, Synechocystis sp. PCC 6803):

Synechocystis sp. PCC 6803 와 E. coli strain의 감마선 조사 후 수소생산과

관련 hoxEFUYH유전자가 LexA promoter에 의해 변화되는 전사조절을 규명.

① LexA의 차별적 전사조절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의 공시재료로

Synechocystis sp. PCC 6803을 BG11 배지에서 온도 28°C와 광세기 (50

mmol m-2s-1)를 주며 배양하였고, 그와 비교하기 위하여 E. coli (DH5a)을

LB 배지에서 온도37°C와 OD600=0.5까지 자란 세포를 이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중인 저준위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30 Gy 수준에서 30분 동안 세포에 직접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

직후 세포를 수확하여 즉시 액체질소에서 얼린 후 -70°C에 보관하였다. 감

마선 조사 후 Synechocystis sp. PCC 6803 와 E. coli (DH5a)의 유전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RT-PCR과 Real Time PCR을 통해 분석하였다.

hox 유전자는 Synechocystis sp. PCC6803에서 하나의 operon으로 되어있으

며, 그의 구조는 5개의 hox gene들 즉 (hoxE, hoxF, hoxU, hoxY, hoxH)

로 구성되어있고, Synechocystis 에서 bi-directional Hydrogenase를

encoding 한다. 또한 3개의 (sll1222, ssl2420, sll1225) 알 수없는 기능의 유

전자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operon 에 해당한다(그림 11).

그림 11. Synechocystis sp PCC6803에 존재하는 Hox operon

② 방사선 조사 후 RT-PCR을 수행한 결과 Synechocystis sp. PCC 6803에서

대조구의 유전자 발현과 비교하여 조사구 유전자가 약 3배 이상 증가하였

다. 그러나 E. coli에서의 유전자발현이 대조구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

다. RT-PCR과 같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위하여

Synechocystis sp. PCC 6803에서 RNA를 추출하여 cDNA로 합성한 재료를

가지고 Real Time-PCR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RT-PCR과 같

이 조사구에서 유전자가 약 3배 이상 증가함을 보였다. E. coli 에서는 유전

자의 발현이 조사구에서 RT-PCR과 같이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감마선에 의해 Synechocystis sp. PCC 6803에서 LexA promoter가 h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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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LexA가 E. coli 에서는

transcriptional repressor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12).

그림 12. Real Time-PCR을 통한 Synechocystis sp. PCC 6803 와 E. coli

strains의 lexA, hoxE 그리고 hoxH 유전자의 발현 수준 A, Synechocystis sp.

PCC 6803; B, E. coli strains (DH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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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통한 유용물질 대량생산 기반

기술개발

1) 벼, 애기장대에 EoP 형질전환 및 선발: Centipedegrass에서 분리한 EoP를 벼

와 애기장대에 과발현 프로모터인 CMV 35S를 붙여 형질전환하고 선발을 진

행하였다. 형질전환체 선발은 MS 기본배지에 하이그로마이신을 첨가하여 선

발 하였고(그림 13), 하이그로마이신 유전자를 이용한 PCR를 이용하여 상추

형질전환 식물체 총 73개체 중 38개체, 애기장대 형질전환 식물체 130개체 중

30 개체를 확인하였고, 벼 형질전환 식물체 총 5개체 중 2개체를 확인하였다

(그림 14-16)

2) 미생물에서 감마선 및 H2O2 유도 항산화/샤페론 유전자인 PP1084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식물체 선발(1종) 중이다(그림 17)

그림 13. 형질전환 식물체 확보 (왼쪽부터 벼, 상추, 애기장대)

그림 14. PCR을 이용한 상추 형질전환 식물체 확인 (PC: 양성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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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CR을 이용한 벼 형질전환 식물체 확인 (PC; 양성대조구)

그림 16. PCR을 이용한 애기장대 형질전환 식물체 확인 (PC; 양성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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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형질전환된 애기장대의 선발 및 Western blot을 통한 PP1084

형질전환 식물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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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3-2-1. 방사선 유도 식물 대사물질 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1) 감마선유도 메이신 유도체의 구조동정:

① Agilent HPLC(Agilent Technological, USA)를 사용하여 센티페드그라스

추출물의 2차 대사산물 및 색소의 함량을 측정하였고, 또한, 방사선 조사된

추출물의 2차 대사산물 및 색소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컬럼은 Beckman

