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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전자빔으로 처리한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항생물질의 생물학적 활성 및 미

생물 유전변이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l 전자빔으로 처리한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항생물질 부산물의 생물학적

활성 및 미생물 유전변이의 빈도 평가

l 하폐수 처리시설의 세균 군집에 대한 전자빔의 영향을 평가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l 1차년도(2008) : 감마선으로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생물학적 활성 조사

▷ 항생 물질 활성 측정 방법의 비교: 세균 사멸 및 특정 유전자 발현을 이용

한 다양한 생물학적 분석방법의 비교

▷ 감마선 및 UV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활성 측정: 세균 감수성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감마선으로 처리한 항생물질의 항균활성 변화를 조

사

▷ 감마선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생제 내성유전자 발현효과 조사: 감마

선으로 처리한 항생물질의 내성유전자 및 stress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

향 조사

l 2차년도(2009년) : 전자빔으로 처리한 하폐수시설 방류수에서의 미생물 유전

변이 조사

▷ 전자빔처리 시료분석을 위한 미생물 유전변이 조사방법 선정: 영양 요구성

균주의 돌연변이, 유전체손상 복구유전자의 발현 등 미생물 유전변이 조

사방법의 비교

▷ 하폐수 위생처리 방법에 따른 미생물 유전변이 빈도 조사: 전자빔, 감마선,

UV 등의 하폐수시설 방류수의 위생처리 방법에 따른 미생물 유전변이

증감 비교 조사

l 3차년도(2010년) : 하폐수 처리시설의 세균 군집에 대한 전자빔의 영향 평가

▷ 전자빔 처리 전후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의 세균 군집 변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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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PCR, 16S rRNA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여 전자빔 처리 전후 방

류수의 미생물 군집 변화 관찰

▷ 전자빔 처리에 의한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 세균 증감 조

사 : 방사선 내성 세균에 특이적인 primer를 이용한 qPCR로 전자빔 처

리된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 세균의 존재 및 증감을 조사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기관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UV 및 감마선으로 처리한 항

생제의 잔류 농도 및 활성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UV, 감마선 및 전

자빔을 세균에 조사하여 조사방법에 따른 세균의 생존율 및 돌연변이율의 증감

을 비교하였다. 또한, 전자빔 및 UV 조사된 하폐수 방류수의 세균군집 분석 및

방사선 내성세균 증감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감마선 조사 방법이 UV 조

사에 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분해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균 돌연변이 유발 측면에서는 전자빔을 조사하였을 때 감마선과 UV에 비하여

돌연변이가 적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자빔

의 이용은 높은 세균 파괴 및 사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방사선 내성세균 군집

의 선택적 증가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온화 방사선의 하폐수

처리시설 도입이 UV에 비해 다양한 항생물질의 분해와 유해세균 제거 효과, 세

균 돌연변이 유발 및 방사선 내성세균의 선택적 증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전자빔 처리한 시료의 항생 물질 활성 제거 효율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확인함

으로써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확산에 대한 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립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 확인된 항생제 최소저해농도 및 감마선량에 따른 항생제 분해

율에 관한 정보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항생물질 잔류기준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감마선이나 UV에 비해 세균의 돌연변이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전자빔을 하폐수 처리시설에 도입할 때 안전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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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valuation of the antibiotic activity and genetic mutation of microorganisms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the electron-beam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l Evaluation of the antibiotic activity and genetic mutation of

microorganisms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the electron-beam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l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electron-beam on bacterial community in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l Year 2008 : Evaluation of the antibiotic activity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the electron-beam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 Comparison of methods to measure antibiotic activity: Comparison of

bioassay methods using bacterial cell death and expression of specific

genes

▷ Estim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by-products treated with

electron-beam: Measurement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antibiotics

treated with electron-beam by using of bioassay method based on

bacterial sensitivity

▷ Evaluation of tolerance gene expression to antibiotics by by-products

from electron-beam treatment: Estimation of antibiotics treated with

electron-beam to expression of tolerance gene against antibiotics

l Year 2009 : Evaluation of mutagenicity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electron-beam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 Selection of method to estimate mutagenicity: Comparison of methods

to estimate mutagenicity such as reverse mutation of auxotrophs,

damage of genome, or expression of recover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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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mutagenicity according to the sanitation methods:

Estimation of microorganism mutagenicity according to the sanitation

methods of effluent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s such as

electron-beam, UV irradiation, or ozone treatments

l Year 2010 : The effects of electron beam on microbial communities in

wastewater treatment system

▷ Analysis of the change of bacterial communities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the electron-beam from wastewater treatment system :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bacterial communities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the electron-beam by molecular biological method

▷ Investigation of the population of radiation resistant bacteria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the electron-beam from wastewater treatment

system : Estimation of radiation resistant bacterial population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the electron beam by qPCR technique using the

specific primers for radiation resistant genes

Ⅳ. Results of Project

For 3 years, from Mar. 2008 to Feb. 2011, the residual concentrations and

activities of antibiotics after UV or gamma-ray treatments were estimated,

and the effect of irradiation of UV, gamma-ray, or electron beam was

estimated on the survivability and less mutagenic effect on bacteria. The

changes of bacterial communities and radiation resistant population in the

effluent treated with UV and electron-beam were analyzed. The gamma-ray

irradi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UV in degradation of antibiotics. The

extent of mutagenicity of electron-beam irradiation was less than those of

UV or gamma-ray irradiations. The application of election-beam to the

wastewater treatment system showed the high efficiency of destroying and

removal effects on bacterial cells. The selective increase in population of

radiation resistant bacteria was not observ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ionizing radiation to the processes of wastewater treatment

system will be suitable than UV irradiation because of its degradability of

variable antibiotics, high removal rate of harmful bacteria, less mutage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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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acteria, and low selective effect on radiation resistant bacteria.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l The safety of waste can be established from spreading of antibiotic

resistance genes by treatment of electron-beam irradiation which is

effective on decomposition of antibiotics.

l The informations for the minimal inhibition concentrations of antibiotics

and antibiotic degradation rate according to amount of gamma-ray can be

used in preparation of operation manuals for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of guidelines for residual concentrations of antibiotics.

l The results of less bacterial mutagenicity by treatments of electron beam

than UV or gamma-ray to bacteria can be used as supporting data to

introduce electron-beam to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can lead to

free up obscure uncertainty of peoples to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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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절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항생물질은 곰팡이나 세균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다른 미

생물의 침입을 방해하려고 분비해 내는 것으로 다른 미생물의 생장, 번식 및 기

타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물질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항생

제의 특징을 이용하여 인류의 삶을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항생제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항생제는 세계 전체 의약품시장의 17%를

차지하며, 항생제 시장은 cephalosporin (40.3%), 페니실린(22.5%), macrolides

(6.2%), 테트라사이클린(5%), aminoglucoside (3.3%), 기타(22.7%)로 구성되어 있

다(전 등, 2003).

우리나라는 동물 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이 의무화 되지 않아 이에 따른 축

산, 양식업에서 항생제의 남용이 심각한 상태이다. 수의사의 처방 없이 축산,양

식, 농,어업에서 질병의 자가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는 항생제 비

율은 매년 증가하여,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50%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항생제의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5). 축수산동물약품(항생제)

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축산국가들

에 비해 연간 축산물 생산량 대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축수산업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참여연대, 2005). 또

한, 2007년 주요 수계의 하천수 등에서 실시한 의약품 검출 조사 결과 항생제 17

종 중 13종이 검출되었으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무영향 기준농도인

1 ㎍/L를 초과하는 물질은 2종이 검출되었다(국립환경과학원, 2006).

이러한 항생제의 남용으로 결국 우리가 마시는 지표수 및 지하수에서 항생제

가 발견되고 있고, 이는 항생제 내성세균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의 지역사회 일반인으로부터 분리

된 황색포도상구균의 penicillin에 대한 내성이 84.7%에 달하고, methicillin에 내

성인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의 비

율이 2.5%로 나타났다(정 등, 2002). Schwartz 등(2003)은 병원 하수 및 식수에

형성된 생물막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vanA)와, 베타락탐계 항생제 내성

유전자(ampC)를 검출해냄으로써, 항생물질처리가 미흡한 하수가 환경에 방류되

면 세균의 항생제 내성 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규 항생제 출현 이후 2~3년이 지나면 내성 균주가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항생제가 환경에서 노출이 되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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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빠르게 생겨나고 확산 될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충북에서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3세대 항생제인 cephalosporin에 내성을 갖는 이질균에

감염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출되는 하, 폐수의 항생제 잔류량 검

사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특히 항생물질 제조 공장의

폐수와 같은 경우도 일반화학공업의 배출허용 기준에 준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

문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최근에는 항생물질을 비롯한 여러 난분해성 물질이 포함된 하폐수를 처리하

기 위한 고도산화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을 하폐수 처리 시설에

도입하고 있다. 고도산화공정은 산화제인 hydroxy radical을 발생시켜 오염물질

을 분해함으로써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과정

이다(Andreozzi et al., 1999). 최근에는 오존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화학적 산화

(Balcioğlu and Ötker, 2003), 역삼투압을 이용한 나노 여과막 방법(Nghiem et

al., 2005), 감마선이나 전자빔을 이용한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 방법

(Singh et al., 2009, Yu et al., 2008) 등 다양한 고도산화공정에 의한 항생제 분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존처리공정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을 감소

시키고 폐수에 포함된 여러 항생제들의 생분해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으나

(Balcioğlu and Ötker, 2003), 오존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오랜 시간 처리하

여도 항생물질이 완전히 무기화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Andreozzi et al.,

2005). Gong 등(2008)은 처리된 하․폐수 방류수에 UV와 오존을 처리하여 용존

성 유기탄소 및 방향족 화합물의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UV를 단독으로 처리

하였을 때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용존성 유기탄소, 방향족 화합물의 변화가 거

의 없었으며, UV와 오존을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효과적인 분해가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Reyes 등(2006)은 tetracycline을 분해시키는데 UV 단독 조사 및 광

촉매인 TiO2를 함께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UV와 TiO2를 함께 처리한

경우는 항생물질 활성이 감소하였으나, UV만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100분 이상

조사하여도 tetracycline의 항생제 활성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UV의 단독 조사는 고도산화공정의 항생제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높은 투과성을 갖는 감마선은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

며, 병원균을 포함하는 미생물 살균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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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i and Al-Khalidy, 2006). Yu 등(2008)은 cephalosporin계의 항생제인

cefaclor에 감마선을 조사시켜 90% 이상 분해되는 것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

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Sanchez-Polo 등(2009)은 항생물질인 nitroimidazole의 일종인 metronidazole를

포함시킨 증류수, 지표수, 지하수 및 폐수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감마선량이

높아질수록 metronidazole이 많이 제거되었으며, 증류수에 녹아있을 때 제거효율

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총 유기탄소의 제거율은 지표수에서 가장 높

게 관찰되었고, 감마선량이 높아질 수 록 물질의 독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김 등(2008)은 10 kGy의 감마선을 축산 폐수 처리에 이용하였을 때 축산 폐수의

생분해도 및 생물학적 질산화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감마선

은 하․폐수 처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돌연변이원

으로 알려진 감마선을 하․폐수에 조사하였을 경우에 생성되는 미생물 돌연변이

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고도산화공정을 통해 분해된 항생제 부산물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Li 등(2008)은 오존처리시간이 길수록 oxytetracycline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Vibrio fischeri를 이용한 bioluminescence assay를 통하여 오존 처

리 동안 생긴 부산물의 독성을 확인하였다. Kim 등(2009)은 감마선 조사된 항생

제가 생물에 미치는 독성효과를 EPA에서 제시한 방법인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의 성장저해 시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 감마선 조사가 진행될수록 조

류에 미치는 독성정도가 감소하였지만 분해된 부산물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수계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방사선중 감마선은 파장이 짧은 전자파 형태이며, 연속 이온화를 발생시켜

DNA를 구성하고 있는 pyrimidine과 purine을 산화시켜 double strand DNA

break를 일으키며, 심각한 유전자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김 등(2008)은 10

kGy의 감마선을 축산 폐수 처리에 이용하였을 때 축산 폐수의 생분해도 및 생물

학적 질산화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감마선은 하․폐수 처리

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Wakelin 등(2008)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폐수 방류수의 미생물 군집을 계절별로 관찰하였으며, 유입된 영양물질에 따라

미생물군집이 변화하였으며, 질소의 생지화학적인 순환능 역시 변화한다고 하였

다. 하지만, 강력한 돌연변이원으로 알려진 감마선을 하․폐수에 조사하였을 경

우에 생성되는 미생물 돌연변이 및 세균 군집의 변화 특히 방사선 내성세균의

확산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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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및 UV 조사에 의해 분해된 항생제의 활성을 화학적

방법인 HPLC와 생물학적 방법인 액체배지 희석법과 디스크 확산법으로 측정하

고, 잔류 항생제 또는 부산물이 미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세균을

이용한 bioassay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마선 및 전자빔으로 처리

된 하․폐수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UV 및

감마선으로 처리된 세균의 돌연변이율을 Ames test와 E. coli mutation test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감마선 및 UV의 유전독성효과를 umu-test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전자빔 조사된 하폐수 방류수에서의 세균 군집변화를 추적하고 방

사선 내성세균 군집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이온화 방사선이 조사된 하․폐수의

생태학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이온화 방사선의 고도산화공정 도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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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년

도
2008

전자빔으로 처리

한 항생물질 부산

물의 생물학적 활

성 조사

항생 물질 활성 측정 방법의

비교

세균 사멸 및 특정 유전

자 발현을 이용한 다양

한 생물학적 분석방법의

비교

전자빔으로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활성 측정

세균 감수성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전자빔으

로 처리한 항생물질의

항균활성 변화를 조사

전자빔으로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생제 내성유전자

발현효과 조사

전자빔으로 처리한 항생

물질의 내성유전자 및

stress 유전자 발현에 대

한 영향 조사

2차년

도
2009

전자빔으로 처리

한 하폐수시설 방

류수에서의 미생

물 유전변이 조사

전자빔처리 시료분석을 위한

미생물 유전변이 조사방법 선

정

영양요구성 균주의 돌연

변이, 유전체손상 복구유

전자의 발현 등 미생물

유전변이 조사방법의 비

교

하폐수 위생처리 방법에 따른

미생물 유전변이 빈도 조사

전자빔, 자외선, 오존 등

의 하폐수시설 방류수의

위생처리 방법에 따른

미생물 유전변이 증감

비교 조사

3차년

도
2010

하․폐수 처리시설

의 세균 군집에

대한 전자빔의 영

향 평가

전자빔 조사된 하․폐수 처리시

설 방류수의 세균 군집 변화

조사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

여 전자빔 처리 전후 방

류수의 미생물 군집 분

석

전자빔 조사에 의한 하․폐수 처

리시설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

세균 증감 조사

방사선 내성 세균에 특

이적인 primer를 이용한

qPCR로 전자빔 처리된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

세균의 존재 및 수의 증

감 조사

2절 연구 개발의 목표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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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내개발현황

1절 국내, 외 연구 사례

1. 외국의 경우

- Alexy 등(2004)은 18종류의 항생제에 대하여 closed bottle test를 진행한 결

과, 항생제의 생분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생분해

된 항생제 일지라도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며 완전히 무기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 Reemtsma와 Jekel (1997)은 호기성 과정과 혐기성 과정을 함께 거친 폐수에서

의 용존유기탄소 및 방향족 화합물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각각 85%, 50%가 제

거되는 것을 보고하였고, 물리 화학적 산화 처리과정을 거친다면 처리된 폐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항생물질을 비롯한 여러 난분

해성 물질이 포함된 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고도산화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을 하폐수 처리 시설에 도입하고 있다.

