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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변이 균주를 선발한 후， 이들의 유전적 , 생리적 특정을 규명하여 유용 후보균주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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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유용유전자원 개발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1. 목적 : 

단계목표 :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기술 개발 

- 1차년도 : 양성자가속기 이용 돌연변이 유발 및 분석방법의 확립 

- 2차년도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을 위한 숙주균주의 탐색， 개량 및 

트성분석 

- 3차년도 : 실험실규모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량생산 방법 확립을 위한 타 

당성 검토 

2. 펼요성 : 

-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양성자 가속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분야로의 실용성 창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 기존의 돌연변이 유발방법에 대한 유용성 및 그 안정성의 확보 미비로 인해 새 

로운 친환경적 돌연변이 유발방법의 확립 필요성이 대두 

- 생명과학분야에서 양성자가속기의 실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양성자 이 

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을 확립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돌연변이체의 산 

업적 유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양성자 가속기의 효율적인 이용성을 증대시키고 

친 적 산업의 창출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고취시킬 필 

요성이 증가됨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1) 양성자 가속기 이용 돌연변이 유발 방법 확립 
2)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집단 확보 및 적정 숙주 균주의 선별 

3)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량을 위한 분석방법의 개발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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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 방법의 개량 

2)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숙주균주의 개발 

3) 개 발된 숙주균주에 서 PHB 합성 능 조사 

4)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인자의 분석 

5) 생분해성 플라스틱 전구물질인 acetyl-CoA의 이용을 유도하는 세포내 경쟁 

적 인자 확인 

6) TCA 회로의 생리적 역할 규명 

7) TCA 회로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성 경로의 경쟁 요인의 생리적 분석 

- 3차년도 

1) 발효조에서의 최적 PHB 생산 방법 확립 

2) 자발적 분비 정도의 확인 및 분리/정제의 용이성 조사 

3) PHB 생산단가의 추정 

lV. 연구개발결과 

1. 양성자 빔을 미생물 균주에 조사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하 

였고， 이로부터 수 종류의 미생물 변이 균주를 선발한 후， 이들의 유전적， 생리적 

특징을 규명하여 유용 후보균주를 선발 

2. 숙주 균주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성유전자 군을 도입한 다음， 적절한 배양조 

건을 확립 

3. 80.2%의 자발적 분비， 85.2g/L의 PHB, 99% 이상의 PHB 함량을 얻을 수 있었 

4. 포도당 전환율은 0.43 임. 

5. 연간 3000톤 생산시 약 2.94$의 단가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선발 방법의 근간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파급될 수 있음 

2. 타 유기체의 유용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제공 

3. 확립된 빔 이용 기술을 바탕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성능력이 우수한 돌연변 
이 균주의 확보가 가능해짐 

4.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단중합체 및 공중합체의 동시적 생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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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Subject 

Development of useful genetic resources by proton - beam irradiation 

II. Purpose and Necessity 

1. Purpose 

Development of useful host strain for the overproduction of 

biodegradable plastics through the mutagenization and the establìshment 

of analytical methods 

2. Necessity 

- Increase the necessity of proton accelerator enabling the development 

of high value added technologies and the demand of practical use for 

related fields 

- Rise of the necessity for the new mutagenization method establishment 

because of the imperfection in usefulness and safety of existing 

m utagenization methods 

- For the part in order to establish the necessity of proton accelerator 

in biological fields , rise 

m. Contents and Scope 

- The first year 

1) Establishment of the mutagenization methods by proton ion beam 

2) Isolation of mutants for the overproduction of biodegradable plastics 

and screening of useful host strains 

3)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biodegradable plastic 

- The second year 

1) Improvement of the mutagenization methods by proton ion beam 

C 

니
 



2) Development of useful host strains for the overproduction of 

biodegradable plastic 

3) Examination of PHB productivity of the host strains 

4) Characteriz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duction of 

biodegradable plastic 

5) Identification of the competitive factors increasing the usage of 

acetyl-CoA, the precursor molecule of the PHB production 

6) Characterization of the physiological roles of TCA cycle 

7) Phys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competitive factors between the 

two pathways , TCA cycle and PHB synthetic pathway. 

- The third year 

1) Establishment of optimum method for the PHB overproduction in jar 

fermenter 

2) Study for efficient extraction, purification and spontaneous liberation 

of PHB granules 

3) Presumption of the PHB production cost 

IV. Results 

1. Useful gene mutations was induced by proton ion beam irradiation 

2. Introduction of related genes for PHB production from Alcaligenes 

eutrophus and establishment of optimum culture condition 

3. Autolysis of 80.2% , as well as yields of 85.2 g/L of PHB and a PHB 

content of 99.0% (w/w)! were obtained. 

4. The glucose conversion rate was 0 .43. 

5. Annual PHB production cost has been approximately presumed to 

2.94$ for 3,000 ton production scale per year. 

V. Application plan 

1. Suggested the basal principles for the selection of the mutants using 

proton ion beam , able to spread the basis to the related -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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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nation of a technical basis in order to develop useful resources of 

other organisms 

3. Based upon the established ion beam techniques , development of 

useful mutant host strains enabling overproduction of biodegradable 

plastics 

4. Application to the simultaneous production of the homopolymer and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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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1920년대에 Muller와 Stadler에 의해 발견된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상에 

서 1O-6~ 10-7 정도의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돌연변이 비율을 1 ，000-10，000배 정도 

급격히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얻어진 돌연변이체의 생물학적 결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사용한 방사선 

도 X-ray에 서 에 너 지 가 높은 Y-ray로 바뀌 어 오는 추세 이 다. 1931년 에 Lawrence 

에 의해 cyclotron이 개발된 후 1970년대에 들어서서 RFG 가속기를 개발하게 되 

었고， 이후 DTL, CCL등을 거쳐 양성자를 직접 가속할 수 있는 Proton 

Accelerator가 개발되었다. 그로 인해 Y-ray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순도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영역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식물과 미생물군 