Coulter ULTRASPHERE(5 ㎛, 4.6 ㎜ ± 25 ㎝)를 사용하였고, 이때 컬럼

의 온도는 40°C로 조절하였다. 0.1% TFA(trifluoroacetic acid)를 포함한 용

액(A)과 0.1% TFA를 포함한 50% 아세토니트릴 용액(B)을 이동상으로 하

여 HPLC를 수행하였다. 이동상 조건은 표 1에 나타내었으며 50분간 1 ㎖/

분의 유속으로 유지하였다. 컬럼에서 분리된 물질들의 LC-MS 분석은 사

중극자 질량분석 검출기(quadrupole mass spectrometer detector;

HP1100LC-MSD, Agilent Technologies, Canada)를 이용하였다. 2차 대사

산물은 360 ㎚에서 측정하였고, 감마선 조사구의 메이신 및 메이신 유도체

의 유도량은 대조구의 값을 1로 하여 상대적인 값을 구하였다.

② 센티페드그라스의 대사산물을 HPLC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분석 한 결

과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였으며, LC-MS 분석을 통하여 메이신과 메이신

유도체인 이소오리엔틴과 람노실이소오리엔틴을 동정하였다(그림 18). 이소

오리엔틴의 분자량은 m/z = 449 [M + H]+이고, 람로실이소오리엔틴의 분

자량은 m/z = 595 [M + H]+이며, 람노즈[m/z = 431, [M + H]+]가 결합당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메이신의 분자량은 m/z = 577 [M + H]+이고, 람노

즈 [m/z = 431, [M + H]+]가 결합당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화학

구조식을 각 각 나타내었다(그림 19).

③ 센티페드그라스의 100% 메탄올 추출물 시료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시

료에 존재하는 유용한 2차 대사산물을 8종[chlorogenic acid, rutin

(Quercetin-3-O-rutinoside), naringin (Naringenin-7-O-neohesperidoside),

isoorientin, rhamnosylisoorientin, Isorhoifolin (Apigenin-7-O-rutinoside),

isoschaftoside(Apigenin-6-C -arabinosyl-8-C-glucoside)]을 HPLC와

NMR을 통하여 동정하였다(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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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PLC 조건

이동상
A: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rifluoroacetic acid, TFA)

B: 아세토나이트릴(Acetonitrile) : 물(H2O) = 1 : 1(v/v) in 0.1% TFA

추출 모드

(구배 조건)

추출 시간 % 이동상 B

0 20

18 33

30 40

40 40

42 20

50 20

그림 18. HPLC 분석을 통한 센티페드그라스에 존재하는 유용 2차대사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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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센티페드그라스의 메이신 및 메이신유도체의 LC-MS 값과 화학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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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센티페드그라스에 존재하는 유용한 2차 대사산물의 화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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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티페드그라스 추출물의 생리활성(항산화,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을 규명하

였고(특허출원 5건)(그림 21),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를 위한 제품(메이신 마스

크팩 및 메이신 화장품)을 개발 하였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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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센티페드그라스 100% 메탄올 추출물의 피부노화방지, 미백효과 및

주름개선 효과

그림 22. 메이신 마스크팩과 메이신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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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조사 후 주목나무 색소변화 규명

① 냉장 보관된 주목나무시료를 light 조건에서는 온도 25°C와 광세기 1000

mmol m-2 s-1 에서 1시간동안 광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하였다. light와 비교하

여 dark 에서는 암상태로 2시간동안 상온에서 빛을 차단하였다. 색소분석은

0.5g 시료와 4 mL 100% acetone에서 추출한 후 Gilmore and Yamamoto

방법에 따라 HPLC통해 분석하였다. HPLC 통해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처

리 전 Gold-dark는 Control보다 엽록소a 대비 카로테노이드 색소의 함량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처리 후 Gold-light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심

화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따른 de-epoxidation(Zea/Vio) 또는 다른 카로

테노이드 색소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따라서 스트레스 처

리에 따른 엽록소a 감소가 Control에서 Gold보다 큰 것으로 생각되며, 두

품종에서 xanthophyll cycle을 통한 defense의 차이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표 3). 앞으로 광산화스트레스에서 엽록소a의 감소가 Gold보다

Control에서 정말 더 많이 일어나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이것이 광합성효율

감소와 연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 2. 주목나무 잎에서 스트레스 처리 후 변화되는 색소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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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방사선 활성유전자/단백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대사산물 생산 연관성