- 환경시료에서 검출한 Serratia marcescens의 tetracycline에 대한 저항성에 관

한 연구(Thomson et al., 2007)에서는 S. matcescens의 tetracycline 내성 유전자

를 plasmid vecter cloning을 통하여 E. coli에 transformation 해준 뒤

tetracycline의 내성에 관여하는 tetA(41), tetR(41) promoter의 조절을 lacZ

assay를 통해 관찰하여 발현조건의 최소 농도(0.063 μg/mL)와 최대농도(0.5 μ

g/mL)를 밝혔다. 이 방법은 beta galactosidase의 활성을 색으로 나타내어 환경

에 존재하는 tetracycline의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standard 물질과 비교하

여 시료에 존재하는 tetracycline의 농도를 추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Chanda 등(2007)은 온도와 항생제에 의해 전사가 조절되고 유도되는

Staphylococcus aeruginosa 의 groES-groEL operon 발현을 이용한 항생제 감수

성 조사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으로 최소저해농도의 0.5배의 ampicillin을 세

포에 넣어준 경우 대조군보다 groES-groEL operon 발현이 12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미국 Colorado 주립대학 연구진은 항생제가 포함된 폐기물이 항생제 내성 유

전자(ARG; antibiotic resistance gene)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항생제를 함유한 퇴비에 대하여 최소 6개월의 처리 시간이 경과해야 항

생제와 ARG 수준을 낮출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RG는 항

생제가 완전히 분해된 후에도 상당 기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CHARM Science Inc.에서 개발된 잔류 항생제의 검출방법으로 면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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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토그래피법(Immunochromatographic assay)을 이용한 방법과 방사성 동위원

소를 이용하는 방법인 미생물 수용체 분석법이 소개되었다.

- Shaw(2008) 등은 증폭 가능한 DNA를 제거하는데 있어 UV, gamma-ray,

beta-ray 조사방법과 ethylene-oxide를 이용한 방법을 비교하였는데 UV,

gamma-ray, beta-ray의 순으로 증폭 가능한 DNA가 대부분 분해되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2. 국내의 경우

- Yu 등(2008)은 cephalosporin계의 항생제인 cefaclor에 감마선을 조사시켜 90%

이상 분해되는 것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 Kim 등(2009)은 감마선 조사된 항생제가 생물에 미치는 독성효과를 EPA에서

제시한 방법인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의 성장저해 시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 감마선 조사가 진행될수록 조류에 미치는 독성정도가 감소하였지만 분해된

부산물이 지속적으로 수계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정 등(2002)은 전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항생제 내

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methicillin 내성 mecA유전자의 보유를

특이적 PCR 방법으로 확인하였고, 내성 경로를 PFGE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 방법을 이용해 추적하였다.

- 경북 의대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하

여 서울 및 호남지역의 수계에서 폐수가 유입됨으로써 초래된 내성균의 존재 여

부를 확인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빈도와 종류를 조사하였다. 국내 주요 하천에서

분리한 항생제 내성 대장균의 내성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TEM-52, CMY-1 및

CTX-M-14과 같은 광역 범위의 베타락탐 항생제를 분해하는 ESBL이 확인되었

다.

- 김 등(2007)은 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 (ESBL) 유전자를 포함하

는 세균의 항생제 내성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중 디스크 확산법에 의해

ESBL을 생성하는 균을 분리하였고 PCR과 D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하여 세 가

지의 ESBL gene (TEM-1, SHV-12, CTX-M-15)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 김 등(2008)은 10 kGy의 감마선을 축산 폐수 처리에 이용하였을 때 축산 폐수

의 생분해도 및 생물학적 질산화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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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항생제 내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을 갖는 균주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뿐 아니라 하⋅폐

수처리과정에서 항생물질의 제거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폐수 처

리과정에서 항생물질 분석에 관한 실험은 HPLC 같은 화학적인 방법이 많이 사

용되며, 의료산업과 관련된 실험은 Disc 확산법, 액체배지 희석법 등 생물학적

분석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이나 하⋅폐수처리과정에서 항생물질의 제거

및 내성확산에 관한 연구는 화학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분석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처리과정

을 거친 하⋅폐수의 항생제 잔류농도가 확인되어 환경에 항생제가 퍼질 가능성

을 차단해야하며, 분해된 항생제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환경에 방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사용되는 방법인 액체배지 희석법과 Disc 확산법은 감

수성 세균을 이용하여 분해된 항생제의 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액체

배지 희석법의 경우 감수성 세균의 최소저해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로 분해된 항생제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Disc 확산법

은 표준물질과 분해된 항생제에서 형성되는 clear zone의 크기의 변화로 농도를

추정한다. 분해된 항생제의 항생제 부산물 효과는 간접적으로 증명 할 수 있다.

Thomson 등(2007)이 진행한 tetracycline 내성 유전자인 tetA(41), tetR(41)

promoter 발현으로 알아본 항생 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 항생 물질에 대한 민감도 및 항생 물질 내성 유전자의 선정에도 좋

은 선례로 사용할 수 있을 것다. lacZ assay 방법은 유전자의 발현을 색으로 나

타낼 수 있으므로 쉽게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spectrophotometer로 정

량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Chanda 등(2007)이 진행한 실험은 β

-galactosidase를 열에 의해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시 정량이 가능한 방법이다. 항

생 물질의 투여로 인한 세포의 stress 상승은 groES-groEL operon과 같은 특정

operon의 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역시 항생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mmunochromatographic assay)과 미생물 수용체 분석

법으로도 잔류 항생제의 검출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방법은 kit로도 상용화

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항생 물질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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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Han 등 (2005)은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전자빔을 도입하여 염료공장에서 발생

한 폐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pilot plant 수준에서 관찰한 결과, 전자빔을 도입하

지 않은 시설에 비하여 유해한 유기 불순물의 제거효율이 30%가량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현재 감마선 및 전자빔의 조사를 이용한 세균의 살균이나 유기물

분해 방법은 하․폐수 처리 시설에서 상용화 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방사선

으로 처리한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유전자의 확산

또는 돌연변이율의 증감 및 세균 군집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

다. 이는 물리화학적 분석이 어려우며, 세대가 짧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감마선이나 전자빔을 조사한 식품 등에서

검출된 방사선 내성세균을 동정하는 등의 방사선 조사된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한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을 대상으로 한

성상 및 군집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폐수 처리과정은

여러 오염물질의 분해 제거 및 처리 과정중 인위적으로 발생한 환경변화에 영향

을 받는 미생물의 변화를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폐수 처리시설에 방사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중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마련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빔, 감마선의 생물학적

인 안전성을 UV와 비교 평가하려한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전자빔 이용

위생화 기술의 현장 적용성 및 도입에 대한 정보를 본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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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재료 및 방법

1. 미생물을 이용한 잔류 항생제 농도의 측정

가. 균주 및 배양

항생제 감수성 시험 표준 균주인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과 E.

coli KCTC 1682를 Mueller-Hinton broth (DifcoTM; beef extract powder 2.0

g/L, acid digest of casein 17.5 g/L, soluble starch 1.5 g/L)에 37℃, 100 rpm에

서 12시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Jenkins et al., 1985).

나. 항생제의 최소저해농도 측정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 (NCCLS)의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였다(Jorgensen and Hindler, 2007).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Sigma-Aldrich, USA; 농도 30 mg/L)을 증류수에 1/2

씩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120 ㎕씩 분주한 후 배양된 세균을 최

종 세균농도가 1 × 105 CFU/mL가 되도록 하여 각 well 마다 60 ㎕를 접종하였

다. 접종한 96 well plate는 37℃, 100 rpm에서 18~20 시간 배양시킨 후 Bio-Tek

EL800 (BioTek, USA)을 이용하여 O.D595nm를 측정함으로써 균주의 생장을 확인

하였고, 10% 이하의 세균 성장을 보이는 가장 낮은 농도를 최소저해농도로 판단

하였다.

다. 시료의 준비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4 종류의 항생제를 30 mg/L

의 농도로 증류수에 녹인 후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b, Korea)에서 감마선과

UV를 조사하였다. 감마선의 조사조건은 0, 0.2, 0.4, 0.6, 0.8, 1, 2 kGy, UV는

0.89 W/L의 강도로 처리하였으며 조사조건은 표 1과 같다.

라.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실험 방법은 최소저해농도 측정방법과 동일하며 감마선과 UV가 조사된 시료

를 증류수로 1/2씩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120 ㎕씩 분주하여 사용하였다. 배양 후

세균의 생장을 10% 이하로 저해시키는 최대 희석시료를 최소저해농도 수준의

농도라고 판단하여 시료 원액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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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항생제 분해에 사용된 UV의 에너지량 (mJ/cm3)

Antibiotics

Sample No.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Cephradine

1 0 0 0 0

2 0.61 0.08

3 1.22 0.16

4 2.13 0.53

5 3.20 3.20 3.2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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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디스크 확산법은 NCCLS의 disc diffusion method를 이용하였다(Choi, 2003).

세균의 최종 농도가 1 × 105 CFU/mL가 되도록 0.6% agar solution에 섞어주고

Mueller-Hinton 평판배지(두께 4 mm)에 골고루 분주하였다. Blank paper disc

(diameter 6 mm, BBLTM, USA)에 농도를 알고 있는 항생제와 감마선 또는 UV

로 조사된 시료를 20 ㎕ 떨어뜨려 건조한 뒤, 세균이 분주된 배지에 올려놓았다.

37℃에서 18 ~ 20 시간 배양한 후 disc 주위에 생긴 생장저해원(clear zone)의 직

경을 0.5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logΘ=
(UH+UL)-(S H+S L)

(UH+S H)-(UL+S L)
× log4 +

θ : 시험액과 상용표준 항생물질 용액 중의 항생물질의 농도비

SH : 상용표준 항생물질 용액에 의해 생긴 저해원의 직경

SL : 상용표준 항생물질 용액의 4배 희석액에 의해 생긴 저해원의 직경

UH : 실험 항생물질 용액에 의해 생긴 저해원의 직경

UL : 실험 항생물질 용액의 4배 희석액에 의해 생긴 저해원의 직경

+ : 우변의 log4는 4배 희석의 경우이며, 2배 희석인 경우는 log2를 곱한다.

바. 항생제 내성유전자를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1) 균주 및 배양

Serratia marcescens FMC 1-23-O 균주에서 확인된 tetracycline이 존재할

경우 작동하는 tet(A), tet(R) gene의 promoter와 lacZ gene을 융합하여 만든

plasmid pEVM3, pEVM4 (Thomson et al., 2007)를 E. coli JM109에 Sambrook

과 Russell (2001)의 방법에 따라 형질전환 시켜 재조합 균주를 얻었다.

Luria-Bertani broth (LB broth: Tryptone 10 g/L, Yeast extract 5 g/L, NaCl 5

g/L)에 30 ㎍/mL의 kanamycin (Sigma-Aldrich, USA)을 첨가한 배지에서 37℃,

18 시간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tet 유전자 발현 확인 실험

Tetracycline (30 mg/L)를 1/2씩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96-well plate에 각

well당 50 ㎕씩 분주하였다. 균주는 O.D600nm에서 1.2가 되도록 배양하여 well당

50 ㎕씩 첨가하고, 37℃에서 1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새로운 96-well plate에

20 ㎕의 배양액을 옮기고, 90 ㎕의 Z-buffer, 50 ㎕의 0.1% sodiumdodec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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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te (SDS)를 넣고 혼합하여 세포막을 파쇄한 후(Miller, 1972), 10 ㎕의

CPRG (chlorophenol red-β-D-galactopyranoside 4 mg/mL in Z-buffer)를 첨가

하여 37℃에서 20분 동안 발색시켰다. 발색 후에 100 ㎕의 1 M Na2CO3를 첨가

하여 효소반응을 중지시켰다. ELISA reader (Bio-Tek EL800; BioTek, USA)로

O.D.570nm를 측정하고 음성대조군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발색을 보이는 농도를

MEC (Minimal effective concentration)로 판단하였다.

(3) tet 유전자를 이용한 항생제 농도 측정

실험 방법은 시험 균주의 tet 유전자 발현 확인과 동일하며, 감마선과 UV로

각각 조사된 tetracycline을 1/2씩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50 ㎕씩

분주하였다. 결과 확인 시 음성대조군에 대비하여 2배 이상의 흡광도를 보이는

최대 희석배수를 MEC 수준의 농도라고 판단하여 시료 원액의 잔류항생제 농도

를 추정하였다.

사. HPLC 방법을 이용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감마선 및 UV 조사 후의 항생제 잔류 농도는 Agilent 120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표 2).

2. 시료의 유전독성 확인 실험

가. 균주 및 배양

실험균주는 ampicillin 내성균주인 Salmonella enterica TA1535/pSK1002 균

주(DSMZ 9274)로 독일미생물보존센터(DSMZ, 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und Zellkulturen GmbH)에서 분양받았다. 균주를 TGA

(tryptone 10 g/L, NaCl 5 g/L, D-glucose 2 g/L, ampicillin 50 ㎍/mL) 배지에

12시간동안 배양하여 대수기 상태의 S. enterica TA1535/pSK1002를 O.D.600nm에

서 0.4~0.5가 되도록 TGA (ampicillin 20 ㎍/mL) 배지에 희석하여 균주를 준비하

였다.

나. 돌연변이 대조군

돌연변이 물질의 양성 대조물질로 4-nitroquinoline-1-oxide (4-NQO, 1.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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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 Column

Injection

volume

(µl)

Flow

rate

(mL/min)

UV

detection

(nm)

Eluent

Amoxicillin C8a 50 1.0 230
25 mM Potassium phosphate pH

4.6 : Methanol (95 : 5)

Cephradine
Polar

RPb
50 1.0 254

20 mM Ammonium formate pH

3.5 : Methanol (65 : 35)

Tetracycline C8a 50 1.0 355
0.01 M Oxalic acid : Methanol :

Acetonitrile (72 : 8 : 20)

Lincomycin C18c 75 0.7 210
1 mM Ammonium formate :

Acetonitrile (65 : 35)

표 2. 시료 분석에 사용된 HPLC 조건

a
Luna 5µ C8(2) 100A 150 × 4.6 mm (Phenomenex, USA)

bSyrnergi 4μ Polar-RP column 150 × 4.6 mm (Phenomenex, USA)
c
Zorbax sb-C18 250 × 3.0 mm (Agilent Technologie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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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음성 대조물질로는 동일량의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다. umu 유전자 발현실험

Oda 등(1985)의 방법(ISO/DIS 13829, 2000)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감마선 또

는 UV 처리된 시료를 1/2씩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96-well plate에 각 well당 50

㎕씩 분주하였다. 균액을 well당 50 ㎕씩 분주하여, 37℃에서 2시간 배양하였다.

96-well plate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하였다.

배양 후 발색 과정은 tet 유전자 발현실험과 동일하였다. 돌연변이 물질의 양

성 대조물질로 4-nitroquinoline-1-oxide (4-NQO, 1.0 ㎍/mL)를 사용하였으며,

음성 대조물질로는 동일량의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흡광도를 측정하여 RGA

(relative β-galactosidase activity; RGA = O.D.570nm/O.D.595nm)를 산출하여 결과

를 확인하였다. 음성대조군과 확연한 색상의 차이와 RGA가 2배 이상 높으면 시

료가 유전독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 판정하고, 반면 음성대조군보다

노란 색상이거나 흡광도가 오히려 낮은 경우에는 시료가 균주의 생육을 저해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3. 미생물 돌연변이율 측정

가. 복귀 돌연변이 실험(Ames test)

(1) 균주 배양 및 돌연변이유도

Histidine 영양 요구성 균주인 Salmonella enterica TA100 균주를

TSB/amp(+) (DifcoTM Tryptic Soy Broth, ampicillin 12 ㎍/mL) 배지에 배양하

고 원심분리하여 (7000 rpm, 15 min) 균체 수확 후 10
9

cells/mL이 되도록 생리

식염수 및 방류수에 현탁하여 감마선, 전자빔 또는 UV를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

사선량은 0, 0.1, 0.2, 0.5 kGy, 전자빔(EB Tech, Daejeon) 조사선량은 0, 0.2, 0.5,

1.0 kGy 였으며 UV 조사선량은 0, 2.5, 5, 7.5 mJ/cm2 였다.