에서 Y-ray와는 다른 돌연변이체 발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beam의 

targeting 범위가 수 nm-]lm로 제한될 수 있어 특정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한 가 

능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돌연변이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독성화학물질의 처 

리는 원치 않는 부위에 돌연변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여러 위치에 동시에 돌연변 

이가 유발되는 등 목적 유전자의 돌연변이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돌연변이의 동시적 유발로 인해 목적 유용유전자원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사용된 화학 돌연변이원의 독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고품질， 친환경적 돌연변이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 방법을 개발하 

고 그 기술을 입증 제시함으로써 유용유전자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함은 물론 

상기의 방법으로 개발된 유용유전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적 유용산물의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제반 관련분야의 적용을 위한 근간 기본 이론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양성자 가속기의 적용가능성을 생물학 분야에까지 확대 

시키고 그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개발의 펼요성 

현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양성자 가속기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으며 관련분야로의 실용성 창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의 돌연변이 유발방법에 대한 유용성 및 그 안정성의 확보 미비로 인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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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돌연변이 유발방법의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 

명과학분야에서 양성자가속기의 실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양성자 이온빔 

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을 확립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돌연변이체의 산업적 

유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양성자 가속기의 효율적인 이용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적 산업의 창출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고취시킬 펼요 

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플라스틱과 가격경쟁력이 있으면서 물성이 우수하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미생물 유래의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상용화되면 현재 플라스 

틱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난분해성 플라스틱은 물론 첨가형 분해성 플라스틱 시 

장을 재편할 수 있으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환경친화형 핵심기 

술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유용유전자를 확보하고 이 유용 

유전자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유용산물의 대량생산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양성자 

가속기의 이용 적용성이 증대됨은 물론 관련분야에 근간 기술을 제공해 주어 미 

래의 새로운 핵섬기술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제 3절 연구개발의 범위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을 이용， 산업적으로 유용한 산물의 

다량생성을 위한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1. 최 적 spectrum의 결정 

미생물에서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사방법 및 조사조건을 시험 

비교하여 그의 최적 조사선량을 구함으로써 빔이용 방법을 구축하였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량을 위한 분석방법의 개발 

미생물 생체내에 축적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 Gas 

Chromatography 방법 을 확립 하였다 

3.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을 위한 적절한 숙주균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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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실에서 지난 수년간 축적된 미생물 대사 및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확보된 목적 유용유전자를 이용함으로써 선택적인 균주를 선별 분리하여 

이 균주의 숙주 균주로서의 적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4. 대장균 대사생리에 대한 이해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acetyl-CoA를 분기점으로 작용하여 TCA cycle과 경쟁 

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TCA cycle의 조절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확립하였다. 

5. fatty acid 이용성 조사 및 돌연변이 균주 분리 

- fatty acid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공중합체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 

되는 탄소원이다. 이 fatty acid에 내성이 있는 돌연변이 균주를 분리하고 또한 

fatty acid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정 립하였다. 

6.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방법 개발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생리적 인자의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최적의 생산방법을 개발하였다. 

7. 분리.정제의 효율성 조사 

- 축적된 생분해성 플라스되이 효율적으로 분리.정제 될 수 있음을 생화학적 

방법과 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8. 발효조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 

-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된 배양기법을 기초로 하여 발효조에서 최적의 배양방 

법을 확립하였다. 

9. 경제성 평가 

-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발효생산시 고려되는 인자들에 의거하여 생산단가를 예측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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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개요 

양성자가속기의 경우 미국의 LANL, 프랑스의 CEA, 일본의 JAERI는 각각 

ATP, TRISPAL, NSP라는 project명으로 수행 중에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5GeV, 5.3mA를 가지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식물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이온빔을 이용하여 바이오 기술에 응용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체에 이온빔을 조사하여 신품종을 얻고자 하는 연구 

는 진행되고 있으나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보고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미 

생물의 경우 돌연변이 유발방법의 표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무작위 

적인 돌연변이 유발로 인해 돌연변이 유발 후 확보될 유용유전자원을 제대로 이 

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세기 인류 최대 발명품 중의 하나인 난분해성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타 

분야의 산업 발전 및 일상 생활의 편의성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환경에 축적되어 분해되지 않으며 각종 공해 및 폐기물 문제를 일으키는 동 

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문해성 석유화학 플라스틱 

을 대체할 새로운 친환경적 플라스틱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2001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규모는 약 1억톤， 관련 시장은 약 900조에 달하나 

이중 미생물 유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 

다. 현재 미생물 유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999년 현재 이들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장 

규모는 2만5천톤 -3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1년에는 20만톤 규모로 확 

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아직은 기존의 합성플라스탁 

및 첨가형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연변이 숙주균주를 확보하고 생분해성 플라 

스탁의 대량생산을 위한 유용성을 입증함으로써 양성자 가속기의 평화적， 친환경 

적 이용가능성이 제고됨은 물론 미래 환경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 및 기술개발 방향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범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며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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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주개발 

다양한 물성을 갖는 생분해성 플리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숙주균주를 탐색하 

고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Alcaligenes eutrophus 외에 재조합 대장균， 

Pseudomonas, Methylotroph, plant 등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을 위 한 숙주로 

서 이용， 연구되고 있다. 이들 후보 균주 중 특히 유전적 배경이 잘 알려져 있고 

다루기 쉬운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야생균주를 탐색 선발하는 수준에 그 

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돌연변이 유발을 통한 숙주 균주의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 

다. 