규명

1) 애기장대 유전체의 감마선, H2O2 반응 비교: 애기장대 (wild type)를 MS

medium에 5일간 4°C에서 저온처리를 한 후에 다시 16시간 광주기 (광세기

130 mmol m-2s-1)와 22°C/18°C (낮/밤)의 온도와 습도 50%를 가지면서 26일

간 생육한 식물체를 이용하였다. 애기장대 전식물체(whole plant)를 방사선

200 Gy 수준에서 4시간 동안 식물체에 직접 감마선을 조사하였고, 산화 스트

레스는 20 mM H2O2를 사용하여 스프레이로 분사하였다. 방사선과 산화스트

레스 처리가 끝나면 시간대별로 (6, 12, 24, 48 hr)수확하여 즉시 액체질소에

서 얼린 후 -70°C에 보관하였다. 보관된 식물체를 액체질소로 마쇄한 후

QIAGEN RNAeasy Plant Mini Kit와 QIAGEN DNase set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는 정량화하여 Microarray 분석을 하였다. 애기장대

전식물체(whole plant)에서 감마선과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게놈수준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Microarray를 통해 분석한 결과 H2O2의 유전체는 시간대별로

점점 증가하는 반면 그와 반대로 gamma ray의 유전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점점 감소한다. 또한 감마선과 H2O2 를 처리했을 때 동일하게 움직이는

유전체들도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감마선과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유전체의 발현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화스트레스보다 감마선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3)

2) 감마선 조사 애기장대의 항산화 동질 효소 발현 규명:

①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애기장대의 항산화 동질효소(POD, APX 및 CAT)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파종 후 28일 지난 애기장대에 1 kGy를 조사하

였음. 조사 된 애기장대를 0, 24, 48시간이 지난 후 채취한 후 각각의 항산

화 동질 효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native gel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음. 그 결과 대조구와 조사구에서 동질화 효소의 발현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24).

② 애기장대 wild type 과 mutant NPQ1-2 와 NPQ4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에 의한 항산화 동질 효소의 활성 변화를 분석 하였다. 파종 후 28일 지난

애기장대에 방사선 조사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량은 1 kGy/4 h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애기장대는 0, 24, 48 h 후 샘플링 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샘플 1 g을 각각의 추출용액 2 mL에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마쇄하였

고, 14000 rpm에서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이용하여 활성 변화를 측정하였

다. 항산화 동질효소의 활성도 측정은 스펙트럼을 이용하였으며 POD,

CAT 그리고 APX는 각각 420, 240, 290 nm에서 그 변화 값을 측정하였

다. 먼저 POD는 wild type 과 mutant 모두 방사선에 의해 증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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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특히 24 시간대에는 약 200%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5). CAT는 방사선에 의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APX는 wild type 과 mutant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나, 24 시간대

에는 공통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6-27).

그림 23. 애기장대의 감마선과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유전체 발현조사 h, H2O2

; r, gamma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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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Native 겔을 통한 H2O2 소거 효소들의 발현 분석: A, Peroxidase

(POD); B, Catalase (CAT) and C, Ascorbate peroxidase (APX). C, 대조구; R,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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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애기장대의 POD 활성 변화. A, Wild type ; B, NPQ 1-2 ; C, NP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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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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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애기장대의 CAT 활성 변화. A, Wild type ; B, NPQ 1-2 ; C, NP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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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애기장대의 APX 활성 변화. A, Wild type ; B, NPQ 1-2 ; C, NP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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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의 생화학, 분자생리학적 기작 규명과 체계적 이

론 정립

1) 감마선조사 식물의 NPQ 저해 기작 규명

① 고등 식물에서 전리방사선에 미치는 NPQ 저해 기작을 규명하기위해서 본

연구의 공시재료로 오이, 토마토 와 애기장대를 배양기에서 16시간 광주기

(광세기 130 mmol m-2s-1)와 22°C/18°C (낮/밤)의 온도와 습도 50%를 가지

면서 21일, 애기장대 29일 생육한 식물체를 이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중인 저준위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1 kGy 수

준에서 4시간 동안 식물체에 직접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감마선과

비교하기 위해 UV-B 처리를 수행 하였는데 광세기 40 mmol m-2s-1 와

2.4W m-2 수준에서 5시간 동안 식물체에 직접 조사하였다. 감마선 과

UV-B조사 후 1, 2, 4일이 지난 식물체 잎을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실험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HPLC를 수행하였고, 광합성 형광지표인