(2) 생존률 측정

감마선, 전자빔 또는 UV가 조사된 Salmonella enterica TA100 세균을 단계

적으로 희석하여 100 ㎕씩 분주하고 TSA/amp(+) (DifcoTM Tryptic Soy Broth,

agar 13 g/L, ampicillin 12 ㎍/mL) 배지 주입평판법으로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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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mu-test의 96-well plate 구성.

Blank; 배지, Sample; 2~8열- 7단계 희석한 시료(B~G행의 농도는 같음) + 균주

+ 배지, Background control; 증류수 + 균주 + 배지, Negative control; 단계별

희석된 시료 + 배지, P10~P1; Positive control의 단계적 희석(4-NQO의 1/2씩 단

계적 희석) + 균주 + 배지, B.C; Positive control 해당물질의 Background

control (용매 + 균주 +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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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연변이율 측정

Mortelmans와 Zeiger (2000)의 Ames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OECD, 1997). 감마선, 전자빔 또는 UV가 조사된 Salmonella enterica TA100

세균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100 ㎕를 Top agar (agar 6 g/L, NaCl 6 g/L, 0.05

mM Histidine/Biotin solution) 2 mL에 첨가하고, glucose solution (10% v/v) 10

mL과 Vogel-Bonner salts (MgSO4 10 g/L, Citric acid 100 g/L, K2HPO4 500

g/L, Na2NH2PO4 175 g/L) 4 mL이 첨가된 glucose 최소 배지에 주입하여 37℃

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나타난 His+ 복귀돌연변이 콜로니 수를 계수하여

감마선 및 UV 조사 전 세균수에 대한 돌연변이율을 측정하였다.

나. E. coli 돌연변이 실험

(1) 균주 배양 및 돌연변이유도

Rifampicin 내성이 없는 Escherichia coli CSH100 균주를 LB (Tryptone 10

g/L, Yeast extract 5 g/L, NaCl 5 g/L) 배지에 배양하고 원심분리하여 (7000

rpm, 15 min) 균체 수확 후 109 cells/mL이 되도록 0.1 M MgSO4에 현탁시켰다

(이 등, 2003). 10분간 얼음에 방치시킨 후 감마선, 전자빔 또는 UV를 조사하였

다. 감마선 조사선량은 0, 0.1, 0.2, 0.5 kGy, 전자빔 조사선량은 0, 0.2, 0.5, 1.0

kGy 였으며 UV 조사선량은 0, 10, 20, 30 mJ/cm2 였다.

(2) 생존률 측정

감마선, 전자빔 또는 UV가 조사된 E. coli CSH100 세균을 단계적으로 희석

하여 100 ㎕씩 분주하고 LB (Tryptone 10 g/L, Yeast extract 5 g/L, NaCl 5

g/L, agar 13 g/L) 배지 주입평판법으로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감마선, 전자빔 및 UV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3) 돌연변이율 측정

감마선, 전자빔 또는 UV가 조사된 E. coli CSH100 균주를 5 mL의 LB broth

에 250 ㎕ 씩 접종하였다. 37℃, 150 rpm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배양 후 세균을

단계적으로 희석하고 100 ㎕씩 분주하였다. LB/rif(+) (Tryptone 10 g/L, Yeast

extract 5 g/L, NaCl 5 g/L, agar 13 g/L, rifampicin 100 ㎍/mL) 배지 주입평판법

으로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rifampicin 내성균주의 콜로니를 계수하여

감마선, 전자빔 및 UV 조사 전 세균수에 대한 돌연변이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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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 전자빔 및 UV의 유전독성 확인실험

가. 균주 및 배양

Salmonella enterica TA1535/pSK1002 균주(DSM 9274)를 TGA (Tryptone

10 g/L, NaCl 5 g/L, D-glucose 2 g/L, ampicillin 50 ㎍/mL) 배지에 배양한 뒤

원심분리하고(7000 rpm, 15 min) 균체를 수확하여 109 cells/mL이 되도록 생리식

염수에 현탁시킨 후 감마선 또는 UV를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선량은 0, 0.1,

0.2, 0.5 kGy, 전자빔 조사선량은 0, 0.2, 0.5, 1.0 kGy, UV 조사선량은 0, 0.5, 1,

2 mJ/cm2 였다.

나. 생존률 측정 실험

감마선 또는 UV가 조사된 Salmonella enterica TA1535/pSK1002 세균을 단

계적으로 희석하여 100 ㎕씩 분주하고 TGA agar (Tryptone 10 g/L, NaCl 5

g/L, D-glucose 2 g/L, Agar 13 g/L, ampicillin 50 ㎍/mL) 배지 주입평판법으로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다. umu 유전자 발현실험

감마선, 전자빔 및 UV를 처리한 Salmonella enterica TA1535 세균을 이용하

여 각 처리방법에 따른 세균의 유전독성을 평가하였고 방법은 항생제 시료의 유

전독성 확인실험과 동일하다. 각 well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RGA (relative β

-galactosidase activity; RGA = O.D.570nm/O.D.595nm)를 산출하여 결과를 확인하였

다. 음성대조군과 확연한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RGA가 2배 이상 높으면 세균

의 유전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과를 판정하고, 반면 음성대조군보다 노란 색

상이거나 흡광도가 오히려 낮은 경우에는 균주의 생육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하

였다.

5. 감마선, 전자빔 및 UV의 DNA 손상도 평가

가. 균주 및 배양

식품폐수처리장에서 분리된 Enterobacter asburiae KCAD-4를 LB broth

(tryptone 10 g/L, yeast extract 5 g/L, NaCl 10 g/L) 배지를 사용하여 37℃에서

150 rpm으로 10시간 교반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균은 원심분리(4°C, 7000 rpm,

15분) 하여 수확하였다. 증류수로 세척한 후 적당량의 증류수에 현탁하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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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mL 농도가 되도록 희석한 뒤 감마선, 전자빔 및 UV를 조사하였다. 감마선

은 0, 0.1, 0.2, 0.5, 0.7, 1.0, 3.0, 6.0 kGy, 전자빔은 0, 0.2, 0.5, 0.7, 1.0, 3.0, 6.0,

10.0 kGy, UV는 0, 2.5, 5, 7.5, 10, 12.5, 15 mJ/cm2로 조사하였다.

나. 처리 방법에 따른 세균의 DNA 손상도 평가

(1) 생존율 측정 실험

감마선, 전자빔 또는 UV로 처리된 세균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1 mL씩 분주

하고 LB배지 주입평판법으로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콜로니를 계수하여 생존

률을 측정하였다.

(2) 전기영동을 이용한 세균 DNA 손상 조사

처리된 시료 중 1 mL을 취하여 freezing-thawing 방법(-72℃ 20분, 65℃ 5분,

3회 반복)을 이용하여 세포를 lysis 시킨 뒤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상등액 15 ㎕를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한 후, SYBR-Green (Bio-Rad,

USA)으로 염색하여 UV trans-illuminator (Gelmanager; Seorin Bioscience,

Korea) 상에서 관찰하였다.

(3) Real-time PCR (qPCR)을 이용한 DNA 손상 조사

(가) DNA 분리 정제 방법 비교

qPCR에 주형으로 사용될 DNA를 시료에서 분리 정제할 때, 시료의 DNA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모든 크기의 DNA를 수확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실험실에서 흔

히 사용되는 3가지 방법으로 시료의 total DNA를 분리하였다.

① Freezing-thawing 방법

시료 1 mL을 취하여 원심분리 후 증류수 0.2 mL에 현탁시킨 다음 -72℃에

서 20분, 65℃에서 5분간 처리하였다. 이를 3회 반복하여 세균을 lysis 시킨 다음

원심분리 후 상등액만 취하였다.

② Purification kit 이용

시료 1 mL을 취하여 원심분리 후 Genomic DNA SX DNA purification kit

(GeneAll, Korea)을 사용하여, 주어진 protocol에 따라 DNA를 분리 정제한 후

증류수 0.2 mL에 녹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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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oiling 방법

시료 1 mL을 취하여 원심분리 후 증류수 0.2 mL에 현탁시킨 다음 95℃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세균을 용해시켰다. 이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 취하였다.

(나) Primers

Enterobacter asburiae KCAD-4의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이용하여 qPCR

에 필요한 primer 4쌍을 제작하였다(표 3).

(다) Real-time PCR (qPCR)

qPCR(정량 PCR) 기기는 Rotor-Gene 6000 (Corbett Life Science, Austrailia)

을 사용하였으며, qPCR 용액은 증류수 13.5 ㎕, 10X Mg-free PCR buffer 2.5

㎕, dNTP (10 mM each) 0.5 ㎕, MgCl2 (25 mM) 4.0 ㎕, BSA (20 mg/mL)

0.625 ㎕, 20X SYBR Green 1.25 ㎕, Taq polymerase (5 Unit/㎕) 0.125 ㎕,

primers (10 pmol/㎕) 1 ㎕, template 0.5 ㎕를 혼합하여 최종 25 ㎕를 만든 후

사용하였다.

qPCR은 우선 95℃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95℃ 10초, 60℃ 20초, 72℃ 20초

로 50회 수행하였으며, 이후 95℃까지 PCR product를 melting시켜 원하는 PCR

product가 증폭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단, 722F/722R 또는 1002F/1002R primer 쌍

을 사용한 경우는 72℃에서 40초 동안 반응시켰다. qPCR을 수행한 다음

Rotor-gene 6000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version 1.7)을 이용하여 각 시료의

Ct (Cycle threshold)값을 계산하였다.

6. 하폐수 처리시설의 미생물 군집에 대한 전자빔의 영향

가. 시료채취

대전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2010년 5월)과 정읍 하수종말처리장(1차-2010

년 6월, 2차-2010년 10월)의 방류수에 전자빔과 UV를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조

사조건은 0, 0.25, 0.38, 0.5, 0.75, 1.0, 1.5, 2.0 kGy였으며, UV는 27 mW/cm2의

강도로 처리하였다(표 4). 각 시료는 멸균된 채수병에 4~10 L를 채취하였으며,

냉장(4℃) 운반하고 4시간 이내에 분석하였다.



- 21 -

표 3. qPCR에 사용된 primer 서열

Primer Sequence Amplicon size (bp)

94F/94R
TGTCGTCAGCTGTGTTGTG

94
CTTTGAGTTCCCGGCCTAAC

271F/271R
CACATGCAAGTCGAACGGT

271
AGTTCCAGTGTGGCTGGTCA

722F/722R
GTACTTTCAGCGGGGAGGA

722
CTTTGAGTTCCCGGCCTAAC

1002F/1002R
GACCAGCCACACTGGAACT

1002
CGGACTACGACGCACT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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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자빔과 UV 처리조건

시료

처리

대전

시설관리공단

정읍

하수종말처리장(1차)

정읍

하수종말처리장(2차)

전자빔 (kGy) 0.5/0.75/1.0 0.25/0.38/0.5/0.75/1.0 0.5/0.75/1.0/1.5/2.0

UV

(mw/cm2)
-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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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대장균군 검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2009)의 막여과법을 이용하여 총대장균군을 검사

하였다. 시료 1~100 mL을 취하여 인산완충용액에 희석한 후 여과막

(Cellulosenitrate, pore size 0.45 μm, diameter 47 mm, Satorius, Germany)에

10~100 mL씩 여과하였다. 패트리접시 안의 흡수패드에 m-Endo 배지(DifcoTM:

yeast extract 1.2 g/L, casitone 3.7 g/L, thiopeptone 3.7 g/L, tryptose 7.5 g/L,

lactose 9.4 g/L, dipotassium phosphate 3.3 g/L, monopotassium phosphate 1.1

g/L, sodium chloride 3.7 g/L, sodium deoxycholate 0.1 g/L, sodium lauryl

sulfate 0.05 g/L, sodium sulfite 1.6 g/L, basic fuchsin 0.8 g/L, pH 7.2)를 1.8

mL씩 흡수시키고, 그 위에 여과한 여과막을 얹어주었다. 35℃에서 22~24시간 배

양 후 금속성 광택을 나타내는 분홍 혹은 진홍색의 집락을 계수하였다. 각 시료

를 세 종류의 희석배수로 3 반복 실험하였다.

다. 생․사균수 측정

시료 2 mL을 Live/Dead BacLightTM bacterial viability kit (Invitrogen,

USA)로 15분간 염색한 후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 (pore size 0.2 μm,

Milipore, USA)로 여과하였다. 형광현미경(Nikon ECLIPSE 80i, Nikon, Japan)과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 710,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녹색으로 염색된 생균과 빨간색으로 염색된 사균을

관찰하고 계수하였다. 30 화면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계수하였으며, 각 시료는 3

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라. 분자생물학적 세균군집 분석

(1) 미생물 시료의 수확 및 Ethidium monoazide (EMA) 처리

시료에 존재하는 세균군집을 수확하기 위하여 멸균된 Durapore membrane

filter (Polyvinylidene fluoride; pore size 0.2 μm, Milipore, USA)에 3~10 L를 여

과하였다. 멸균된 NaCl 용액(0.85%) 50 mL에 여과막을 교반하여 흡착된 미생물

은 탈리시키고, 원심분리(12,000 rpm, 4℃, 20분)하여 농축하였다. NaCl 용액에

의한 세척과 농축은 5회 이상 반복하였다. 여과 농축된 시료 1 mL에 ethidium

monoazide (EMA, 0.1 mg/mL)를 첨가하고 상온의 암소에서 5분 동안 반응시킨

후, 얼음 위에서 할로겐램프(500 W, 조사거리 15 cm)를 10분간 조사하였다.

EMA가 처리된 미생물 시료는 0.85% NaCl 용액으로 2회 이상 세척 후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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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 DNA 추출 및 정제

EMA를 처리한 시료로부터 핵산을 직접 추출하기 위하여 Miller 등(1999)의

bead beating 방법을 변형하여 이용하였다. 각 시료에 0.1 mm zirconia glass

bead (Biospec, USA) 0.5 g, phosphate buffer (100 mM NaH2PO4, pH 8.0) 300

㎕, SDS solution (10% [wt/vol] SDS, 100 mM NaCl, 500 mM Tris-HCl, pH

8.0) 300 ㎕, chloroform:isoamylalcohol (24:1) 300 ㎕를 넣고, microtube mixer

(TOMY SEIKO, Japan)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bead beating 하였다. 원심분리

(14,000 ×g, 15분, 4℃)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상층액과 동량의

phenol:chloroform:isoamylalcohol (25:24:1)을 2회, chloroform:isoamylalcohol

(24:1)을 3회 처리하였다. 또한, 상층액과 동량의 cold isopropanol과 sodium

acetate (최종 농도 0.3 M)를 첨가하고 -20℃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핵산을 침

전시켰다. 원심분리(14,000 ×g, 30분, 4℃) 한 후, 70% 에탄올로 DNA pellet을 세

척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DNA pellet은 TE buffer에 녹였으며 전기영동으로

DNA를 확인하였다. 추출된 핵산은 QIAampⓇ DNA Micro kit (Qiagen,

Germany)로 정제하였다.