2. 배양기술의 개발 

적합한 숙주균주를 선택한 후 적절한 배양기술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 량생 산을 유도하고 있다. ZENECA Bio Products에 서 는 glucose와 propionate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30% HV mol fraction을 갖는 BIOPOL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원적 배양기술 개발 [제한요인 (탄소원， 질소원， 인 등)을 조절함]을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3. 분리 정제 기술의 개발 

세포내에 축적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분리 정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 중이다. 분리， 정제시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유기용매는 2차 환경 

오염 유발원이며 분리 및 정제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자량 감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어 정제효율을 높이고 분자 

량 감소를 막고， 유기용매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4. 본 연구에서의 접근방법 및 관련분야에서의 위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나열된 방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 상기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개개의 접근방법을 일시에 공략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의 신개념 방법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개발방법을 뒤따르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 개척하는 수준으로 신기술 및 신개념을 선점할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현재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균주개발을 통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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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하여 새로운 돌연변이 

균주를 확보한 후 이 균주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성이 향상된 새 

로운 균주를 발굴함으로써 양성자의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친환경적 

산물의 대량생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제 3 절 국내 기술현황 

국내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성능이 증가된 돌연변이 균주를 이용하고 있 

지 않으며 배양 및 발효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KAIST 의 이상엽 박사 연구팀이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jtsZ 유전 

자 돌연변이체를 이용하여 그의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실적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미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LG화학， SK(주)， 

대상 등 대기업 및 연구기관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나， 시장규모가 워낙 협소해 사업화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생분해성 플 

라스틱의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대상， SK, 새한， SK 케미칼， 

호남석유화학， 한화， 이래화학， 삼성색소 등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쓰레기봉투， 쇼핑백 등을 중심으로 100톤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완전 생분해성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붕괴성 제품이 주류 

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시장이 비록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플라스틱 폐 

기물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 4절 국외기술현황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미생물 유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역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을 위해서 돌연변이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야생형 균주를 숙주로 이용하여 생분해 

성 플라스탁의 대량생산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용유전자원의 확보를 통한 개 

량보다는 배양조건의 최적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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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3 창 연구게발수행 내용 및 결화 

제 1 절 서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중된 인구의 증가， 대기， 토양， 수질의 오염과 지 

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상의 인류는 환경오염과 식량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난분해성 물질의 기하급수적 

인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는 가감 없이 인류에게 되돌아오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 및 사용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난분해성 물질을 대체할 수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성 있는 생산단가수준의 

대체물질의 개발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다 (Lee. 1997).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물 및 미생물에서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 

으로 유용유전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방 

사선 및 양성자 등의 ion beam을 이용한 유전자원의 개발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성자 가속기는 그의 장치 분야 외에도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실용성이 입 

증된다면 다른 산업에 고부가가치 웅용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창 

출이 가능하리 라 전망된다. 

현재까지 돌연변이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독성화학물질의 처 

리는 원치 않는 부위에 돌연변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여러 위치에 동시에 돌연변 

이가 유발되는 퉁 목적 유전자의 돌연변이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돌연변이의 동시적 유발로 인해 목적 유용유전자원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사용된 화학돌연변이원의 독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고품질， 친환경적 돌연변이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새로운 돌연변이 방법의 유용성을 제시함으로써 유용유전자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함은 물론 유용유전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적 유용 

산물의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제반 관련분야의 적용을 위한 근간 기본 이론을 제 

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얻어진 돌연변이체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델체계로서 기존의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 

량생산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신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PHA 및 그의 유도체; Polyhydroxyalkanoate)이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에 의해 생체 저장물질로 생성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일반적 

인 PHA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Lee, 1996).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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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igne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후 탄소원자의 수와 R기의 형태에 따라 많은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 Polyhydroxybutyrate(PHB)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Steinbuchel and Valentin, 1995).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체적합성 

(biocompatibility) 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대체할 최상의 유 

망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PHB 및 물성이 우수한 PHBV 공중합체의 개발 노 

력 이 경 주되 고 있다 (Byrom, 1987; Holmes, 1985; Hrabak, 1992). 그 러 나 이 러 한 

생체적합성， 환경친화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난분해성 석유화학 플라스틱에 

비해 높은 생산 단가는 생분해성 플라스되의 가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Hahn 

et. a1.,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어 가는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친환경적 

산업으로의 적극전환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단가의 획기적 절감을 통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용 생분해성 물질의 생산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PHB 생합성 경로는 Alcaligenes eutrophus 내의 acetyl-CoA로부터 phbCAB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된 ß -ketothiolase, acetoacety l-CoA reductase, 그리고 PHA 

synthase에 의 해 생 성 된 다 (그 림 2; Peoples and Sinskey, 1989; Schubert et a1., 

1988; Slater et a1.,1988). 

한편 PHB보다 물성이 우수한 PHBV의 생합성을 위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PHBV의 합성을 위해서는 acetyl-CoA 외에도 propionyl-CoA 

라는 또 다른 전구물질이 필요한데 이 전구물질은 glucose외에 propionic acid와 

같은 short cahin fatty acid를 공급해 주었을 때 생성 된다. PHBV는 acetyl-CoA 

와 propionyl-CoA의 중합에 의해 생성되며 그 합성 경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그러나 propionic acid는 세포에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 결국 PHBV의 생성 효 

율은 PHB에 비해 매우 낮으며 합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controlling system이 요 

구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류생활에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 

는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물질의 산업화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석유화학 난분해성 물질을 대체함으로써 석유자원의 고갈문제와 미래의 

환경문제를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라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 이온빔의 미생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였고 적절 

한 숙주 균주를 선별 분리함으로써 1차적으로 유용산물인 PHB를 실험실 규모에 

서 생산함으로써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이론적 잘험적 접근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화학적 돌연변이 유발원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을 

낀
 



이용하지 않고 미래 청정 기술인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 

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균주를 선별한 후 이 균주를 모델로 하 

여 양성자 이온빔을 조사하고 그의 생존률을 구함으로써 양성자 이온빔이 돌연변 

이 유발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 돌연변이 유발을 위한 최적 

spectrum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진행과정 중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새롭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 