NPQ, Fv/Fm 로부터 분석되었으며, RT-PCR과 western blot을 통해 관찰

하였다. 방사선조사 후 2 day 와 UV-B 처리 후 1 day 때 비 광화학적 형

광소멸지수 NPQ(non-photochemical quenching)를 측정한 결과 오이, 토마

토와 애기장대 야생형(wild-type)에서 NPQ가 두 처리구에서 모두 감소하였

고, UV-B에서는 방사선조사구 보다 크게 감소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0, 1, 2, 4일 동안 Relative NPQ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 조사구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를 하였고, UV-B에서는 방사선조사구 보다 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과 UV-B을 처리함으로

써 고등식물은 NPQ가 저해 된다. 그것은 방사선과 UV-B에 의한

Xanthophyll cycle의 Dependent한 부분이 감소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방사

선조사구는 시간에 따라 점점 더 저해되고, UV-B는 회복을 함으로써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28A-D). 또한 광계II의

최대 양자수율(Fv/Fm)을 비교하여 보면 방사선조사구는 control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지만, UV-B는 0day때 control보다 크게 감소를 하지만 4day에 이

르면 control과 같은 수준이 된다(그림 28E, F).

② Xanthophyll cycle의 Dependent NPQ가 방사선과 UV-B에 의해 감소되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결과를 더욱더 증명하기위해 방사선조사 후 2day 와

UV-B 조사 후 1day 때 DTT 1mM 을 처리하여 NPQ를 측정한 결과

control 과 조사구를 비교하여 보면, DTT처리구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방사선과 UV-B에 의한

Xanthophyll cycle의 Dependent NPQ임 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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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감마선과 UV-B에 대한 식물 종들의 비 광화학적 형광소멸지수 NPQ

(non-photochemical quenching)와 광계II의 최대 양자수율 Fv/Fm (maximum

photochemical efficiency of PSII)변화 A, 오이; B, 토마토; C, 애기장대 (wil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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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DTT 처리 후 감마선과 UV-B에 대한 control 과 조사구 변화

A 와 D, 오이; B 와 E, 토마토; C와 F, 애기장대 (wil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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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앞의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기위해 DTT처리를 하였을 때 Xanthophyll

cycle Dependent 부분이 저해되는지 HPLC를 수행하여 관찰하였다. DEPs

를 확인한 결과 오이, 토마토 와 애기장대에서 모두 DTT에 의해 감마선과

UV-B 조사구 모두 DEPs가 확연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표 3).

표 3. 감마선과 UV-B조사 후 오이, 토마토 와 애기장대 잎에서 DTT에 대한

de-epoxidation의 영향

④ 방사선 조사 후 오이 와 토마토 잎에서 변화된 Xanthophyll cycle 색소인

VDE, ZEP 유전자와 단백질 수준에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방사선 조사후

오이와 토마토잎에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VDE 발현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면 ZEP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Xanthophyll

cycle 색소인 VDE는 방사선에 의해 유전자와 단백질이 크게 영향을 받으

며, ZEP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그림 30).

그림 30. 방사선 조사 후 오이 와 토마토 잎에서 변화되는 western blot 과

RT-PCR의 발현 A와 B, 오이; C와 D,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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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유도 활성산소종 측정: 감마선에 의해 수용액 중에 생성되는 활성산소

를 ESR과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유형별로 분석하고 선량에 따른 생성

율을 제시하며 식물의 항산화기작 연구에 활용하였다.

① 방사선 조사에 의한 hydrogen peroxide(H2O2) 생성 확인: 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hydrogen peroxide(H2O2)를 확인하기 위해 DAB

(3,3'-Diaminobenzidine)을 사용하였다. 5 mM DAB을 tube에 담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식물 추출물의 H2O2 소거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적상추, 청상추, 시금치 추출물을 사용하였다. 식물 추출물은 1 g FW

의 식물체를 3 mL의 50 mM potassium phosphate로 추출하였으며 각각 5

mM DAB 용액 1900 uL 에 100 uL씩 첨가하였으며, 조사선량은 100,

200, 300, 500, 1000 Gy/4hr로 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약 10000 g로 1분

동안 spin down 후 상층액을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48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DAB의 구조적 안정을 확인하기 위해 1H

NMR 분석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에 조사선량에 따라 H2O2 생성은 증가하

며, 청상추와 적상추는 H2O2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나 시금치는

H2O2의 생성을 억제하지 못 하였다(그림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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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방사선 조사에 의한 H2O2 생성 및 적상추, 청상추 그리고 시금치 추출

물의 H2O2 생성 억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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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방사선 조사 후 DAB의 NMR spectra