(3)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한 미생물 군집 분석

16S rRNA 유전자 증폭을 위해 eubacterial primer 27F (E. coli numbering

8-27 : 5'-AGAGTTTGATCMTGGCTCAG-3')와 1492R (E. coli numbering

1492-1510 : 5'-GGCTACCTTGTTACGA CTT-3')을 사용하였다. PCR 반응물

의 조성은 1X 반응용액(100 mM Tris-HCl, 400 mM KCl, 1.5 mM MgCl2, 500

μg/mL BSA, pH 8.3), 160 μM dNTP, 0.3 μM primer, 정제된 주형 DNA (10-15

ng/㎕)와 1 unit의 Taq polymerase를 첨가하여 총 50 ㎕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PCR 반응조건은 95℃에서 3분간 초기 열처리한 후, 95℃에서 30초, 49℃에서 30

초, 72℃에서 1분씩 30회 반복하고, 마지막에 72℃에서 10분간 처리하였다. PCR

증폭산물은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으며, PureLink
™
Quick

Gel Extraction Kit (Invitrogen, USA)로 정제하였다.

Eubacteria의 16S rRNA 유전자로부터 증폭된 PCR 산물을 pGEM-T vector

(Promega, USA)에 ligation 한 후 E. coli DH10B에 Sambrook과 Russell (2001)

의 방법에 따라 형질전환 시켰다. 형질전환된 균을 선별, 배양하기 위해서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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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ria-Bertani) agar plate (trypton 10 g/L, yeast extract 5 g/L, NaCl 5 g/L,

agar 15 g/L)에 50 ㎍/mL의 ampicillin, 40 ㎍/mL의 IPTG (isopropyl-β-D-

thiogalactopyranoside), 40 ㎍/mL의 X-Gal (5-bromo-4-chloro-3-indolyl-β

-D-galact opyranoside)을 첨가하여 37℃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Blue-white colony 선별법에 의해 시료 당 약 100개의 재조합 클론을 선별하였

다. 16S rRNA 유전자 증폭에 이용된 eubacterial primer 1492R과 T-vector의 염

기서열에 상보적인 T7 (5'-TAATACGACTCACTATAGGG-3') primer 쌍을 사

용하여 direct amplified PCR (Fode-Vaughan et al., 2001)을 수행하고 증폭된

PCR 산물의 크기를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여 5’-에서 3’- 방향으로 삽입된 재조합

클론을 2차 선별하였다. 선별된 재조합 클론들은 ABI 3730XL Capillary DNA

Sequencer (Applied Biosystems, USA)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Ribosomal Database Project (RDP; http://rdp.cme.msu.edu)와 GenBank

(http://ncbi.nlm.nih. gov/)의 database로부터 확인된 유사 염기서열을 16S rRNA

라이브러리 클론의 염기서열과 비교함으로써 세균 군집을 분류체계의 종 또는

속 수준까지 추론하였다.

(4) 16S rRNA 유전자의 Quantitative PCR

죽은 세균의 세포막만 선택적으로 침투하여 DNA와 공유결합 함으로써 PCR

반응에 의한 DNA 증폭을 저해하는 ethidium monoazide (EMA)를 이용하여 생

균의 DNA만 증폭하는 EMA/real-time PCR 방법을 수행하였다(그림 2).

16S rRNA 유전자 증폭에 이용하는 eubacterial primer는 F357

(5'-CCTACGGAGGCAGCAG-3')과 517R (5'-TATTACCGCGGCTGCTGG-3')

을 사용하였다. Deinococcus specific primer로는 DeTh 290F (5'-GGGGCACTG

AGACACGGG-3')와 DeTh 420R (5'-CGGAGTTAGCCGGTGCTATTAC-3')을

사용하였다. PCR 반응은 20 ㎕ 반응액을 기준으로 10 ㎕의 iQ
™

SYBR
®
Green

Supermix (Bio-Rad, USA), 각각의 primer 5 pmol, 0.5 unit의 Han-Taq

polymerase (Genenmed, Korea), 500 μg/mL BSA, 2 ㎕의 주형 DNA를 혼합하

고 Real Time PCR Machine (Rotor-Gene 6000; Qiagen, USA)을 이용하여 반응

을 실시하였다. PCR 반응조건은 95℃에서 15분간 polymerase 활성화를 실시한

후, 95℃에서 10초, 해당 primer의 결합온도(eubacterial primer 55℃,

Deinococcus specific primer 58℃)에서 15초, 72℃에서 20초씩 40회 반복하였다.

증폭된 핵산과 SYBR Green의 결합으로 인한 형광을 측정하고 Rotor-Gene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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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MA를 이용한 생균의 Quantitative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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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Software v. 1.7로 분석하였으며, Melting curve 분석은 72℃∼95℃에서

실시하였다. E. coli KCTC 2441T와 Deinococcus radiodurans ATCC 13939T의

16S rRNA 유전자를 pGEM-T vector (Promega, USA)에 클로닝한 후에

standard DNA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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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결과 및 고찰

1. 항생 물질 활성 측정 방법의 비교

가. 액체배지 희석법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여 항생제의 농도에 따른 S. aureus KCTC 1621과

E. coli KCTC 1682의 성장저해효과를 조사하였으며(그림 3), 10% 이하의 세균

성장을 보이는 농도를 최소저해농도로 측정하였다(표 5).

S. aureus는 0.039 mg/L의 amoxicillin 농도에서 50% 이하로 성장이 저해되

었으며, 10% 이하의 성장을 보이는 0.10 mg/L를 최소저해농도로 추정할 수 있

었다. E. coli는 5 mg/L의 amoxicillin부터 30% 이하의 성장을 보였으며 10

mg/L에서 10% 이하의 성장 저해를 보였다.

0.625 mg/L의 cephradine에서 S. aureus는 60% 이하의 성장을 보였고, 1.96

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이 관찰되었다. 또한 E. coli는 10 mg/L부터 40% 이

하의 성장이 관찰되다가 14.40 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였다.

Lincomycin을 처리한 E. coli의 경우 30 mg/L 이상의 농도에서도 성장의 저

해를 보이지 않아 최소저해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S. aureus는 0.039 mg/L에

서 50% 이하의 세균이 성장하였으며, 0.12 mg/L 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였

다.

S. aureus는 0.039 mg/L의 tetracycline에서 성장이 50% 저해되었고, 0.11

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E. coli는 0.156 mg/L의 tetracycline

에서 성장이 50% 이상 저해되었으며, 0.63 mg/L에서 10% 이하의 성장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로, S. aureus의 항생제에 대한 민감도가 E. coli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 coli의 경우는 tetracycline을 제외한 다른 항생제의 최소저

해농도가 높게 관찰되었는데 amoxicillin과 cephradine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기작

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람 음성세균인 E. coli에 작용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며,

S. aureus를 이용하여 감마선 또는 UV를 조사한 시료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검

사하였다.

나. 디스크 확산법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S. aureus KCTC 1621과 E. coli KCTC 1682의

항생제에 의한 성장 저해원을 측정하였다(그림 4, 표 6). 30 mg/L의 항생제를 표

준물질로, 20 mg/L의 의 항생제 용액을 시험물질로 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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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항생제의 농도에 따른 시험 균주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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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험 균주에 대한 각 항생제의 최소 저해 농도(MIC)

항생제 (mg/L)

균주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S. aureus

KCTC 1621

0.10

(± 0.00)

1.96

(± 0.04)

0.12

(± 0.00)

0.11

(± 0.00)

E. coli

KCTC 1682

10.00

(± 0.00)

14.40

(± 0.26)
-

0.63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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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 aureus KCTC 1621을 이용한 디스크 확산법 실험결과.

1 : 30 mg/L, 2: 15 mg/L, 3 : 7.5 mg/L, 4 : 시험 물질 원액, 5 : 시험 물질 1/2

희석, 시험 물질 1/4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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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생장저해원(그림 4)의 직경 (mm)

항생제
Disc No.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1
23

(± 0.0)
18

(± 0.0)
15.5

(± 0.5)

2
17.00

(± 0.0)
14.5

(± 0.5)
13.0

(± 0.0)

3
12.0

(± 0.0)
11.5

(± 0.5)
9.0

(± 0.0)

4
19.8

(± 0.3)
16.3

(± 0.3)
13.5

(± 0.5)

5
14.5

(± 0.5)
13.0

(± 1.0)
11.0

(± 0.0)

6
9.0

(± 1.0)
9.0

(± 1.0)
8.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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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농도는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이 각각 20.78(± 0.62),

20.49(± 0.66), 20.14(± 1.16) mg/L로 시험물질의 농도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디스크 확산법이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 coli에서는 생장저해원이 관찰되지 않았는데(결과 미 제시), 이

는 액체배지 희석법에서 관찰된 것처럼 E. coli의 항생제 저항성이 S. aureus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Cephradine을 적신 디스크에 노출된 S. aureus

의 경우도 생장저해원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디스크의 항생제가 배지내로 확산되

면서 농도가 희석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MIC를 가지는 cephradine에서는 저해원

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 tet 유전자 발현 실험

E. coli JM109/pEVM3, pEVM4를 이용하여 tetracycline 존재시 음성대조군

대비 2배의 발색량을 보이는 구간의 농도를 확인하였다(표 7). pEVM3 plasmid

는 background control의 발색량이 높아 tetracycline 농도차에 따른 발색 정도를

관찰 할 수 없었다. pEVM4의 경우, 0.062 mg/L의 농도 이하에서는 tetracycline

농도에 따른 발색차이를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0.125 mg/L 이상의 농도에서 음성

대조군 이상의 발색이 관찰되었다. 음성대조군에 비해 2배의 발색을 보인 MEC

(Minimal Effective Concentration) 는 0.2 mg/L로 확인되었다.

라. 항생물질 활성 측정 방법의 비교

액체배지 희석법과 디스크 확산법은 미생물이 항생제에 의해 생장저해를 받

는 정도를 가지고 시료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tet 유전자 발현실험

의 경우 미생물의 고유한 효소 활성으로 시료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잔류하는 tetracycline의 농도가 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잔류농도를 육안으

로 관찰하기가 용이 하다는 장점과 적용대상이 tetracycline으로 한정된다는 단점

이 있다.

E. coli의 경우 액체배지 희석법은 lincomycin을 제외한 다른 세 항생제의

MIC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디스크 확산법으로는 생장저해원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액체배지 희석법이 디스크 확산법에 비하여 더 민감한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Tetracycline의 경우 E. coli JM109/pEVM4를 이용한 tet 유전자

발현 실험의 MEC (0.2 mg/L)가 액체희석법의 E. coli KCTC 1682의 MIC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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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etracycline 농도에 따른 E. coli JM109/pEVM4의 발색량

Tetracycline 농도

(mg/L)

Relative toxicity

RGA (Sample/Background control)

1.00 4.71± 0.61

0.50 4.07 ± 0.29

0.25 2.26 ± 0.13

0.12 1.33 ± 0.08

0.06 0.94 ± 0.10

0.03 0.85 ± 0.06

0.01 0.76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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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보다 낮아 동일균에서는 더 민감한 방법임을 확인하였고, S. aureus에서는

0.11 mg/L로 E. coli JM109/pEVM4의 MEC 보다 낮은 농도임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tetracycline의 농도를 추정하는데 액체배지 희석법이 세 방법중 가장 민감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2.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활성 측정

가. 감마선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활성 측정

(1)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한 잔류항생제 농도 측정

감마선 조사후의 잔류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의 농

도를 화학적인 방법(HPLC)과 생물학적인 방법(액체배지 희석법, 디스크 확산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표 8).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여 S. aureus의 성장이 저해되는 감마선 조사된 항

생제 수용액의 최대 희석배수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5). E. coli의

경우 최소저해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감마선 처리된 항생제의 잔류농도를 측정하

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량이 많아질수록 대부분의 시료에서 미생

물에 미치는 항생제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moxicillin의 경우 1 kGy 이하의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세균의 생장이 저

해되었으나, 2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에서는 감마선에 의해 amoxicillin이

분해되어 생장저해가 관찰되지 않았다. Cephradine은 0.6 kGy의 감마선을 조사

하였을 때까지 S. aureus의 생장을 저해하였으며, 0.8 kGy 이상에서는 약 5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Lincomycin의 경우 0.8 kGy의 감마선이 조사된 시료에서

는 세균이 성장을 못하다가 1 kGy 이상으로 조사된 시료에서부터 50%의 세균

성장을 보였다. Tetracycline의 경우 0.8 kGy로 조사된 시료까지 S. aureus의 성

장이 저해되다가 1 kGy 이상의 조사시료에서 40% 이상의 성장이 관찰되었다.

감마선 조사량이 많아질수록 항생제가 분해되어 세균에 미치는 항생제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잔류항생제 농도 측정

디스크 확산법에서는 감마선을 조사한 네 항생제가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형성된 생장저해원의 직경으로 판단하였으며(그림 6, 표 9), 농도를 알고 있는 표

준물질의 생장저해원 크기와 비교하여 감마선 처리된 시료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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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용성 항생제(30 mg/L)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S. aureus KCTC

1621의 성장.

0 kGy, : 0.2 kGy, : 0.4 kGy, : 0.8 kGy, : 1.0kGy,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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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감마선 조사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결과 비교

Antibiotics

Dose (kGy)

Amoxici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HPLC
(mg/L)

BMD*
(mg/L)

Disc
※

(mg/L)
HPLC

(mg/L)
BMD

(mg/L)
Disc

(mg/L)
HPLC

(mg/L)
BMD

(mg/L)
Disc

(mg/L)
HPLC

(mg/L)
BMD

(mg/L)
Disc

(mg/L)

0
31.16

(± 0.03)＋
27.94

(± 0.00)
30.28

(± 0.48)
29.72

(± 0.02)
23.56

(± 0.00)
-

31.63
(± 0.90)

33.43
(± 0.00)

31.08
(± 0.85)

28.10
(± 0.51)

31.07
(± 0.00)

24.95
(± 0.71)

0.2
15.11

(± 0.15)
13.97

(± 0.00)
16.29

(± 0.86)
14.27

(± 0.02)
23.56

(± 0.00)
-

12.61
(± 0.03)

14.63
(± 0.00)

12.12
(± 0.78)

11.46
(± 0.04)

13.59
(± 0.00)

13.20
(± 0.00)

0.4
5.87

(± 0.04)
6.98

(± 0.00)
-

4.74
(± 0.01)

8.41
(± 0.00)

-
4.02

(± 0.03)
4.18

(± 0.00)
3.42

(± 0.12
3.36

(± 0.04)
3.65

(± 0.23)
-

0.6
2.71

(± 0.01)
3.49

(± 0.00)
-

1.49
(± 0.03)

3.68
(± 0.00)

-
1.83

(± 0.05)
1.01

(± 0.03)
-

1.12
(± 0.01)

1.56
(± 0.05)

-

0.8
0.76

(± 0.03)
1.22

(± 0.00)
-

0.13
(± 0.00)

< 2.94 -
0.74

(± 0.01)
0.18

(± 0.00)
-

0.21
(± 0.00)

0.35
(± 0.01)

-

1
0.17

(± 0.01)
0.19

(± 0.00)
-

0.00
(± 0.00)

< 2.94 -
0.00

(± 0.00)
< 0.18 -

0.03
(± 0.00)

< 0.17 -

2
0.00

(± 0.00)
< 0.15 -

0.00
(± 0.00)

< 2.94 -
0.00

(± 0.00)
< 0.18 -

0.00
(± 0.00)

< 0.17 -

* BMD : Broth microdilution method (액체배지 희석법)

※
Disc : Disc diffusion method (디스크 확산법)

+
표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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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 aureus KCTC 1621을 이용한 감마선 처리 시료의 디스크 확산법 결과.