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중합체인 PHB와 공중합체인 

PHBV의 동시적인 대량생산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PHB는 

다량의 탄소원 (glucose) 이 존재할 때 효과적으로 생성되며 PHBV는 PHB와 달리 

전구물질로서 propionyl-CoA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glucose외 에 도 propionyl

CoA의 생 성 을 가능하게 하는 short chain fatty acid (propionic acid, butyric acid 

등등)의 부가적 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이 러 한 short chain fatty acid는 세 

포에 의한 이용성이 현저히 낮음은 물론 다량 공급의 경우 세포에 치명적인 독성 

을 미쳐 균주의 생장과 산물의 형성에 음성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 

서 기존의 계획한 방법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새로이 확립된 가설을 바탕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즉 먼저 계획된 한 분야로서 양성자 이온빔의 최적 spectrum을 결정함은 물론， 

다른 한 분야로서는 PHB와 PHBV를 동시에 다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시험함으로써 2차년도 이후의 실험을 앞당기고 좀 더 향상된 

개량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탄소원으로서 공급될 

propionic acid에 대해 내성이 우수하고 그의 이용성이 증가된 새로운 균주를 찾 

고자 하였으며 그의 숙주로서의 가능성을 미리 시험하여 보았다 

또한 생 체 내 PHB 및 PHBV의 양을 정 량하기 위 해 gas chromatography 방법 

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실험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 절 재료 및 방법 

1. 사용균주 plasmid 및 배 양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모두 대장균을 사용하였으며 표 1에 나타나 있다. 

야생형 균주로 LS5218 (jadR atoC(Con))과 MG1655를 사용하였다. 또한， fadR, 

atoC (con) 돌연변이를 MG1655 배경에 도입하기 위해 역시 이들 돌연변이를 

Pl -transduction 방법 에 의 해 MG1655 숙주균주에 도입 하여 새 로운 균주 JIL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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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하였다. 

fadR 돌연변이가 도입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이eic acid 10 mM 

을 함유한 최소 배지에서 그의 생장을 조사하여 이 배지에서 자라지 못하는 표현 

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atoC(Con)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butyric acid 10mM을 함유한 최소 배지에서 자라는 표현형을 확인하였다. 

phbCAB가 도입된 plasmid로는 pTZ18U-PHB를 사용하였다. 

배양은 250 ml baffled flask를 이용하여 37 0C, 250 rpm에서 수행하였다. 사용 

한 복합배 지 로는 LB (Luria-Bertani medium, Bacto-tryptone, 10 g; Bacto-yeast 

extract, 10g; NaCl, 10g per liter)를 사용하였으며 최소배지로는 minimal M9 

medium (을 사용하였다. 최소배지에 사용될 탄소원으로는 glucose 및 short 

chain fatty acid (butyric acid, propionic acid)를 각각 1-10 % 및 10 mM 되 게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배지에 첨가된 ampicil1in (amp), tetracycline (Tc) , 

kanamycin (kan) 는 각각 100, 20, 75 )lg/ml되 게 첨 가하여 사용하였 다. 

발효조 실 험 을 위 해 2.5 liter jar fermenter (working volume 1.5 liter) 

(COBIOTECH Co. Ltd.)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배지로는 1X LB 와 2X LB 

(단 NaCl은 10g!L 사용)였으며 탄소원으로 글루코스를 사용하였다. 

2. 양성자 이온 빔 조사 

이온빔을 조사할 균주를 lOr피 LB/125ml flask에 접종하여 12-16시간 배양하였 

다. 이 균주를 일정액 취하여 2야피 LB/250ml flask에 초기 OD가 0.01되게 접종하 

였다. log phase로 배양한 후 (OD = 약 0.5) 원심분리하여 (3000 rpm, 20분) 세포 

배양액을 수거하였다. 이 세포침전물을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를 이용하여 두 번 세척하였다. 다시 PBS에 현탁하여 최종 OD가 2.0이 되도록 

조정하여 다음의 실험에 이용하였다. 

위 세포현탁액 50 μ1를 취하여 PCR tube에 옮긴 후 lce 에 보관하였다. 양성자 

이온빔 조사는 한국원자력 병원so 원자력의학원 (과제책임자 채종서 박사)의 도움 

을 받아 MC-50 Cycltron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제원 및 특 

성은 그림 1과 같다. Beam current는 1 nAm, 5 nAm, 및 10 nAm 세 종류를 사 

용하였다. 

3. 생존률 측정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정하기 위해 양성자 이온빔이 조사된 일정액의 세포배양 

액을 PBS에 적당히 희석하였다. 희석된 시료를 각각 0.1 ml 취해 LB agar plate 

m 

깅
 



에 도말하였다. 12-16시간 배양 후 이 배지에서 자라난 세포수를 셈으로써 생존률 

을 측정하였다. 

4. 종균 배양 균주 보관 

본 실험에 사용된 MG1655, LS5218, ]IL509 종균을 제작하기 위해 먼저 이들 

균주를 pTZ18U - PHB plasmid를 이 용하여 LB/amp agar 배 지 에 transformation을 

실시한 후 12-16시간 후에 동일 배지에 stre하‘하였다. 그 후 대표적인 colony 1개 

를 취해 10 ml LB/amp/125 m1 flask에 접종 후 37
0

C, 250 rpm에서 진탕배양하였 

다. 12시간 후 세포배양액의 OD를 2로 조정 후 동일 volume의 40% LB/glycer이 

을 첨가하였다. 이로써 final OD는 1.0이 되며 이 세포 배양액 50 111를 eppendorf 

tube에 분주 후 -80
0

C 에 보관하였다. 이 tube 하나를 꺼내어 상온에서 녹인 후 배 

지에 20 μ1를 접종하여 본배양을 위한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5. DNA조작 및 transformation 

대장균에서 plasmid의 준비는 Sambrook 둥에 의해 개발된 방법에 따라 수행 

하였다 (Sambrook and Russe1, 2001). plasmid를 분리하기 위해 colony를 10 m1 

LB/amp 125 ml flask에 접종한 후 37 0C 250 rpm에서 12-16시간 배양하였다. 원 

심 분리 하여 cell을 수거 한 후 plasmid extraction kit (Bioneer Co. Korea)를 사용 

하여 plasmid를 수거하였다. 얻어진 plasmid는 1%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 

영동을 수행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전기영동은 0.5 X T AE (0.04 M Tris-acetate, 

10 mM EDTA, pH 8.0) buffer를 사용하여 100 V에서 전개하였다. 