② 방사선 조사에 의한 aqueous electron 생성 확인: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

되는 aqueous electron (e-
aq)를 확인하기 위해 NBT (nitroblue tetrazolium)

을 사용하였다. 6 mM NBT을 tube에 담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사

선 조사 전에 NBT 용액을 N2, O2, Air로 saturate 하였고, 조사선량은 100,

200, 300, 500, 1000 Gy/4hr 로 하였다. 생성된 aqueous electron 측정은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NBT 의 구조적 안정을 확인하기 위해 1H NMR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방사선에 조사선량에 따라 aqueous electron 생성은 증가하였다(그림

33-34). 또한 N2, air로 saturated 된 용액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O2 - saturated 용액은 매우 감소하였다. 이것은 O2가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aqueous electron 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33. N2, O2, Air로 saturated 된 NBT 용액의 방사선에 의한 aqueous

electron 생성량 비교



- 36 -

그림 34. 방사선 조사 후 NBT의 NMR spectra

③ 감마선과 UV-B 조사 후 식물체의 singlet state oxygen(1O2)의 생성과 변

화: 오이, 토마토, 애기장대(wild-type, npq1-2)잎을 이용하여 각각 방사선

과 UV-B 조사 후 2시간동안 광세기 500 mmol m-2s-1 high light 처리를

한다. high light처리 후 틸라코이드를 추출하여, 다시 1시간동안 광세기

500 mmol m-2s-1 high light 처리할 때 chemical probe,

2,2,6,6-tetramethyl-4-piperidone(TEMP)를 첨가하여 singlet state

oxygen(1O2)을 생성시킨다. 그 후에 ESR spectrometer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그림 35). 감마선을 조사한 A, B 와 C에서 singlet state

oxygen(1O2)을 control 과 비교해 보면 방사선을 조사한 잎 에서 모두 증

가하였다. 반면 UV-B를 조사한 D, E 와 F에서는 거의 변화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 또한 Arabidopsis wild-type과 비교하기위해 VDE가 결핍된

mutant npq1-2는 감마선과 UV-B 의 C와 F 모두에서 wild-type 보다 월

등히 높았다. 그러므로 감마선과 UV-B에서의 singlet state oxygen은 서

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④ 감마선과 UV-B 조사 후 광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체의 superoxide (•

O2
-)의 생성과 변화: 이, 토마토 Arabidopsis (wild-type, npq1-2)잎을 이용

하여 각각 방사선과 UV-B 조사 후 광산화 스트레스 Methyl viologen

(MV)처리와 superoxide(•O2
-) 생산하기 위해 nitroblue tetrazolium

(NBT)을 상온 22oC, 광세기 130 mmol m-2 s-1 에서 3시간동안 침투 시켰

다. UV-B을 조사한 A-D의 식물체 잎에서 superoxide(•O2
-)생성은

control 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고 UV-B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만 반면

방사선을 조사한 E-H는 superoxide (•O2
-
)생산도 낮고 감마선에 대한 영

향도 받지 않았다(그림 36). 앞서 연구한 ESR 분석과 같이 NBT 처리 또

한 방사선과 UV-B에 대한 기작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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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감마선과 UV-B 조사 후 오이, 토마토, Arabidopsis (wild-type,

npq1-2)들의 TEMPO를 이용한 ES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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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감마선과 UV-B 조사 후 광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superoxide (•O2-)생

성을 nitroblue tetrazolium (NBT)침투시켜 식물체 잎 디스크의 변화 관찰. A

와 E, 오이; B 와 F, 토마토; C 와 G, Arabidopsis (WT); 그리고 D 와 H,

Arabidopsis (np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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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ysin 및 maysin 유도체 증강기술 개발: 100 Gy의 감마선 조사 후 20일 후

(그림 37)에 대조구와 조사구의 isoorientin, rhamnosylisoorientin, maysin의

변화량을 HPLC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이소오리엔틴은 8.29배, 람노실오리

엔틴 4.57배, 메인신은 6.45배 정도 대조구 보다 많이 유도 되었다(표 4).