1 : 0 kGy, 2 : 0.2 kGy, 3 : 0.4 kGy, 4 : 0.6 kGy, 5 : 0.8 kGy, 6 : 1 kGy, 7 : 2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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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감마선 처리시료의 생장저해원의 직경 (mm)

항생제

(희석배수)

조사선량(kGy)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1 1/2 1/4 1 1/2 1/4 1 1/2 1/4

0 23 18 11 20 16 12 14 10 -

0.2 18 12 8 15 12 9 9.5 8 -

0.4 10 - - 10 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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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ureus은 amoxicillin과 tetracycline에서 0 kGy에서 0.2 kGy까지 생장저해원이

측정되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으며, 0.4 kGy의 경우는 1/2로 희석된 디스크에서

도 생장저해원을 형성하지 않아 농도를 계산할 수 없었다. Lincomycin의 경우 0.4

kGy까지 생장저해원이 관찰되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Cephradine은 다른 항생

제에 비해 최소저해농도가 높기 때문에 생장저해원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

다.

(3) 감마선 처리된 항생제의 잔류 농도 측정 방법에 따른 비교

대부분의 항생제에서 HPLC와 액체배지 희석법 및 디스크 확산법으로 측정한

농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감마선을 처리하여 분해된 항생제의 부산물이

미생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cephradine의 경우 0.2,

0.4, 0.6 kGy의 선량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23.56, 8.41, 3.68 mg/L로 HPLC 결과인

14.27, 4.74, 1.49 mg/L에 비하여 비해 높은 수치가 관찰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cephradine의 HPLC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retention time 6.1분 peak의 경우 0.2

kGy에서 출현이 시작되어 0.4, 0.6, 0.8 kGy까지 cephradine의 peak와 비슷한 면적

으로 증가하다가 1 kGy 부터는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7). LC/MS

를 이용하여 cephradine의 감마선 조사 분해산물을 분석한 결과, 350 g/mol에서

348 g/mol로 분자량 변화가 있었으며 이 물질은 cephradine에서 수소 2개가 제거된

형태로 추정된다. 따라서, cephradine 처리시 부산물의 독성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는 다른 항생제보다 좀 더 높은 선량의(1 kGy 이상) 조사를 하여야 항생제 및 부산

물까지 분해되어 미생물에게 미치는 부산물 효과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대체로 액체배지 희석법으로 측정한 농도가 다른 두 방법에 비하여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스크 확산법은 낮은 농도에서는 항생제의 농도를 추정하

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써 액체배지 희석법이 감마선에 의해 분해된 항생

제가 미생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좀 더 민감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UV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 활성 측정

(1)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한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

액체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여 UV 조사한 항생제의 잔류 농도를 측정하였다. E.

coli의 MIC가 높기 때문에 S. aureus KCTC 1621를 이용하여 균주의 성장을 저해

시키는 최대 희석배수를 확인하였다(그림 8). Cephradine의 경우 UV의 조사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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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ephradine 시료의 HPLC 분석 결과.

(A)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cephradine, (B) 0.6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cephradine, (C)와 (D)는 cephradine과 cephradine을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 생산된

부산물로 추정되는 산물을 LC/MS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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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용성 항생제(30 mg/L)의 UV 조사량에 따른 S. aureus KCTC 1682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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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면 미생물이 낮은 희석배수에서도 성장하였으나,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은 최대시간으로 UV 조사를 했음에도 미생물이 성장을 못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UV 조사가 여러 가지 항생제 분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을 시사한다. 시료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이 HPLC 측정 결과

와 비슷한 농도를 보였으며, 부산물이 미생물에 미치는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10).

(2)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항생제 잔류농도 측정

UV 조사한 항생제 수용액의 미생물 저해 정도를 알기 위해 네 항생제 시료의

농도를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 coli에서는 네 항생제 모두에서

생장저해원이 생성되지 않았다(결과 미제시). 또한 S. aureus에서는 cephradine과

amoxicillin 5번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생장저해원이 형성되었다(그림 9).

UV 조사된 네 항생제가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생장저해원의 크기로 판단하여

시료의 농도를 추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장저해원의 직경을 측정하였고 표준

물질의 생장저해원과 비교하여(표 10) 시료의 잔류항생제 농도를 계산하였다(표

11). Amoxicillin은 1 ~ 4번 시료까지 생장저해원이 관찰되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

었다. 또한 lincomycin과 tetracycline은 1번 시료와 5번 시료에서 생장저해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생장저해원을 통해 추정한 농도는 HPLC 측정 결과와 상당히 유사

하였으며 부산물에 의한 효과는 없다고 생각된다.

(3) UV 처리 시료의 잔류 농도 측정 방법에 따른 비교

UV 조사시료의 잔류 농도 측정에 대한 비교는 표 10과 같다. 측정된 잔류 항생

제의 농도를 비교해 볼 때 세 방법 모두 유사한 농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UV 처

리 시 생성되는 항생제 분해 부산물은 미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

된다. 측정 방법에 따른 농도 측정의 민감도는 디스크 확산법의 경우 액체배지 희

석법에 비해 낮은 검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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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UV 조사한 시료의 잔류 항생제 농도 측정결과 비교

항생제 (mg/L)

조사선량(mJ/cm3)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

HPLC BMD* Disc※ HPLC BMD Disc HPLC BMD Disc HPLC BMD Disc

0
31.06

(± 0.01)

27.24

(± 0.70)

29.83

(± 1.14)

31.40

(± 0.11)

28.27

(± 0.00)
-

28.59

(± 0.00)

30.09

(± 0.84)

30.00

(± 0.00)

28.79

(± 0.01)

31.07

(± 0.00)

26.58

(± 0.68)

Amoxicillin : 0.61

Cephradine : 0.08

20.57

(± 0.08)

18.39

(± 1.7)

19.184

(± 1.09)

25.87

(± 0.02)

28.27

(± 0.00)
- - - - - - -

Amoxicillin : 1.22

Cephradine : 0.16

12.00

(± 0.04)

11.74

(± 0.00)

13.11

(± 0.83)

22.39

(± 0.06)

14.60

(± 1.32)
- - - - - - -

Amoxicillin : 2.13

Cephradine : 0.53

7.71

(± 0.17)

6.75

(± 0.36)

7.94

(± 0.00)

8.54

(± 0.03)

6.89

(± 0.71)
- - - - - - -

3.20

cephradine : 1.60

3.39

(± 0.01)

3.52

(± 0.15)
-

0.46

(± 0.02)
< 2.94 -

27.17

(± 0.12)

32.59

(± 0.84)

24.69

(± 1.41)

18.73

(± 0.12)

22.23

(± 0.48)

18.34

(± 0.31)

* BMD : Broth microdilution method (액체배지 희석법)

※
Disc : Disc diffusion method (디스크 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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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 aureus KCTC 1621을 이용한 UV 처리 시료의 디스크 확산법 결과.

1: 0 mJ/cm3, 2: 0.61 mJ/cm3, 3: 1.22 mJ/cm3, 4; 2.13 mJ/cm3, 5: 3.20 mJ/cm3, S :

표준항생물질 (3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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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UV 처리시료의 디스크 확산법 생장저해원의 직경 (mm)

항생제

(희석)

조사선량(mJ/cm3)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

1 1/2 1/4 1 1/2 1/4 1 1/2 1/4

Standard (30 mg/L) 23 18 10 19 16 12 17 14 10

Standard (20 mg/L) - - - 2 1.7 1.4 - - -

0 24 19 12 19 16 12 17 13 9

0.61 20 14 8 - - - - - -

1.22 18 13 8 - - - - - -

2.13 14 8 - - - - - - -

3.20 - - - 2 16 12 1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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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마선 조사와 UV 조사에 의한 항생제 분해능 비교

Cephradine의 경우 0.2 ~ 0.8 kGy 의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경우 부산물 효과로

보이는 미생물에 대한 저해가 확인되었다. 이는 감마선을 조사할 때 좀 더 높은 선

량으로 조사하여 항생제(특히 cephradine의 경우)의 부산물까지 파괴시켜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UV 조사 시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분해된 잔류 농도가 HPLC 결과와

비슷하였고, 다른 부산물에 관한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생제를 분해하기

위하여 1시간 동안 조사를 시켜도 항생제가 전부 분해되지 않고 미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항생제의 분해에는 감마선 조사가 UV 조사

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항생물질 부산물의 세균 유전자에 대한 영향 조사

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발현 실험

(1) 감마선 처리한 시료의 항생제 내성유전자 발현 여부

E. coli JM109/pEVM4를 이용하여 감마선 처리한 시료의 tetracycline 잔류농도에

따른 β-galactosidase 발색 정도를 측정하였다. 음성대조군 RGA값의 2배를 보이는

희석배수를 이용하여 시료의 tetracycline 농도를 추정하였으며,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한 tetracycline 농도와 비교하였다(표 12).

0～0.6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HPLC 및 액체 배지 희석법, Disc 확산법의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0.8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농

도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0.8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tetracycline의 농도가

MEC (0.2 mg/L) 이하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유전독성 확인 실험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전독성 확인 실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에서 항생물질과 항생물질 분해산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DNA repair system의 작동(SOS response)을 β-galactosidase의 활성도로 측정하였

다. 양성대조군을 위한 표준물질로는 4-Nitro-Quinoline-Oxide (4-NQO, 1 ㎍/㎖)을 사

용하였으며, 각각 0, 0.4,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tetracycline,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의 4 종류 항생물질(30 ㎍/mL)을 검사하였다.

β-galatosidase의 활성에 따른 RGA (relative β-galatosidase activity) 값이 음성

대조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시료는 4-NQO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감마선 조사시료의

항생물질 또는 분해산물에 의한 유전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0). 감마선 0.4

kGy를 조사한 시료에서는 80~90%의 항생물질이 분해되어(HPLC 측정결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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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감마선 조사된 tetracycline 농도에 대한 HPLC, 액체배지 희석법, 디스크

확산법, tet gene expression 방법의 비교

방법

Dose (kGy)

HPLC

(mg/L)

BMD*

(mg/L)

Disc+

(mg/L)

TGE※

(mg/L)

0
28.1

(± 0.51)

31.07

(± 0.00)

24.95

(± 0.71)

32

(± 2.07)

0.2
11.46

(± 0.04)

13.59

(± 0.00)

13.2

(± 0.00)

13

(± 0.48)

0.4
3.36

(± 0.04)

3.65

(± 0.23)
-

3.33

(± 0.19)

0.6
1.12

(± 0.01)

1.56

(± 0.05)
-

1.11

(± 0.02)

0.8
0.21

(± 0.00)

0.35

(± 0.01)
- -

1
0.03

(± 0.00)
<0.17 - -

2
0

(± 0.00)
<0.17 - -

* BMD: Broth microfilution method

+ Disc: Disc diffusion method

※ TGE: tet gene expre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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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0.4 kGy의 전자빔을 조사한 4 종류 항생물질의 농도에 따른 RGA의 변화.

B.C; Background control (D.W), 2-6 ~20; Tetracycline (1.7 ㎍/mL), Amoxicillin (2.9

㎍/mL), Cephradine (2.4 ㎍/mL), Lincomycin (2.0 ㎍/mL), 4-NQO (1 ㎍/mL)을 1/2

씩 단계적으로 희석함. 각 항생물질의 농도는 HPLC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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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분해산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유전독성의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다. 감마선을 1.0 kGy 조사하여 amoxicillin은 81%, 다른 항생물질은

99% 이상 모두 분해된 시료에서도 분해산물에 의한 유전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결

과 미제시).

(2) UV 조사에 의한 유전독성 확인 실험

UV를 조사한 항생물질 및 항생물질 분해산물의 미생물 유전독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감마선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30 ㎍/mL의 amoxicillin,

lincomycin, tetracycline의 3종류 항생물질에 각각 0.61, 2.13, 3.20 mJ/cm3,

cephradine에는 0.08, 0.53, 1.60 mJ/cm3의 UV를 조사하였다. 감마선 시료와 마찬가

지로 표준유전독성 물질 4-NQO의 경우 0.063 ㎍/mL 농도까지 음성대조군과 확연한

색상의 차이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나, UV 조사 시료에서는 RGA 값이 음성

대조군의 1.5배 이하로 항생물질 및 분해산물의 유전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1). 따라서 감마선 또는 UV를 조사하여 생성된 항생물질 분해산물은 유전독성을

유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미생물 유전변이 조사 실험

가. 감마선 조사된 세균의 유전변이 조사 실험

(1) 감마선량에 따른 세균의 생존률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각 세균의 생존률은 다음과 같다(표 13). 감마선량이 증

가할수록 각 균주의 생존률은 감소하였다. 0.1 kGy에서 1.8 ~ 29.8%의 생존률을 나

타내었으나 0.5 kGy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세균이 99%에 가깝게 사멸하였으며, E.

coli의 감마선에 대한 저항성이 S. enterica에 비하여 높았다.

(2)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돌연변이율 확인

(가) 복귀 돌연변이 확인

S. enterica TA100의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의 복귀 돌연변이율을 확인하

였다(그림 12). 그래프 Y축의 값은 감마선에 노출시킨 세균의 돌연변이율을 자연돌

연변이율(spontaneous mutation rate)로 나누어준 값을 나타내었다. TA100의 자연돌

연변이율은 9.8 × 10-7 였으며, 생리식염수에 접종하고 0.2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돌연변이율이 약 5배 증가하였고, 방류수에 세균을 접종한 경우에는 자연돌연

변이율에 비해 돌연변이율이 약 4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마

선량이 증가하면서 99.99%의 세균 사멸율을 보이는 0.5 kGy에서는 자연돌연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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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V를 조사한 시료의 4 종류 항생물질 농도에 따른 RGA의 변화.

B.C; Background control (D.W), 2
-6
~2

0
; Tetracycline (9.4 ㎍/㎖), Amoxicillin (3.9

㎍/mL), Cephradine (4.3 ㎍/mL), Lincomycin (13.6 ㎍/mL), 4-NQO (1 ㎍/mL)을

1/2씩 단계적으로 희석함. 각 항생물질의 농도는 HPLC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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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돌연변이 측정균주의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생존률

(%)

조사선량 (kGy)

세균
0 0.1 0.2 0.5

S. enterica TA1535/pSK 1002 100 1.8~3.3 0.3 3×10-3~0.1

S. enterica TA100 100 1.9~5.0 0.65~1.1 4×10-3 ~ 8×10-2

E. coli CSH100 100 25.5~29.8 0.18~9.2 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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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생리식염수 및 방류수에 접종한 S. enterica TA100의 감마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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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돌변이율이 약 7배 증가하였다.

(나) E. coli 돌연변이 확인

감마선량에 따른 E. coli CSH100의 rifampicin 내성세균으로의 돌연변이율을 확

인하였다(그림 13). 생리식염수에 접종한 E. coli CSH100을 0.1 kGy의 감마선량으로

조사하였을 때 돌연변이율은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하여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방류

수에 접종하였을 때는 돌연변이율이 약 4.3배 증가하였다. 또한, 생리식염수에 접종

한 세균에 0.2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돌연변이율은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해

약 63배 증가하였다.