원하는 균주로 plasmid의 도입 을 위 해 calcium-chloride 방법 을 사용하였다. 대 

장균을 호기적으로 키운 후 0.1 M CaClz에 현탁시킴으로써 competent cell을 제 

작하였다. 이 competent cell 100 μl를 lce에서 차가워진 tube에 넣은 후 직접 

plasmid DNA 일 정 량을 넣 어 주 었 다. competent cell-plasmid mixture를 42
0

C 

water bath에서 2분간 heat shock을 가한 후 즉시 lce에서 5분간 cooling 하였다. 

LB 1 ml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37"C 에서 정치배양한 후 원심분리하여 남은 용 

액 모두를 LB/amp agar 배지에 도말하였다. 12-16시간 배양 후 자라나는 colony 

를 따서 LB/amp/glucose 1% 배 지 에 streak하여 불투명 한 colony가 나오는지 를 

조사함으로써 plasmid가 도입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6. RNA 분리 및 RT 실 험 과 DNA microarray 

RNA는 QUIAGEN Co. 제품의 bacterial RNA purification kit를 사용하여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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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로부터 분리 하였다. 

RT 실험을 위해 제작된 pnmer의 염기서열은 표 2와 같다. 합성 올리고의 제 

작은 MBI Fermentas Co.의 cDNA synthesis kit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결 

과 얻어진 cDNA를 주형으로 하여 950 C for 1 min, 540 C for 1 min, and 720 C for 

1 min 30s간 25 cycles의 PCR을 수행하였다. DNA microarray는 Genomic Tree 

Co.의 도움을 받아 tota1 RNA를 가지고 설험하였다. 

7. PHB 분석 

세포내 PHB의 분석은 Braunegg 등이 개발한 methanolysis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Braunegg et al., 1978). 세포 O.1ml을 1ml chloroform, O.85rnl 

methanol, O.lml sulfuric acid, 그리 고 intemal standard (benzoic acid)와 섞 은 후 

air-tighter screw cap tube에 넣고 끓는 물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이 방법 

은 세포내 PHB를 그의 구성성분인 ß-hydroxycarboxylic acid와 methyl ester로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반응 완료 후， 시료를 실온에서 식힌 후 0.5ml의 DW를 첨 

가한 후 1분간 강하게 vortex하였다. phase가 분리 된 후 organic phase (아랫쪽 

부분)를 새 로운 screw cap tube에 옮겨 놓아 gas chromatography (GC) 분석 에 사 

용하였다. 

위에서 얻어진 methyl ester의 양을 GC로 분석하여 PHB의 양을 정량하였다. 

이 때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가 장착된 GC를 이용하여 DB-Wax 

capilliary column (30 meter X 0.25 mm I.D.)을 사용하여 정 량하였다 orgamc 

phase의 시료 1 μ1를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injector와 detector의 온도는 각 

각 230 0C, 270
0

C 였으며 온도는 80
0

C 에서 4분간， 그리고 분당 8
0

C씩 올려 160
0

C 까 

지 조절하여 분석하였다. 

8. glucose 정 량 

Glucose농도는 Sigma에서 구입한 glucose assay kit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flask로부터 세포 배양액 적량을 취해 15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을 수거하였다. 이 상등액을 적절히 희석하여 glucose assay를 수행하였다. 시료 

O.1ml을 취 해 test tube에 옮긴 후 1ml의 Combined-Color Reagent Solution (100 

rnl의 enzyme solution과 1.6rnl의 color reagent solution을 혼합하여 제 조. enzyme 

solution은 PGO enzyme 1 capsule을 10아nl DW에 녹임으로써 제조)을 첨가하였 

다. 짧게 vortex 후 tube를 37 0C water bath에서 30분간 정치하였다. 반응 완료 

후 즉시 시료를 꺼내 450nm에서 OD를 측정하여 glucose 농도를 정량하였다. 

야
 ω 



glucose 농도는 다음의 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Glucose (mg/dL) = OD of test tube/OD of stand때 X 100 

OD of test tube : glucose를 정 량할 시 료가 담겨 진 tube의 OD 

OD of standard : 시 료 대 선 DW가 담겨 진 blank tube 

9. 염색 및 광학현미경 관찰 

PHB는 세포내에 과립형태로 존재하며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Ostle and 

Holt, 1982; C머n， 1947; Ellar et al.,1968; Merrick and Doudoroff, 1964). PHB를 

함유한 세포는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시료를 DW로 세 

척한 후 slide glass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고정시켰다. 이 고정된 세포를 

crystal vi이et으로 염 색 하여 광학현 미 경 (Leica Microsystems)을 이 용하여 X1000 

배율로 관찰하였다. 이미지는 Canon Digital Camera (Power Shot S45)를 이용하 

여 촬영하였다. 