그림 37. 감마선 비조사구(좌) 및 조사구(우)

표 4. 감마선에 의한 센티페드그라스의 메이신 및 메이신 유도체의 함량

  Total  flavonoid Isoorientin Rhamnosylisoorientin Maysin

대조구 1 1 1 1

100 Gy 5.11 8.29 4.57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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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절.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범용적 국가기반기술

구축

3-3-1. 방사선 활성 동물/미생물 세포배양 및 유용물질생산 기술 개발

1) hox 형질전환 E. coli 에서 감마선유도 hydrogenase 합성증진 (단백질, 활성):

hox 형질전환 E. coli 에서 감마선유도 hydrogenase 합성증진을 위해 본 연

구의 공시재료로는 Synechocystis sp. PCC 6803에서 hoxEFUYH 유전자를 분

리하여 pCC1FOS vector에 cloning 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보유중인 저준위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2와 30Gy 수준에서 10분

동안 세포에 직접 감마선을 조사였다. 감마선 조사 직후 세포를 수확하여 즉

시 액체질소에서 얼린 후 -70℃에 보관하였다. 이 실험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는 RT-PCR과 SDS-PAGE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hydrogenase 합성을 측정

하기 위해 Hydrogen activity 과 uptake assay를 수행하였다.

① Synechocystis sp PCC6803에서 hoxEFUYH 유전자를 분리하여 pCC1FOS

vector 에 cloning 하였다. pET28a vector로부터 T7 promoter 와 RBS 를

pCC1FOS vector 에 cloning 하여, 모든 실험에서 positive control 로 사용

하였다. hox promoter는 Synechocystis sp PCC6803으로부터 분리하고

pCC1FOS vector 에 cloning 하여, 새로운 transformant 를 만들었다. 대장

균에서 새로운 수소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Transformant 각각을

pCC1FOS::phox::hox, pCC1FOS::pT7::hox 라고 명명하였다(그림 38).

그림 38. pCC1FOS vector에 hox promoter 와 T7 promoter 그리고 hoxEFUYH

유전자를 각각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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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C1FOS::phox::hox 와 pCC1FOS::pT7::hox 가 pCC1FOS::pT7 보다 수소관

련 유전자들이 더 많이 발현 되었다. 단백질 또한 hox, T7 promoter의 hox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ynechocystis sp PCC6803 의

hox promoter가 E.coil 에서도 작동함을 확인하였다(그림 39).

그림 39. E.coli에서 hoxEFUYH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 A, RT-PCR; B,

SD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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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 coli system 에서 hydrogenase uptake 을 측정한 결과

pCC1FOS::phox::hox 와 pCC1FOS::pT7::hox는 대조구에 비해 30%이상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hydrogenase activity 에서는 각각 192%와

169% 가 증가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강력한 T7 promoter 보다 hox

promoter가 더 높은 hydrogenase activity를 나타낸다(표 5).

표 5. Hydrogenase uptake 및 활성 측정

④ E. coli 에서 LexA는 DNA 손상에 대한 SOS repair 시스템에서 억제자 역

할은 하는 반면, Synechocystis sp PCC6803 에서는 bidirectional

hydrogenase를 조절하는 전사인자로 규명되어있다. 시아노박테리아 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 hox 유전자가 확연히 증가함을 보였다. 이 실험에서는,

E.coli system에서 hox와 T7 promoter에 의한 hox 유전자가 방사선에

의해 증가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1번은 E.coli 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을 확인한 결과, 2 Gy 보다 30 Gy에서 성장이 늦어짐을 보였고, 그림 2번

에서는 hox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방사선 30Gy 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RNA level에서 유전자의 발현은 30Gy에서 감소함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시아노박테리아의 hox promoter는 LexA에 의해 조절되

는 반면, E.coli에서는 LexA이외의 다른 전사조절인자에 의해 hox

promoter가 조절되어짐을 제안한다(그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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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방사선 조사 후 변화되는 E.coli 생장곡선과 hoxEFUYH 단백질의 발현

(2) A, SDS-PAGE; B,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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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실증시스템 구축

1) Red beet 모상근 배양 조건 확립 및 20 L 바이오리엑터 실증: red beet 배양

조건(표 6)에서 15-20일 정도가 경과하면 새로운 배지로 교환을 해주거나, 계

대배양을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계속 유지 될 수 있게 하였고, 배지교환을

해 줄때에는 일단 뿌리만을 새 배지로 옮겨 준 뒤, 기존의 배지를 약간 넣어

주어 새 배지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어 배양하였다. Red beet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을 확인 하였으며, 대략 15일정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red beet 모상근은 머금고 있던 빨간 색소를 내뿜으며, 배지전체가 붉은빛을

띄게 되었다(그림 41-42). Red beet 모상근을 배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

니며, 배지교환만 잘 해준다면 배양을 쉽게 할 수 있었다.