(3) 감마선의 유전독성 효과 조사

감마선을 조사한 S. enterica TA1535/pSK1002 균주의 DNA 손상정도를

umu-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14). 0.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세균의

99.99%가 사멸하였으며, RGA (A570/A595) 값이 음성대조군의 5.9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나머지 두 선량에서도 음성대조군과 2배 이상의 RGA 값을 가지며

감마선이 세균에 유전독성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UV 조사된 세균의 유전변이 조사 실험

(1) UV 선량에 따른 세균의 생존률

UV 조사선량에 따른 각 세균의 생존율은 표 14와 같이 UV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다. 또한 umu-test에 사용되는 균주인 S. enterica TA1535 균주는 UV에

민감한 만큼 다른 균주들에 비하여 적은 에너지량인 1 mJ/cm
2
를 조사하였음에도

99.99%가 사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복귀 돌연변이 실험에 사용되는

Salmonella 균주가 E. coli 균주에 비해 UV에 더 민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2) UV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의 돌연변이율 확인

(가) 복귀 돌연변이 확인

S. enterica TA100의 UV 조사선량에 따른 복귀 돌연변이율을 확인하였다(그림

15). 5 mJ/cm2의 UV 선량을 생리식염수에 접종한 S. enterica TA100에 조사하였을

때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하여 410배로 돌연변이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의 복귀돌연변이율도 같은 선량에서 50배가량 증가하였고, UV

선량이 7.5 mJ/cm2로 증가하면서 생리식염수 및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의 돌연변이율

이 5 mJ/cm2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 이는 UV에 의해 세균이 99.99% 이상 사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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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생리식염수 및 방류수에 접종한 E. coli CSH100의 감마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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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감마선량에 따른 S. enterica TA1535/pSK1002의 RGA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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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돌연변이 측정균주의 UV 조사선량에 따른 생존률
(%)

조사선량

(mJ/cm2)

세균

0 0.5 1 2 2.5 5 7.5 10 20 30

S. enterica

TA1535/pSK 1002
100

0.05 ~

0.11

1×10
-3

~0.02
1×10

-4

S. enterica TA100 100
0.79~

1.5

0.01~

0.02

2×10-4

~1×10
-3

E. coli CSH100 100
67.7~

72.0

23.4~

61.8

6.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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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생리식염수 및 방류수에 접종한 S. enterica TA100의 UV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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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의 돌연변이율이 생리

식염수에 접종한 돌연변이율보다 낮게 나왔는데, UV의 경우 감마선과 전자빔에 비

하여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 부유물질들이 존재하는 방류수에서는 세균이 직접

적으로 UV에 노출될 확률이 생리식염수에 존재할 때 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나) E. coli 돌연변이 확인

UV 조사선량에 따른 E. coli CSH100의 rifampicin 내성세균으로의 돌연변이율을

확인하였다(그림 16). UV 조사량이 강해질수록 세균의 돌연변이율은 증가하였다. 30

mJ/cm2에서 생리식염수에 접종한 E. coli CSH100은 자연돌연변이율의 170배로 돌연

변이율이 증가하였고,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의 경우 20 mJ/cm2에서 자연돌연변이율

대비 돌연변이가 가장 많이 유발되었다. 전체적으로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의 돌연변

이가 생리식염수에 접종한 세균보다 돌연변이율이 높게 일어났으며, 이는 S.

enterica에 비하여 UV에 둔감한 E. coli는 방류수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돌연변이

유발원의 영향이 컸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3) UV의 유전독성 효과 조사

UV 조사된 S. enterica TA1535/pSK1002 균주의 DNA 손상정도를 umu-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17). 0.5 mJ/cm2의 에너지량을 조사시킨 세균의 RGA

(A570/A595) 값이 음성 대조군 수치의 10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두 선량에서도 음성대조군과 2배 이상의 RGA 값을 가지며 UV에 의해 DNA 손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UV 조사 에너지량이 높아질수록

RGA 값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균이 99.99% 이상 사멸하였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다. 전자빔 조사된 세균의 유전변이 조사

(1)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의 생존률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각 세균의 생존률은 다음과 같다(표 15). 전자빔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각 균주의 생존률은 감소하였으며, 1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였을

때 대부분의 세균이 90% 가량 사멸하였다. 또한 특히 S. enterica TA1535가 전자빔

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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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생리식염수 및 방류수에 접종한 E. coli CSH100의 UV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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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UV 조사선량에 따른 S. enterica TA1535/pSK1002의 RGA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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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돌연변이 측정균주의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생존률

(%)

조사선량 (kGy)

세균
0 0.2 0.5 1.0

S. enterica TA1535/pSK 1002 100 4.1 - -

S. enterica TA100 100 50.7 0.89 0.9

E. coli CSH100 100 25.08 7.5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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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돌연변이율 확인

(가) 복귀돌연변이 확인

S. enterica TA100의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복귀 돌연변이율을 확인 하였다(그

림 18). 생리 식염수 및 방류수에 세균을 접종하여 전자빔 조사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두 방법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0.2 kGy의 전자빔 선량을

조사하였을 때 돌연변이율은 자연돌연변이율의 10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

며, 0.5, 1.0 kGy의 선량을 조사하였을 때는 자연돌연변이율에 비해 약 5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0.2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였을 때에 비하여 돌연변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E. coli 돌연변이 확인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E. coli CSH100의 rifampicin 내성세균으로의 돌연변이

율을 확인하였다(그림 19). 생리식염수 및 방류수에 존재하는 세균의 돌연변이율은

0.5 kGy의 전자빔 선량에서 각각 자연돌연변이율의 21.8, 34.7배로 증가하여 돌연변

이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일어났으며, 1.0 kGy에서 돌연변이율은 0.5 kGy에 비하여

0.6, 0.1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전자빔의 유전독성 효과 조사

전자빔 조사된 S. enterica TA1535/pSK1002 균주의 DNA 손상정도를 umu-test

를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20). 0.5 mJ/cm2의 에너지량을 조사시킨 세균의 RGA

(A570/A595) 값이 조사 시키지 않은 세균의 5.3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두 선량에서도 음성대조군과 2배 이상의 RGA 값을 가지며 전자빔에 의한

DNA 손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전자빔, 감마선 또는 UV 조사된 세균의 돌연변이율 비교

전자빔, 감마선, UV 세 방법 모두 세균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 조사방법 모두 세균에

유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조사방법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일어

나는 빈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돌연변이율 대비 세균에게 돌연변이를 가

장 적게 일으키며, 유전독성을 일으키는 강도의 척도인 RGA값이 가장 적게 나온 방

법은 전자빔 조사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균의 돌연변이를 가장 많이 유발하

는 방법은 UV 조사방법이었으며, 음성대조군에 비해 7배 높은 RGA 값을 가지며 세

균의 유전독성 유발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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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 enterica TA100의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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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coli CSH100의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돌연변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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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S. enterica TA1535/pSK1002의 RGA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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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식염수 및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의 돌연변이율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감마선을 조사한 Salmonella enterica TA100의 경우 방류수에 접종하였을 때가 생

리식염수에 접종하였을 때보다 돌연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UV를 조사하였을 때는 그 반대로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에서 돌연변이가 더 적게 유

발되었고 전자빔을 조사하였을 경우에는 두 방법에서 돌연변이율이 거의 유사하였

다. 그리고 E. coli CSH100의 경우는 생리식염수와 방류수에서의 세균 돌연변이율이

Salmonella enterica TA100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세균의 전자빔, 감마선 및 UV에 대한 다른 저항성과 세 조사방법의 투과도의 차

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Salmonella enterica TA100을 생리식염수에 접종

하였을 때의 돌연변이율이 방류수에 접종한 것보다 더 낮은 이유는 방류수에 포함되

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독성물질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방류수에 접종한 세균에 UV

를 조사하였을 때는 감마선과 전자빔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과도가 약하기 때문에 방

류수에 존재하는 여러 유기물 때문에 돌연변이원인 UV에 노출되는 확률이 적어 생

리식염수에 접종한 세균에 비해 돌연변이율이 낮게 측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자빔을 조사한 세균에서는 세균을 접종한 방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전자

빔은 세 방법중 가장 짧은 파장으로 투과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세균

의 종류에 상관없이 돌연변이율을 적게 유발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살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세균의 DNA 손상도 평가

가. 감마선 조사에 따른 세균 DNA 손상도 평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Enterobacter asburiae KCAD-4 의 생존율을 조사하였

다. 이 때 균주의 생존에 미치는 방류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균주를 증류수와 방

류수에 각각 현탁한 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방사선 조사량이

0.1 kGy를 초과할 경우 균주의 약 99.7% 이상이 사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결과 미

제시).

감마선을 조사한 세균의 DNA 손상도를 측정하기 위해 추출한 DNA 시료를 전

기영동하여 비교한 결과, 증류수에 현탁한 시료의 경우는 방사선 조사량이 3.0 kGy

이상인 경우 거의 모든 DNA가 분해되어 band를 형성하지 않는 반면(그림 21A), 방

류수에 현탁한 경우는 약 6.0 kGy 이상으로 조사를 하여야 DNA가 분해되어 band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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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방사선 조사 후 DNA 손상도.

(A) : 증류수 현탁 시료, (B) : 방류수 현탁 시료, M1 : size marker (λ/HindIII), M2

: size marker (100bp DNA ladder), 1~8 : 방사선 조사량 (0, 0.1, 0.2, 0.5, 0.7, 1.0,

3.0, 6.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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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V 조사에 따른 세균 DNA 손상도 조사

UV를 조사한 Enterobacter asburiae KCAD-4 균주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7.5

mJ/cm2 의 조사량에서 90%의 세균이 사멸하였으며, 10 mJ/cm2 이상인 경우 약

99% 이상 사멸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22).

UV를 조사한 세균의 DNA 손상도를 측정하기 위해 추출한 DNA 시료를 전기영동

하여 비교한 결과, UV 조사선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그

림 23). 균주에 UV를 조사하는 경우 DNA fragmentation 보다는 DNA에 T-T

dimer를 형성시켜 DNA의 변이를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dimer의 경우 빛 변이를

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UV 조사시

간에 따라 DNA의 손상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다. 전자빔 조사에 따른 DNA 손상도 조사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균주의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생존에 미치는 방류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균주를 증류수와 방류수에 각각 현탁

한 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전자빔 조사선량이 0.5 kGy을 초과

할 경우 균주의 약 99% 이상이 사멸하는 것을 관측하였다(그림 24). 또한, 전자빔이

세균 DNA의 손상에 미치는 여부를 관찰한 결과, 증류수와 방류수 시료 모두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DNA가 손상되어 DNA의 크기가 감소하거나(그림 25 A),

DNA 양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25B)

라. Real-time PCR (qPCR)을 이용한 DNA 손상도 조사

앞에서 UV, 방사선, 혹은 전자빔을 조사한 시료의 생존율 감소 현상이 처리 방법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측하였고, 이를 DNA 추출 후 agarose gel 전기영

동을 통하여 재확인하였다. Agarose gel에서 조사량에 따라 DNA가 손상되어 크기

가 작아지거나, 혹은 DNA 총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DNA 의 손

상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real-time PCR을 이용하였다.

(1) DNA 분리 정제 방법에 따른 DNA 비교

UV, 감마선, 또는 전자빔으로 처리된 시료에서 DNA의 손상 여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qPCR을 수행하였다. qPCR은 처리된 시료에서 최대한 DNA에 손상

을 주지 않고, 또한 100 bp보다 작은 크기의 DNA를 포함한 모든 크기의 DN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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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UV 조사량에 따른 E. asburiae KCAD-4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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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UV 조사선량에 따른 세균 DNA의 손상정도.

M : size marker (100bp DNA ladder), 1~7 : UV 조사량 (0, 2.5, 5, 7.5, 10, 12.5, 15

m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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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Enterobacter asburiae KCAD-4의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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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전자빔 처리 후 DNA 손상도.

(A) : 증류수에 현탁된 시료, (B) : 방류수에 현탁된 시료, M1 : size marker (λ

/HindIII), M2 : size marker (100bp DNA ladder), 1~8 : 전자빔 조사량 (0, 0.2, 0.5,

0.7, 1.0, 3.0, 6.0,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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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DNA 분

리 정제 방법 중 1) freezing-thawing 방법, 2)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3)

boiling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에서 DNA를 분리 정제한 후 전기영동을 하여 결

과를 비교하였다(그림 26). 그 결과 freezing-thawing 방법을 이용한 경우, kit 혹은

boiling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분리된 DNA의 fragmentation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DNA 손상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DNA 시료의

정제는 freezing-thaw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2) 4쌍의 PCR primers을 이용한 PCR product 확인

Enterobacter asburiae KCAD-4의 16S rR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DNA 손상

도를 qPCR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4쌍의 primers를 디자인한

후 제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다음 예상하는 크기(94 bp, 271 bp,

722 bp, 1002 bp)의 PCR 산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7). 또한 각각의

primers를 이용한 qPCR의 최적 조건을 확립한 다음, 대조군 시료(조사량 0인 시료)

의 DNA를 1/10씩 차례로 희석(100, 10-1, 10-2, 10-3)한 후 4쌍의 primers로 각각

qPCR을 수행한 결과 qPCR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8).

(3) qPCR을 이용한 DNA 손상도 평가

증류수와 방류수에 현탁한 시료에 여러 선량의 전자빔을 조사한 후, 각각의 시료

에서 DNA를 추출하여 qPCR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시료의 Ct (Cycle thershold)

값을 구하였다(그림 29, 그림 30). 그 결과 PCR 산물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Ct 값의

변화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6, 17). 94F/94R을 primer로 사용한 경

우는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Ct 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1002F/1002R

을 사용한 경우는 Ct 값의 변화가 약 5.1 정도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전

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작은 크기의 PCR 산물(primer 94F/94R을 이용한 경우)

을 만드는 것보다 큰 크기의 PCR 산물(primer 1002F/1002R을 이용한 경우)을 만드

는 qPCR 효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DNA 총량이 감소되었거나 DNA가 fragmentation 되어, primer

1002F/1002R을 이용한 qPCR에 주형으로 작용할 DNA양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증류수 및 방류수 현탁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증류

수와 방류수에 접종하여 동량의 전자빔을 조사한 시료를 비교한 경우, 방류수에 현

탁한 시료에서 Ct 값 변화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1002F/1002R을 사용

한 qPCR에서 증류수에 현탁한 시료의 경우는 Ct 값의 변화가 약 5.1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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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분리 정제 방법에 따라 분리된 genomic DNA.

M : size marker(100bp ladder), 1 : Freezing-thawing method, 2 : Purification

kit, 3 : Boi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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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4쌍의 primers를 사용하여 생성된 PCR products.

M : size marker(100bp ladder), 1 : primer 94F/94R, 2 : primer 271F/271R, 3 :

primer 722F/722R,

4 : primer 1002F/10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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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rimer 종류에 따른 q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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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증류수에 현탁된 균주의 Real-time PCR에서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Ct

값의 변화.

94 : primers (94F/94R), 271 : primers (271F/271R), 722 : primers (722F/722R),

1002 : primers (1002F/1002R)



- 79 -

그림 30. 방류수에 현탁된 균주의 Real-time PCR에서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Ct

값의 변화.

94 : primers (94F/94R), 271 : primers (271F/271R), 722 : primers (722F/722R),

1002 : primers (1002F/10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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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증류수에 현탁한 균주의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Ct 값의 변화

Primer

조사량(kGy)
94F/94R 271F/271R 722F/722R 1002F/1002R

0 22.23 22.48 21.95 24.97

0.2 21.86 21.83 22.15 24.93

1 22.95 22.69 22.61 24.77

3 21.87 23.05 23.76 26.85

6 22.80 24.31 25.39 29.58

10 22.23 24.61 25.82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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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방류수에 현탁한 균주의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Ct 값의 변화

Primer

조사량(kGy)
94F/94R 271F/271R 722F/722R 1002F/1002R

0 20.38 20.78 20.47 22.23

0.2 21.23 21.23 23.46 23.37

1 22.00 21.70 23.31 24.81

3 22.11 21.22 24.15 24.57

6 21.75 21.84 24.00 25.26

10 22.13 22.25 26.49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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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방류수에 현탁한 시료에서는 약 6.7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DNA는 손상을 입어 DNA 총량이

감소하거나 fragmentation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류수에 현탁한 경우보다 방류수

에 현탁한 경우 동량의 전자빔을 조사하더라도 DNA 손상도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량의 전자빔을 조사한 실험을 반복했을 경우의 실험 오차가 전자

빔 조사량 변화에 따른 Ct 값 차이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전자빔 조사량에 따

른 DNA 손상도를 qPCR로 정확히 계측하여 수치화하지는 못하였다.