10. icd-lacZ fusion의 제 작 

Polymerization chain reaction (PCR)과 일 반적 인 cloning methods를 수 행 하였 

다. 두개 의 합성 oligonucleotide primer로는 다음을 사용하였다 icd-1 ， 

5’-ATGAATTCTGTTTTGCGTCCGGC 그리고 icd-2, 5- ATGGATCCCAGGA 

ACGTTGAGTT. 이 두 pnmer는 각각 EcoR1 or BamH1 restriction site를 가지 

고 있어서 cloning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PCR은 DNA thermal cycler 

(Perkin-Elmer Cetus)를 이용하여 TaqDNA polymerase (Promega Co.)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PCR 후 406 bp의 PCR 단편이 얻어졌으며 이를 pGEM-Teasy 

vector system (Promega Co.)에 ligation한 후그 ligates (pT-icd)를 DH5에 형 질 

전환하였다. 그 후 ampicillin, 20g/ml of 5-bromo-4-chloro-3-indoyl-D

galactopyranoside (X -gal)을 함유한 LB agar 배지에 도말하여 배양한 후 푸른 

색 콜로니를 선별하였다. pT-icd 와 pRS415 operon fusion plasmid를 BamH1 과 

EcoR1 restriction enzymes으로 자른 후 T4 DNA ligase를 이 용하여 ligation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pJIL-7의 서열을 분석함으로써 icd-lacZ fusion을 최 

종적으로 확인하였다. 

11. in vivo re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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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lacZ gene을 갖는 plasmid (pJIL -7)와 the bacteriophage RZ5 사이 의 m 

vivo recombination을 수행하였다. lambda(icd-lacZ)는RZ5를 lac deletion 균주인 

QC2461/p]IL-7에서 배양함으로써 확보되었다. 그 결과 lambda(icd-lacZ)를 

QC2461에 감염 한 후 0.4 % lactose minimal M9 medium (Na2HP04, KH2P04, 

NaCl, CaC12 per liter) +ampicillin + 20 g/ml of X -gal 배지 에 도말하여 3일간 

배양 후 푸른색 콜로니를 선별해 내었다. 전사적 융합체 icd-lacZ는 icd-] 과 

lacZ antisense primer (5' - AGGCGATT AAGTTGGGT AACGCC) , 그리 고 

template로 MG1655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함으로써 확인되었다. 

12. autolysis 조사 

Autolysis (%lysis)는세포로부터 방출된 외부 세포 배양액의 총 ß -galactosidase 

활성과 배양액과 세포 모두의 ß - galactosidase 활성을 조사함으로써 세포내의 ß

galactosidase가 얼마나 세포밖으로 분비되어 나왔는지를 조사하였다. ß

galactosidase 활성은 Miller의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정량의 세포를 30ug/ 

ml의 chloramphenicol ú 1 들어있는 용기에 넣어 더 이상의 생장을 방해하였다. 그 
후 42야1m에 서 o-nitrophenyl-B-D-galactopyranoside (ONPG)의 hydrolysis를 조 

사하여 ß-galactosidase의 효소활성을 결정하였다. 

13. 전자현미경 관찰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해 세포를 2.5% (v/v) glutaraldehyde + 2.5% 

paraforaldehyde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0)으로 고정 한 후 1% 

osmium tetrtaoxide로 다시 고정시켰다. 그 후 시료를 ethanol로 탈수하였다. 주사 

전자현미경 (TEM)의 관찰을 위해 시료를 Epon 812에 embed한 후 LKB2008 

Ultratome V로 section하였고 이 단편을 2% uranyl acetate 와 lead citrate로 염 

색하였다. 이미지는 Energy-Filtering TEM (120KV EM912 Omega, Carl Zeiss 

Co. Germany)를 이용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촬영하였다. 

제 4절 연구결과 

1. 양성자 이온빔의 감수성 조사 및 최적 spectrum결정 

서울 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Cyclotron (50Me V)을 이용하여 양성자 이온빔을 

분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험균주로는 야생형 대장균 MG1655 및 그 의 유 

도균주를 사용하였다. LB에서 exponential growth phase (600nm OD에서의 OD 

낀
 



가 대략 0.5 근처까지 키운 것)로 키운 후 25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을 버리고 PBS buffer (pH 7.이으로 한 번 세척한 후 다시 동일 buffer에 

현탁하였다. 이 세포 배양액을 최종 OD가 2.0이 되도록 조정한 후 Axygen Co.에 

서 구입한 PCR tube에 위 세포 배양액 50 III를 넣어 뒤이은 실험에 사용하였다. 

양성자 가속기가 서울 원자력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세포배양액을 lce에 넣 

은 상태로 급히 원자력의학원에 올라가서 실험을 하였다. 이 때 평균적으로 세포 

배양액이 lce에 노출된 시간은 4시간이었다. 차후에 양성자 조사시설 바로 옆에 

미생물 시료 제작실이 바로 구비되어 시료 제작 후 바로 양성자 빔 이온이 조사 

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양성자 이온빔의 조사는 Cyclotron (50Me V)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1). 

먼저， MG1655 세포 배양액이 담긴 PCR tube를 beam line 앞에 설치한 후 50 

MeV의 고에 너 지 와 beam current 5- 10 nAM와 dose rate 12Gy / sec를 이 용하여 

양성자 이온빔을 조사하였다 (그림 2). 이 때 조사시간을 달리하여 Gy를 조절함 

으로써 조사한 후 그의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조사시간에 따 

라 세포 생존률이 감소하여 약 1000Gy 조사 후 1% 만이 생존하였다 이상의 결 

과는 돌연변이 유발에 있어서 약 100Gy를 조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v -irradiation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방법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proton-beam irradiation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연구소에 구비된 방사선 조사시설 (Co-60)를 이용하여 세포의 

감수성을 조사하였다. 검사할 시료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준 

비되었다. 그 결과 방사선을 이용한 경우 좀 더 낮은 선량에서 세포의 감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A). 그러나 양성자 이온빔의 경우 Bragg 

pe밟점을 최고치로 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Brag pe밟를 보이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tube에 들어 있는 세포시료에 동일한 빔이온 조사가 어렵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동일 Gray를 조사했다고는 하나 양성자 빔과 방사선을 동 