표 6. Red beet 배양 조건

MS 4.405g/L

Sucrose 30 g/L

pH 5.8

rpm 120

light light배양

온도 25°C

배지양 50ml/100ml, 100ml/300ml

그림 41. Red beet 모상근 배양. 좌(seed 접종), 우(15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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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ed beet 모상근의 20L 생물반응기 실증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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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성과목표/세부목표 2009년 사업목표 (핵심스펙)
연차목표달

성도(%)

1. 방사선 조직 및 세포배양 기술 개발

1-1. 방사선 활성 식물

세포주 선발 및 조직/

세포배양 최적화 기술

개발

․희토액비를 이용한 조직/세포배양 효율 증진 100

1-2.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 및 단백질의

조절 기작 규명

․잔디 전사조절인자 P1 기능 규명(EoP 등록, 특

허출원)

․LexA의 차별적 전사조절 규명(E. coli,
Synechocystis)

․미생물에서 감마선 유도 항산화/샤페론 단백질

분리 동정

100

1-3. 방사선 특이 활성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통한 유용물질 대량생

산 기반 기술개발

․EoP 형질전환 잔디 선발 및 계통화(Southern

blot 확인)

․벼, 애기장대에 EoP 형질전환(CMV 35S-EoP)

및 선발

100

2.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방사선 유도 식물

대사물질 변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감마선 유도 maysin 유도체의 구조동정(3건)

․감마선조사 주목나무 색소변화 규명(크산토필

회로 포함)

100

2-2. 방사선 활성 유전

자/단백질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과 대사물질

생산 연관성 규명

․감마선조사 애기장대의 항산화 동질효소 발현

규명 (POD, APX, CAT)

․애기장대 유전체의 감마선, H2O2 반응 비교(전

식물체)

100

2-3.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의 생화학, 분

자생리학적 기작 규명

과 체계적 이론 정립

․감마선조사 식물의 NPQ 저해 기작 규명(논문투

고)

․감마선유도 활성산소종 측정(유형별 ESR,

Spectrometry)

․Maysin 및 maysin 유도체 증강기술 개발 및

생리활성 규명

100

3.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범용적 국가기반기술 구축

3-1. 방사선 활성 동물

/미생물 세포배양 및

유용물질생산 기술개

발

․hox 형질전환 E. coli에서 감마선유도

hydrogenase 합성증진(단백질, 활성)
100

3-2.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실증시스템 구축

․20L 바이오리엑터 실증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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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4-2-1. 연구성과별 기여(활용)도

․난지형 잔디의 EoP 전사조절 유전자 분리동정 : 잔디 EoP 유전자의 분리동정

은 천연항생물질인 maysin의 생합성 규명과 이를 이용한 항생잔디 개발에 기

여할 것이다.

․한국형 잔디에 EoP유전자 형질전환 : 향후 형질전환 식물체의 세대고정 이후

병충해 저항성 시험 등을 통해 친환경 기능성 잔디의 제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작물위주의 농가수입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센티페드그라스에서 유용물질 동정: 난지형 잔디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리활성

을 가지는 유용물질을 동정하므로써 향후 화장품 및 의약품으로의 제품화에

기여할 것이다.

․희토의 식물 생장촉진 기능 규명 : 희토류 화합물과 희토킬레이트 화합물의 생

리활성 증진 효과를 단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희토류의 다양한 농생물산업 분

야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Red beet 대량 배양 체계 확립 : Red beet 모상근을 바이오리엑터에서 대량배

양 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다른 식물세포 배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4-2-2. 연구성과의 향후 예상 기여(활용)도

․기존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던 고부가가치의 유용물질을 대량생산함으로써 이

를 활용한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

․전북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 및 생물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친화적인 연구소 모델정립에 기여

․방사선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조직/세포배양기술을 통해 동물, 미생물, 식

물을 이용한 모든 조직/세포배양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

써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국내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방사선이용 기술의 확대와 산업적 적용을 통해 친환경 방사선 기술의 국민적

친화력 증대를 유도하고 방사선 이용의 긍정적 인식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 48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난지형 잔디의 EoP 전사조절 유전자 분리동정 : 분리동정이 완료된 EoP 유전자를 국

제 유전자은행에 등록하고, 이를 항생잔디 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활용 (추진중)

․한국형 잔디에 EoP유전자 형질전환 : 형질전환 식물체의 세대고정 이후 병충해 저항성

등을 시험하고 친환경 기능성 잔디로 제품화 추진 (향후 계획)

․희토의 식물 생장촉진 기능 규명: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출원중이며, 특허등