6. 하폐수 처리시설의 세균 군집 변화 조사

가. 전자빔 처리 방류수의 총대장균군 검사

(1) 대전 시설관리공단

대전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대장균군 수는 시료 채취날짜에 따라

213±30 CFU/mL과 417±47 CFU/mL로 법정기준(3,000 개/mL)을 만족하였다(그림

31). 전자빔 조사후의 총대장균군 수는 5~8 CFU/mL 이하로 관찰되었다. 전자빔 조

사에 따른 총대장균군의 사멸율은 0.5 kGy의 경우 96.5~98.0%, 0.75 kGy의 경우

96.7~98.1%, 1.0 kGy의 경우 97.6-98.4%로 확인되었다.

(2)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1차-여름)

2010년 여름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총대장균군 검출시험 결과, 총대장균

군의 수는 237±70 CFU/mL 이하로 법정기준을 만족하였다(그림 32). 전자빔과 UV

조사 후에 총대장균군 수는 각각 1~12 CFU/mL, 167±64 CFU/mL 이하로 관찰되었

다.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총대장균군의 사멸율은 0.25 kGy의 경우 95.1%, 0.38

kGy의 경우 98.4%, 0.5 kGy의 경우 99.0%, 0.75 kGy의 경우 99.3%, 1.0 kGy의 경우

99.6%로 나타났다. UV 조사에 따른 총대장균군의 사멸율은 29.6%였다.

(3)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2차-가을)

2010년 가을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총대장균군 수는 410±104 CFU/mL

이하로 법정기준을 만족하였다(그림 33). 전자빔과 UV 조사 후에는 각각 0.2~2

CFU/mL, 134±11 CFU/mL 이하로 확인되었다.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총대장균군

의 사멸율은 0.5 kGy의 경우 99.6%, 0.75 kGy와 1.0 kGy의 경우 99.8% 이상, 1.5

kGy와 2.0 kGy에서 99.9% 이상이었으며, UV 조사에 의한 사멸율은 67.5% 였다.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에 UV를 조사한 경우 30~67%의 총대장균군이 사멸하

였으나, 0.25 kGy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95% 이상, 0.5 kGy 조사한 경우에는 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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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전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의 총대장균군.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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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총대장균군(여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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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총대장균군(가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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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멸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전자빔과 UV의 조사방법 모두 총대장균군의

제어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전자빔의 사멸효과가 탁월함을 알 수 있다.

나. 전자빔 처리 방류수의 세균분포 분석

(1) 대전 시설관리공단

Live/Dead BacLight로 염색한 후에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으로 녹색으로 염색

된 생균과 빨간색으로 염색된 사균을 관찰하여 전자빔의 조사량에 따른 생균과 사균

의 분포 변화를 조사하였다(그림 34). 방류수에 전자빔을 조사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

가할수록 생균이 줄어들고 사균이 증가하였다. 또한, 세균 플록의 해체도 관찰되어

플록의 수와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총세균의 수도 감소하였다.

(2)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1차-여름)

전자빔과 UV 조사에 따른 생균과 사균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35). 전자

빔과 UV를 조사함으로써 생균의 수, 세균 플록의 수와 크기, 총세균의 수가 모두 감

소하였다. 전자빔 0.25 kGy와 UV의 경우 플록의 크기와 수 및 총세균수에는 큰 차

이가 없었으나 생균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전자빔 조사선량 0.25 kGy의 경우 사균의

수가 UV 조사보다 증가하였다. 0.5 kGy 이상의 전자빔 조사량에서는 세균 플록의

해체가 시작되어 플록의 크기와 수, 총세균수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총세균, 생균 및 사균의 수를 계수하였다. 정읍 하수처리

장 방류수의 경우 총세균수와 생균수가 각각 1.12 x 106 cell/mL과 1.06 x 106

cell/mL로 95.0%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그림 36). 전자빔과 UV 처리 후에 측정된

총세균수는 방류수 대비 UV 89.0%, 전자빔 0.5 kGy 70.4%, 전자빔 1.0 kGy 22.9%

로, 전자빔과 UV 조사에 의해 총 세균수가 감소하였다. 전자빔의 경우 UV보다 총세

균수의 감소가 컸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세균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총세균수에는 사균도 포함되기 때문에 총세균의 감소는 단순한 사멸효과

때문이 아니며 전자빔 조사에 의해 세포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었고 총세균수가 감소

되었다고 생각된다. 전자빔과 UV 조사에 따른 생균의 감소율은 UV의 경우 8.7%,

전자빔 0.5 kGy의 경우 35.0%, 전자빔 1.0 kGy의 경우 78.6%였다. 전자빔의 세포 사

멸 및 파괴 효과가 UV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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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대전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 사진.

a) 방류수(0 kGy); 하수처리장 방류수, b) 0.5 kGy; 전자빔 0.5 kGy를 조사한 방류수, c)

0.75 kGy; 전자빔 0.75 kGy를 조사한 방류수, d) 1.0 kGy; 전자빔 1.0 kGy를 조사한 방

류수, 빨간색; 사균, 녹색; 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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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정읍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 사진(여름).

a) UV; UV를 조사한 방류수, b) 방류수(0 kGy); 하수처리장 방류수, c) 0.25 kGy; 전자

빔 0.25 kGy를 조사한 방류수, d) 0.5 kGy; 전자빔 0.5 kGy를 조사한 방류수, e) 0.75

kGy; 전자빔 0.75 kGy를 조사한 방류수, f) 1.0 kGy; 전자빔 1.0 kGy를 조사한 방류수,

빨간색; 사균, 녹색; 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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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총세균, 생균 및 사균수 변화(여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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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2차-가을)

전자빔과 UV 조사에 의해 총세균과 생균의 수, 플록의 수와 크기가 감소하였다

(그림 37). 처리전 방류수의 총세균수와 생균수가 각각 2.09 x 106 cell/mL과 1.91 x

106 cell/mL로 91.4%의 미생물이 생존하였다(그림 38). 전자빔과 UV 조사 후에 측정

된 총세균수는 방류수 대비 UV 76.6%, 전자빔 0.5 kGy 52.8%, 전자빔 0.75 kGy

39.5%, 전자빔 1.0 kGy 27.3%, 전자빔 1.5 kGy 20.9%, 전자빔 2.0 kGy 19.9%로 조

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전자빔과 UV 조사에 따른 방류수 생균의 감소율

은 UV 21.7%, 전자빔 0.5 kGy 45.5%, 전자빔 0.75 kGy 58.6%, 전자빔 1.0 kGy

71.9%, 전자빔 1.5 kGy 79.4%, 전자빔 2.0 kGy 83.3% 였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세균수는 1.0 x 106 cell/mL 이상이었으며, 전자빔과 UV

를 조사함으로써 총세균 및 생균의 수가 줄어들고, 플록의 해체 및 감소도 관찰되었

다. 특히 전자빔 조사선량 0.5 kGy 이상에서는 총세균 및 생균의 수, 플록의 수와 크

기 감소효과가 UV보다 뛰어났다.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에서는 UV의 경우

11.0~23.4%, 전자빔 0.5 kGy의 경우 29.6~47.2%, 전자빔 1.0 kGy의 경우 72.7~77.1%

로 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총세균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생균의 사멸율은 UV의

경우 8.7~21.7%, 전자빔 0.5 kGy의 경우 35.0~45.5%, 전자빔 1.0 kGy의 경우

71.9~78.6%였다. 따라서 전자빔 0.5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세포 파괴 및 사멸 효

과가 우수하며, 플록 해체로 인하여 내부에서 보호되는 세균의 제거에도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전자빔의 높은 세포 파괴율은 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

다.

다. 전자빔 처리 방류수의 세균 군집 구조 변화

(1) 대전 시설관리공단

대전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 시료와 방류수에 전자빔 0.5 kGy와 0.75

kGy를 조사한 시료를 농축하고 EMA를 처리하여 bead-beating 방법으로 DNA를 추

출하였다. 추출된 DNA를 이용하여 16S rRNA 유전자의 27F, 1492R primer로 PCR

을 수행하였으며, 16S rRNA gene library를 구축하고 각각 50 클론의 염기서열 분

석을 수행하였다.

방류수 시료의 경우 분류체계의 문(phylum) 수준에서는 Cyanobacteria가 44.9%,

Proteobacteria가 44.9%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Firmicute가 2.0%, unclassified

bacteria가 8.2%를 차지하였다(표 18). 방류수에 전자빔 0.5 kGy를 조사한 시료의 경

우 Cyanobacteria가 43.8%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Proteobacteria가 25.0%, Firmicute

가 8.3%, Planctomycetes가 4.2%, unclassified bacteria가 18.8%를 차지하였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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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정읍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 사진(가을).

a) UV를 조사한 방류수, b) 방류수(0 kGy); 하수처리장 방류수, c) 0.5 kGy; 전자빔 0.5

kGy를 조사한 방류수, d) 0.75 kGy; 전자빔 0.75 kGy를 조사한 방류수, e) 1.0 kGy; 전

자빔 1.0 kGy를 조사한 방류수, f) 1.5 kGy; 전자빔 1.5 kGy를 조사한 방류수, g) 2.0

kGy; 전자빔 2.0 kGy를 조사한 방류수, 빨간색; 사균, 녹색; 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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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총세균, 생균 및 사균수 변화(가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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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대전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세균군집 구조변화

(%)

Phylum Genus 0 kGy 0.5 kGy 0.75 kGy

Cyanobacteria
Phormidium 0.0 2.1 4.3

Uncultured Cyanobacteria 42.9 39.6 25.5

Firmicutes

Uncultured Turicibacter 0.0 0.0 4.3

Clostridium 0.0 2.1 4.3

Uncultured Clostridium 2.0 6.3 6.4

Lentisphaerae Victivallis 0.0 0.0 8.5

Proteobacteria

Chitinimonas 6.1 0.0 0.0

Ferrovum 8.2 8.3 2.1

Herbaspirillum 4.1 2.1 0.0

Propionivibrio 6.1 0.0 0.0

Legionella 0.0 0.0 4.3

Methylococcus 4.1 4.2 4.3

Unclassified bacterium Uncultured bacterium 8.2 18.8 23.4

- 각 시료에서 4% 이상의 군집만 기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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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0.75 kGy를 조사한 시료에서는 Cyanobacteria 29.8%, Proteobacteria 23.4%,

Firmicute 14.9%, Lentisphaerae 8.51%, unclassified bacteria 23.4%를 나타내었다. 속

수준에서는 Uncultured Cyanobacteria가 가장 우점하였으나, 전자빔 조사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Clostridium 속과 같은 포자생성 미생물의 군집 비

율이 증가하였다.

(2)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1차-여름)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시료와 방류수에 UV와 전자빔 0.25 kGy와 0.5 kGy,

0.75 kGy를 조사한 시료에 EMA를 처리하고, 16S rRNA gene library를 구축하여 각각

50 클론의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류체계의 문 수준에서는 방류수 시료와 전자빔 또는 UV를 처리한 시료에서 모두

Proteobacteria 문이 55.1~75.5%로 가장 우점하였다(표 19). 방류수 시료에서는 혐기적

환경에서 서식하며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Firmicute 문의 Clostridia 강이 18.4%를 차지

하였으나, 전자빔 또는 UV 처리 후에는 24.5~36.7%로 증가하였다. 방류수 시료와 전자

빔 또는 UV를 처리한 시료에서 Cyanobacteria 문이 2.1~8.2%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

며, 각 시료의 특징에 따라 Bacteroidetes, Verrucomicrobia, Planctomycetes와

Lentisphaerae 문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방류수 시료의 경우 Neisseria, Legionella, Heliobacterium, Aeromonas 속이 우점

하였다. UV를 처리한 시료에서는 Neisseria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빔을 처리한

시료의 경우 Neisseria의 비율은 감소하고 Legionella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Heliobacterium 속은 방류수에 UV 또는 전자빔을 조사한 경우 모두 비율이 증가하였

다.

EMA 처리된 DNA 시료를 이용하여 16S rRNA 유전자의 quantitative PCR을 수행

함으로써 UV와 전자빔 조사 후에도 생존하는 세균으로부터 유래된 16S rRNA 유전자

의 copy number를 확인하였다(그림 39). 세균 genome에서 16S rRNA 유전자의 분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 값은 세균의 개체군 크기와 비례한다. 각 시료 1 mL당 회수된

DNA의 양으로부터 계산된 copy number는 방류수의 경우 3.49 x 105 copies/mL, UV의

경우 2.24 x 105 copies/mL로 UV 조사 후에도 생존하는 세균의 비율은 64.2%로 나타났

다. 0.25, 0.5, 0.75 kGy의 선량으로 전자빔 조사 후의 copy number는 각각 2.96 x 105

copies/mL, 1.71 x 105 copies/mL, 1.01 x 105 copies/mL로 생존 세균의 비율은 84.8,

49.0, 28.9%였으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군집구조 자료(표 19)와 16S rRNA 유전자의 quantitative PCR 결과(그림 39)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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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세균군집 구조변화(여름)

(%)

Phylum Genus UV 0 kGy 0.25 kGy 0.5 kGy 0.75 kGy

Cyanobacteria

Prochlorococcus 0.0 0.0 2.0 4.1 4.1

Rubidibacter 8.2 2.0 0.0 2.0 0.0

Firmicutes

Clostridium 8.2 6.1 10.2 2.0 2.0

Heliobacterium 16.3 12.2 24.5 26.5 24.5

Planctomycetes Singulisphaera 2.0 0.0 0.0 4.1 0.0

Proteobacteria

Leeia 2.0 6.1 2.0 0.0 0.0

Neisseria 30.6 26.5 2.0 0.0 0.0

Polynucleobacter 2.0 4.1 0.0 0.0 0.0

Propionivibrio 4.1 0.0 0.0 0.0 0.0

Desulfonatronum 8.1 2.0 6.1 10.2 8.2

Desulfuromusa 4.1 2.0 0.0 0.0 0.0

Geothermobacter 4.1 2.0 0.0 0.0 2.0

Aeromonas 2.0 10.2 2.0 0.0 0.0

Legionella 4.1 12.2 30.6 34.7 51.0

Shigella 0.0 0.0 6.1 0.0 0.0

- 각 시료에서 4% 이상의 군집만 기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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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16S rRNA 유전자 copy number(여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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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균군집에 해당되는 16S rRNA 유전자의 copy number를 계산하였다(그림 40).

전자빔을 처리한 경우 Neisseria, Aeromonas, Clostridium 속 등에 해당되는 16S

rRNA 유전자 copy number의 감소효과가 UV보다 컸다.

(3)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2차-가을)

분류체계의 문 수준에서는 방류수 시료와 전자빔 또는 UV를 처리한 시료에서 모

두 Proteobacteria 문이 65.3~88.0%로 우점하였다(표 20). 방류수 시료의 경우 β

-proteobacteria에 속하는 Neisseria와 Herminiimonas 속이 62.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단순한 군집구조를 형성하였다. 방류수 시료에서는 포자생성 미생물로

알려진 Firmicute 문의 Clostridia 강이 2.0%를 차지하였으나, 전자빔 또는 UV 처리

후에는 6.1~18.4%로 개체군 비율이 증가하였다. Cyanobacteria와 Verrucomicrobia 문

의 경우 방류수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자빔 또는 UV를 처리한 시료에서는 각

각 6.1%까지 증가하였으며, 전자빔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선균으로 알려진

Actinobacteria 문이 관찰되었다.