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방사선과 양성자 이온빔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몇 가지 돌 

연변이 균주를 이용하여 그의 생존률을 조사하였다. recA 돌연변이주는 SOS 

repalr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stress에 대한 방어기 

작을 구동하지 못하여 메우 민감해 지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온빔 및 방사선 

조사시 모두 recA 가 되면 야생형에 비해 크게 민감하였다 (그램 3B). 이상의 결 

과는 방사선 및 이온빔 모두는 DNA 손상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한편， sodAB로 

부터 암호화되는 superoxide dismutase (SOD)는 superoxide radical을 과산화수소 

로 전환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이 SOD를 암호화하는 sodAB에 돌연변 

이가 유발된 경우에는 역시 감수성이 증가하였으나 recA 만큼 큰 감수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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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방사선 및 빔이온은 모두 superoxide radical을 발생 

시키지만 그에 대한 방어기작은 SOD보다는 repalr 체계를 통해 일어남을 의미한 

다. 

2 .. 돌연변이 균주의 개발 및 특성 규명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하여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약 1000 Gy에서 1%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위 이옹빔을 이용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그로부터 PHB 생성이 우수한 돌연변이 균주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PHB는 그림 4에서 보듯이 acetyl-CoA로부터 생성되며 그의 중요한 경쟁적 회 

로는 유기산 생성이다. 따라서 유기산의 생성이 억제된 돌연변이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되는 탄소원의 소실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기산 

생성이 억제된 돌연변이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야생형 MG1655 균주를 1에o Gy의 양성자 이온빔을 조사 한 후 돌 

연변이 집단을 LB agar 배지에 도말하여 약 10，000개의 후보 균주를 확보하였다. 

이들 균주를 한 배지 당 약 3007~ 의 콜로니가 나오도록 도말하여 37도 배양기에 

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들 각각의 plate를 McConkey agar에 replica plating 함 

으로써 유기산 생성이 억제된 돌연변이 균주를 찾고자 하였다. 정상적인 야생형 

균주는 McConkey agar 배지에서 정상적인 유기산을 분비함으로써 지시약의 pH 

가 하락하게 되어 결국 콜로니의 색깔이 빨장게 변하지만， 유기산의 생성이 억제 

된 돌연변이 균주는 McConkey agar 배지에서 노란색 콜로니의 모습을 띠게 된 

다. 이러한 원리로 상기의 돌연변이 집단을 McConkey agar 배지에서 그의 표현 

형을 관찰한 결과 2종류의 유기산 억제 돌연변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두 돌연변이에서 PHB 합성이 증진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Alcaligenes 

eutrophus 유래의 phbCAB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pTZ18U - PHB plasmid를 돌연 

변이 균주에 도입하였다. 이 균주들을 탄소원으로 glucose가 5% 첨가된 LB/amp 

배지 20mν250ml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seed culture를 초기 OD 0.01이 되도 

록 접종한 후 37도 배양기에서 회전배양하였다.48시간 배양 후 세포 배양액의 

OD 및 PHB를 정량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두 돌연변이 균주에서 PHB는 효과 

적으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유기산 생성이 억제되는 경우 PHB 생성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틀린 것이지만， 유기산 생성을 억제하는 경우는 유기산 생성에 관여하는 

acetate, lactate 등의 경로에 결실이 되어 있을수도 있지만 탄소원의 수송이 느린 

이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루코스의 세포내 수송에 관여한 ptsG 돌연 

변이 여부를 조사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ptsG 근처에 존재하는 transpo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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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Tnl0을 함유한 bacteriophage lambda를 각각의 돌연변이 균주에 도입하여 

그의 연관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돌연변이 1은 ptsG와 연관관계가 보이지 

않았지만 돌연변이 -2는 ptsG와 약 30%의 연관을 보여 결국 돌연변이 2는 ptsG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결과 유기산의 생성이 억제되어 mcConkey agar 배지에서 노 

란색 콜로니 모습을 보이지만 탄소원의 수송에 결함이 생겨 PHB 합성을 위한 

탄소원의 공급이 배지로부터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지님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글루코스의 공급에 결함이 있지 않으면서 유기산의 

생성이 억제된 돌연변이 균주가 PHB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균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PHB 생산에 있어서 배지의 pH의 효과 

PHB의 생합성 경로는 그림 4와 같다. 글루코스가 세포내로 들어오면 해당과 

정을 거쳐 pyruvate로 전환되고 이 pyruvate는 다시 acetyl-CoA와 유기산 생산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일단 acetyl-CoA로 전화되면 세포는 다시 경쟁지점에 도착 

하여 TCA cycle에 이르는 경로와 PHB 생합성에 이르는 경로로 나뉘게 된다. 

상기의 실험에서 보았듯이 PHB의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글루코스의 공급 

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따라서 글루코스의 공급과 관련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 유기산의 생성이 PHB의 생산에 

음성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 

산의 생성에 의한 배지의 pH 하락이 PHB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야생형 MG1655 균주에 buffer를 충분히 공급해 준 경우와 공 

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PHB의 생산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Glucose를 

7% 함유한 LB/ ampcillin 배지에 MG1655/pTZ18U-PHB를 접종한 후 종시에 

potassium phosphate-buffer (K -P buffer)를 농도별로 공급하여 주었다. 그 결과 

48시간 후， 20mM의 buffer를 공급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OD가 현저히 

높았을 뿐 아니라 PHB도 매우 효과적으로 축적되었다 (그림 5). 또한 공급된 

glucose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세포의 생장 기간 중 유기산의 

생성에 의한 배지의 pH 하락이 PHB 합성의 주된 음성인자로 작용함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설제 배지의 pH 하락 여부와 buffer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배양시 

간별로 배지의 pH를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20mM의 buffer를 공급하여 준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배지의 pH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6). 