록 후 희토류 화합물과 희토킬레이트 화합물의 생리활성 증진 효과의 산업적으로 활용

을 위한 기술이전 추진 (추진중)

․Red beet 대량배양 시스템 구축: Red beet의 20 L 바이오리엑터 대량배양 시

스템 구축을 통하여

․난지형 잔디의 유용물질 분리 및 생산 증강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술 개발: 관련

결과를 국내 특허 출원(6편)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 추진 (추진 중)



- 49 -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205/2009

제목 / 부제

방사선 세포배양기술 개발을 통한 유용물질생산 기반 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정 병 엽 (방사선생명공학연구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김진홍, 이승식, 김재성, 안병철, 문유란, 이은미, 이민희, 이재택 (방사선생명공학연구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9년

페 이 지 50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1x29.7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본 연구는 방사선기술 기반의 유용물질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세포배양 기술개발을

통해 기능성 천연물질의 탐색, 소재화 및 효용성 평가분야의 기술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의 범위는 1) 방사선 조직 및 세포배양 기술 개발, 2)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3)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범용적 국가기반기술 구축을 포함한다. 당해

년도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희토액비를 이용한 조직/세포배양 효율 증진(산삼 모상근); 잔

디 전사조절인자 P1 기능 규명 및 LexA의 차별적 전사조절 규명; hox 형질전환 대장균의 감마선

유도 hydrogenase 합성 증진; 애기장대, 벼, 상추에 P1 유전자 형질전환(CMV 35S-EoP) 및 형

질전환체 선발; 센티페드그라스에서 maysin 및 메이신 유도체 동정; 감마선조사 주목나무 색소변

화 규명; 감마선조사 애기장대의 항산화 동질효소 발현 규명(POD, APX, CAT); 애기장대 유전체

의 감마선, H2O2 반응 비교; 감마선조사 식물의 반응 및 영향 측정(NPQ, 활성산소종 측정);

maysin 유도체의 증강기술 개발; red beet 모상근의 대량 배양 시스템 구축.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부정근, 생물배양기, 센티페드그라스, 감마선, 메이신, 모상근, 방사선, 희토, 활성산소종,
형질전환식물체



- 50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205/2009

Title / Subtitle

Study on production of useful metabolites by development of advanced cell culture

techniques using radiation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Byung Yeoup Chung (Radiation Research Division for

Biotechnology)

Researcher and

Department

Jin-Hong Kim, Seung Sik Lee, Jae-Sung Kim, Byung Chull An, Yu Ran Moon, Eun

Mi Lee, Min Hee Lee, Jae Taek Lee (Radiation Research Division for Biotechnology)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09

Page 50 p. Ill. & Tab. Yes( ● ), No ( ) Size 21x29.7Cm.

Note

Open Open( ● ), Closed(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aterialization and
evaluation techniques on effectiveness for functional natural compounds throughout
development of tissue/cell culture techniques for mass production of useful
metabolites using radiation. Research scope includes 1)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radiation tissue and cell culture, 2) Database construction for radiation response
in plants and radiation effects, 3) Construction of general-purpose national based
techniques of cell culture technique using radiation. Main results are as follow:
mass culture of the adventitious roots of mountain ginseng (P anax ginseng C. A.
Meyer) roots using rare earth elements in bioreactor; characterization of a
transcription factor EoP gene from centipedegrass and the transcription regulation of
LexA from Synechocystis sp PCC6803 and E. coli; identification of gamma-ray
induced hydrogenase synthesis in hox gene transformed E. coli; tansformation and
the selection of the EoP transgene from Arabidopsis, rice and lettuce; Identification
of the maysin and maysin derivatives in centipedegrass; characterization of
gamma-ray induced color change in Taxus cuspidata; verification of the expression
of antioxidant proteins (POD, APX and CAT) to gamma-ray in Arabidopsis;
comparison of the response of the expression level to gamma-ray or H2O2 in
Arabidopsis; verification of the responses and effects to gamma-ray from plants

(analysis of NPQ and ROS levels); the development method for rapidly enhancing
maysin content of centipede grass; establishment of mass culture system for red
beet.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Adventitious roots, bioreactor, centipedegrass, gamma-ray, maysin, hairy roots
radiation, rare earth element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transgenic plant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3-1 절. 방사선 조직 및 세포배양기술 개발
	제 3-2 절. 방사선 식물반응 및 영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 3-3 절. 방사선 세포배양 기술의 범용적 국가기반기술구축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