방류수 시료의 경우 Neisseria와 Herminiimonas 속이 우점하였다. 방류수에 전

자빔 또는 UV를 처리한 시료에서는 Neisseria와 Herminiimonas 속의 비율이 감소

하고 Legionella와 Clostridium 속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UV와 전자빔 조사 후에도 생존하는 세균으로부터 유래된 16S rRNA 유전자의

copy number를 확인하여 세균의 개체군 크기를 추정하였다(그림 41). 각 시료 1 mL

당 회수된 DNA의 양으로부터 계산된 copy number는 방류수의 경우 2.54 x 107

copies/mL로 나타났다. 0.5, 1.0, 1.5 kGy의 선량으로 전자빔 조사 후의 시료에서 확

인된 copy number는 각각 3.07 x 106 copies/mL, 2.43 x 10
6

copies/mL, 1.70 x 10
6

copies/mL로 생존 세균이 각각 12.1, 9.6, 6.7%로 감소하였다.

군집구조 자료(표 20)와 quantitative PCR 결과(그림 41)를 토대로 각 세균군집에 해

당되는 16S rRNA 유전자의 copy number를 계산한 결과 전자빔을 처리할 경우 UV

보다 Neisseria, Legionella, Clostridium, Herminiimonas 속 등의 사멸효과가 뛰어

났다(그림 42). Neisseria 속의 경우 몇몇 종이 병원성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Legionella 속에서는 L. pnenmophila 종이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으로 보고되어 있

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염기서열의 유사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방류수 시료에 서

식하는 세균은 병원성 인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Legionella는 아메바에 기생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증식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오래 증식할 수 있고, UV와 전자빔 등과 같은 사멸 처리에서 다른 세균보

다 우수한 생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Swanson and Hamm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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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세균 군집구조와 개체군 변화(여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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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전자빔 처리 전후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세균군집 구조변화(가을)

(%)

Phylum Genus UV 0 kGy 0.5 kGy 1.0 kGy 1.5 kGy

Bacteroidetes
Chryseobacterium 4.1 4.0 0.0 0.0 6.4

Flavobacterium 0.0 4.0 0.0 0.0 0.0

Firmicutes
Clostridium 8.2 2.0 2.0 6.1 10.6

Pelotomaculum 0.0 0.0 2.0 4.1 2.1

Proteobacteria

Herbaspirillum 4.1 6.0 4.1 2.0 2.1

Herminiimonas 14.3 18.0 8.2 0.0 4.3

Leeia 0.0 0.0 0.0 0.0 6.4

Neisseria 16.3 44.0 2.0 6.1 12.8

Propionivibrio 10.2 0.0 4.1 6.1 2.1

Thiobacter 0.0 4.0 0.0 0.0 0.0

Desulfuromonas 2.0 0.0 4.1 0.0 0.0

Geothermobacter 0.0 0.0 4.1 0.0 4.3

Pelobacter 2.0 0.0 2.0 4.1 0.0

Legionella 14.3 4.0 22.4 26.5 23.4

Methylobacter 0.0 0.0 4.1 4.1 0.0

Methylocaldum 0.0 2.0 4.1 0.0 0.0

Methylococcus 0.0 0.0 0.0 4.1 0.0

Natronocella 0.0 2.0 2.0 4.1 0.0

Verrucomicrobia Prosthecobacter 2.0 0.0 0.0 4.1 0.0

- 각 시료에서 4% 이상의 군집만 기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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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16S rRNA 유전자 copy number(가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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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세균 군집구조와 개체군 변화(가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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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iniimonas 속은 매우 작은 그람음성 세균으로 대장균 크기의 1/10 - 1/50 정

도이며, 긴 편모를 가지고 있다. Herminiimonas 속의 대표적인 종은 H . glaciei로

ampicillin, bacitrac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penicillin, nalidixic acid,

rifampicin, streptomycin, vancomycin 등과 같은 다양한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나 gentamicin, neomycin, tetracycline에는 생장하지 못한다(Loveland-Curtze et

al., 2009).

Quantitative PCR 수행 결과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생존하는 세균으로부

터 유래된 16S rRNA 유전자의 copy number는 105~107 copies/mL으로 확인되었다.

방류수에 UV를 27 mw/cm2로 조사할 경우 35%, 전자빔을 0.5 kGy의 선량으로 조사

할 경우 50~80% 이상의 copy numer가 감소하여 세균 군집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Live/Dead BacLight를 이용하여 방류수에 존재하는 생균의 감소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와 부합되며, UV 처리의 경우 9~22%, 전자빔 0.5 kGy의 경우 35~46%

수준의 세포 파괴와 사멸이 관찰되었다. 세균 군집 비율과 16S rRNA 유전자 copy

number를 함께 분석한 결과 전자빔을 처리할 경우 Neisseria, Legionella,

Clostridium, Heliobacterium, Herminiimonas 속 등의 병원성균과 포자생성균, 항생

제 내성세균의 제거효과가 뛰어났다.

라. 전자빔 처리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 세균 증감 조사

(1) 방사선 내성세균의 특이적 primer 설계

현재까지 보고된 방사선 내성 세균(radiation-resistant bacteria)은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Cyanobacteria, Deinococcus-Thermus, Proteobacteria 문에 속하며,

고세균(Archaea)의 경우 대부분이 Euryarchaeota 문에 속한다(표 21). 방사선 내성세

균의 경우 DNA 손상에 대한 복구능력이 다른 미생물에 비해 탁월하나 자세한 방사

선 내성 기작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최근 핵폐기물 처리 연구에 응용

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잘 알려진 방사선 내성 세균은 Deinococcus 속의 세균으로

Deinococcus-Thermus 문에 속한다. Deinococcus는 그람(Gram) 양성균으로 분류되

나 다른 그람 양성균과는 달리 그람 음성균의 외막(outer membrane)을 가지고 있다.

Deinococcus 속의 가장 큰 특징은 Deinococcus 속의 모든 종이 방사선, 자외선, 과

산화수소 등에 대하여 극도의 저항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Deinococcus 속은 30종 이상이 보고되었으며, 25–35°C에서 생장한다. 빨강, 분홍 혹

은 붉은 계열의 콜로니를 형성하는 Deinococcus 속은 건조한 환경뿐만 아니라,

ionizing radiation과 UV의 경우 각각 10 kGy 이상, 600 J/m2 이상의 극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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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방사선 내성 세균 목록

Domain Phylum Class Order Family Genus Species Reference

Archaea

Crenarchaeota Thermoprotei Desulfurococcales Desulfurococcaceae Desulfurococcus Desulfurococcus amylolyticus Kopylov et. al., 1993

Euryarchaeota

Halobacteria Halobacteriales Halobacteriaceae Halobacterium Halobacterium salinarum Carreto et. al., 1996

Thermococci Thermococcales Thermococcaceae

Pyrococcus
Pyrococcus abyssi Gérard et. al., 2001

Pyrococcus furiosus DiRuggiero et. al., 1997

Thermococcus

Thermococcus gammatolerans Jolivet et. al., 2003

Thermococcus marinus Jolivet et. al., 2004

Thermococcus radiotolerans Jolivet et. al., 2004

Thermococcus stetteri Kopylov et. al., 1993

Bacteria

Actinobacteria

Actinobacteria Rubrobacterales Rubrobacteraceae Rubrobacter Rubrobacter radiotolerans

Carreto et. al., 1996

Ferreira et. al., 2000

Suzuki et. al., 1988

Yoshinaka et. al., 1973

Actinobacteridae Actinomycetales
Kineosporiaceae Kineococcus Kineococcus radiotolerans Phillips et. al., 2002

Micrococcineae Kocuria Kocuria rosea Schumann et. al., 1999

Bacteroidetes Cytophagia Cytophagales Cytophagaceae Hymenobacter Hymenobacter actinosclerus Collins et. al., 2000

Cyanobacteria Cyanobacteria 　 Family VIII Chroococcidiopsis Chroococcidiopsis spp. Billi et. al., 2000

Deinococcus

/Thermus
Deinococci Deinococcales

Deinococcaceae Deinococcus

Deinococcus frigens Hirsch et. al., 2004

Deinococcus geothermalis Ferreira et. al., 1997

Deinococcus grandis Oyaizu et. al., 1987

Deinococcus indicus Suresh et. al., 2004

Deinococcus marmoris Hirsch et. al., 2004

Deinococcus murrayi Ferreira et. al., 1997

Deinococcus proteolyticus Brooks et. al., 1981

Deinococcus radiodurans
Battista et. al., 1997

Fredrickson et. al., 2004

Deinococcus radiophilus Brooks et. al., 1981

Deinococcus radiopugnans Brooks et. al., 1981

Deinococcus saxicola Hirsch et. al., 2004

Trueperaceae Truepera Truepera radiovictrix Albuquerque et. al., 2005

Proteobacteria

Alpha-proteobacteria Rhizobiales Methylobacteriaceae Methylobacterium Methylobacterium radiotolerans Green et. al., 1983

Gamma-

proteobacteria
Pseudomonadales Moraxellaceae Acinetobacter Acinetobacter radioresistens

Nishimura et. al., 1994

Nishimura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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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견디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Makarova et al., 2007).

방사선 내성 고세균으로 알려진 Thermococcus 속의 경우 심해 열수분출공에

서 서식하는 절대 혐기적 초고온 고세균으로 감마선 30 kGy까지 내성을 가지는

가장 강한 방사선 내성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폐수처리시설 환경에서 서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Jolivet et al., 2003).

방류수에 UV와 전자빔을 조사한 후 방사선 내성세균의 증감을 확인하여 전

자빔 처리방법의 생태적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EMA/real-time PCR 방법을 적용

하였다. 방사선 내성 세균으로 가장 잘 알려진 Deinococcus 속의 검출을 위하여

Deinococcus 속에 특이적인 primer를 개발하였으며,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로부터 DeTh 290F (5'-GGGGCACTGAGACACGGG-3')와 DeTh 420R

(5'-CGGAGTTAGCCG GTGCTATTAC-3')를 primer로 설계하고 RDP

database 서열과 비교 확인하였다(그림 43). RDP database 서열과 비교 분석 결

과 DeTh 290F와 DeTh 420R primer는 각각 1070개와 630개의

Deinococcus-Thermus 문의 서열과 일치하였으며, 대부분 Deinococcus와

Thermus 속의 서열이었다. Deinococcus 속의 534개의 서열 중에서는 DeTh

290F의 경우 482개, DeTh 420R의 경우 435개의 서열에서 PCR 증폭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Deinococcus 속의 type species인 Deinococcus radiodurans의 type

strain D . radiodurans R1 균주(ATCC 13939)의 16S rRNA 유전자를 PCR 증폭

하여 plasmid를 제작하고 standard DNA로 사용하였다.

(2)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1차-여름)

EMA/qPCR 수행 결과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 생존하는 방사선 내성

세균의 16S rRNA 유전자는 10~100 copies/mL 수준이었다(그림 44). 전자빔과

UV를 조사한 후에도 총 생존세균의 16S rRNA 유전자 copy number의 0.03%

이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방류수에 존재하는 방사선 내성 세균의 개체군 크기

는 매우 작으며, EMA/qPCR 방법의 검출한계 수준으로 생각된다.

또한 Deinococcus 속의 16S rRNA 유전자와 진화적으로 상동성을 갖지 않는 분

류군의 유전자가 증폭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빔 처리방법

이 방류수에 존재하는 방사선 내성세균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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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한 방사선 내성세균의 특이적 primer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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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세균의 변화(여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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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2차-가을)

가을에 수행한 실험 결과에서는 방류수에 생존하는 방사선 내성세균의 16S

rRNA 유전자가 10~1000 copies/mL로 확인되었으며, 총 생존세균의 16S rRNA

유전자 copy number의 0.03% 이하 수준이었다(그림 45). UV를 조사한 경우 총

생존세균의 0.003% 이하로, 전자빔을 조사한 경우 0.0008%이하로 감소하였다. 특

히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방사선 내성세균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따

라서 전자빔 처리방법에 의하여 방사선 내성세균 군집이 선택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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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세균의 변화(가을).

그래프의 Y축은 Log scale로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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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가중

치

(%)

달성

도

(%)

1차년도 2008

전자빔으로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생물학적 활성 조

사

항생 물질 활성 측정

방법의 비교

세균 사멸 및 특정 유

전자 발현을 이용한 다

양한 생물학적 분석방

법의 비교

30 30

전자빔으로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균활성 측정

세균 감수성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전자빔으

로 처리한 항생물질의

항균활성 변화를 조사

50 50

전자빔으로 처리한

항생물질 부산물의

항생제 내성유전자

발현효과 조사

전자빔으로 처리한 항

생물질의 내성유전자

및 stress 유전자 발현

에 대한 영향 조사

20 20

2차년도 2009

전자빔으로 처리한

하폐수시설 방류수

에서의 미생물 유

전변이 조사

전자빔처리 시료분석

을 위한 미생물 유전

변이 조사방법 선정

영양요구성 균주의 돌

연변이, 유전체손상 복

구유전자의 발현 등 미

생물 유전변이 조사방

법의 비교

40 40

하폐수 위생처리 방

법에 따른 미생물 유

전변이 빈도 조사

전자빔, 자외선, 오존

등의 하폐수시설 방류

수의 위생처리 방법에

따른 미생물 유전변이

증감 비교 조사

60 60

3차년도 2010

하․폐수 처리시

설의 세균 군집

에 대한 전자빔

의 영향을 평가

전자빔 조사된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의 세균 군

집 변화 조사

유전자 분석법을 이

용하여 전자빔 처리

전후 방류수의 미생

물 군집 분석

50 50

전자빔 조사에 의

한 하․폐수 처리

시설 방류수의 방

사선 내성 세균 증

감 조사

방사선 내성 세균에

특이적인 primer를

이용한 qPCR로 전자

빔 처리된 방류수의

방사선 내성 세균의

존재 및 수의 증감

조사

50 50

제4장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절 연구 개발목표의 달성도



- 110 -

2절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현재 방사선 조사 기술은 새로운 식품 저장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강력한 에너

지원인 방사선을 잘 조절하여 식품에 쪼이면 신선도, 맛, 영양가의 손상 없이 유

해세균을 죽여 식품을 상온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방사선 조사 기술 중 감마선 조사는 공산품등의 멸균 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의 방사선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

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감마선의 항생제 분해 효과 및 세

균 돌연변이, 전자빔이 하폐수 방사선 내성 미생물 군집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이온화 방사선의 긍정적인 결과는 하폐수 처리장 소독시설에 방사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 확산 및 미

생물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 문제를 검증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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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Amoxicillin, cephradine, lincomycin, tetracycline의 네 항생제를 대상으로 실

험 한 결과, 1.0 kGy의 감마선량으로 항생제를 조사하였을 때 거의 분해되어 세

균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의

항생물질 분해 정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적합한 방사선 조사량을 도출할 수 있

었으며, 전자빔 처리한 시료의 항생 물질 활성 제거 효율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확인함으로써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확산에 대한 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립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세균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의 최소저해농도 및 감

마선량에 따른 항생제 분해율에 관한 정보는 하수처리가 끝난 시료의 항생 물질

잔류기준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감마선이나 UV에 비해 낮게 세

균의 돌연변이를 유발시키는 전자빔을 하․폐수 처리시설에 도입할 때 안전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으로 도입된 “대장균군수”를 만족하

기 위하여 소독시설에 대한 수요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전자빔 이용 기술이 방류수 위생화 시설 설치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

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빔 이용 위생화 기술의 환경

위해성을 검증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인 전자빔 이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향

상시켜 산업현장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자빔 이용 위생화

기술이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항생 물질의 잔류 농도가 높은 의료용 폐기물이나

축산폐기물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앞으로 하폐수를 처리하는 새로운 기술이 될 전자빔 조사 방법의 안전성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세균 군집에 대한 영향과 방사선 내성 세균 확산에 대

한 우려를 잠식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빔조사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기술의 영향으로 방류수의 세균 군집 변화 및 방사선 내성세균의 출현여부

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방사선 내성 세균이 환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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