결국 야생형 균주는 배지의 pH 하락으로 인한 음성효과를 buffer로 보정해 주 

변 일정부분 음성효과가 사라져 PHB의 생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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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 TCA cycle의 조절 

전항에서 기술했듯이 TCA cycle은 PHB 합성경로의 경쟁적 저해 경로이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동되어야 하는 대사경로이다 (그림 4 참고). 또 

한 차년도 연구활용을 위한 공중합체의 효과적인 합성을 위해서는 TCA cycle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TCA cycle의 조절기작을 아는 

것은 PHB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다음단계의 연구진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TCA cycle은 isocitrate dehydrogenease (ICD)이 라는 가장 중요한 효소에 의 해 

isocitrate의 경로가 결정된다.ICD 효소가 phosphorylation되면 탄소의 소실을 막 

기 위 해 glyoxylate bypass로 들어 가게 되 며 dephosphorylation이 되 면 정 상적 인 

TCA cycle이 가동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CD를 암호화하는 icd 유전자의 전 

사조절 기작을 규명함으로써 TCA cycle의 전체적인 조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하였다. 

가. icd-lacZ fusion의 제 작 

이 를 위 해 먼 저 icd 유전자에 reporter gene언 lacZ gene을 융합시 킨 icd-lacZ 

fusion을 제작하였다 (그림 9). Polymerization chain reaction (PCR)과 일반적 인 

cloning methods를 수행하였다. 두개의 합성 oligonucleotide primer로는 다음을 

사용하였다. icd-l, 5'-ATGAATTCTGTTTTGCGTCCGGC 그리고 icd-2, 5-

ATGGATCCCAGGAACGTTGAGTT. 이 두 pnmer는 각각 EcoRl or BαnHl 

restriction site를 가지고 있어서 cloning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PCR은 DNA 

thermal cycler (Perkin-Elmer Cetus)를 이 용하여 TaqDNA polymerase 

(Promega Co.)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PCR 후 406 bp의 PCR산물이 얻어졌으며 

이를 pGEM-Teasy vector system (Promega Co.)에 ligation한 후 ligates 

(pT-io에를 DH5에 형 질전환하였다. 그 후 ampicillin, 20ug/ml of 5-bromo-4 

chloro-3-indoyl-D-galactopyranoside (X -gal)을 함유한 LB agar 배지 에 도말하 

여 배양한 후 푸른 색 콜로니를 선별하였다. pT-icd 와 pRS415 operon fusion 

plasmid를 BamHl 과 EcoRl restriction enzymes으로 자른 후 T4 DNA ligase를 

이용하여 ligation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pJIL-7의 서열을 분석함으로써 

icd-lacZ fusion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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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 vivo recombination 

icd-lacZ gene을 갖는 plasmid (pJIL -7) 와 the bacteriophage RZ5 사 이 의 m 

vivo recombination을 수행하였다. lambda(icd-lacZ)는 RZ5를 lac deletion 균주인 

QC2461/p]IL-7에 서 배 양함으로써 확보되 었 다. 그 결 과 lambda(icd-lacZ)를 

QC2461에 감염 한 후 0.4 % lactose minimal M9 medium (Na2HP04, KH2P04, 

NaCl, CaClz per liter) +ampicillin + 20 g/ml of X -gal 배지 에 도말하여 3일간 배 

양 후 푸른색 콜로니 를 선별해 내 었다. 전사적 융합체 icd-lacZ는 icd-J 과 lacZ 

antisense primer (5' - AGGCGATT AAGTTGGGT AACGCC), 그리 고 template로 

QC2461을 이용하여 PCR을 수행함으로써 확인되었다. 

다. icd-lacZ 유전자의 전사적 조절 양상 

그림 10에서 보듯이 icd-lacZ는 exponential growth phase에서 그의 발현이 증 

가하였다 (검은색 동그라미 : OD, 하얀색 동그라미 : icd-lzcZ 발현). 이상의 결 

과는 icd 유전자는 active하게 자라는 exponential growth phase에 서 는 산소의 공 

급이 원활하고 에너지 요구량이 커서 TCA cycle을 왕성하게 돌리기 위한 과정이 

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icd 유전자는 stationary growth phase에서 억제됨을 알 수 

있는데 stationary growth phase에서는 rpoS의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icd 

유전자가 stationary phase에서 발현이 억제되는 것이 rpoS 의존성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rpoS를 제거하여 새로운 균주를 제작하였다. 이 rpoS 

돌연변이 균주는 예상한 바와 같이 stationary growth phase에서도 icd의 발현이 

감소되지 않았다 (그림 11). 이상의 결과는 rpoS의 산물인 RpoS가 icd 전사적 발 

현의 음성 조절인자임을 의미한다. 

라. ICD 유전자 활성 

위에서 보인 결과 (icd유전자를 RpoS가 조절한다는 것)와 단백질 수준에서의 

활성 결과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야생형 균주와 rpoS 돌연변이 균 

주에서 ICD 활성을 측정하여 보았다. 야생형과 rpoS 돌연변이 균주를 먼저 LB에 

서 키운 후 PBS buffer로 세척하였다. 이 세포배양액을 초음파분쇄하고 원심분리 

하여 세포분쇄물을 얻었다. ICD 활성측정은 기질로서 isocitrate와 NADP+, 그리 

고 MgClz를 첨가한 반응액에 세포분쇄물을 일정량 첨가한 후 340 nm의 흡광도에 

서 조사되었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ICD는 exponential growth phase에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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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tationary phase에서 감소하는 데 한해 rpoS 돌연변이 균주는 stationary 

growth phase에서도 여전히 높은 ICD 활성을 보여 ICD 활성은 전사적 조절양상 

과 동 일 하 게 일 어 남을 알 수 있 었다 (A, exponential, B, stationary growth 

phase). 

NaCl은 RpoS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포에 NaCl을 

공급하여 주면 RpoS의 활성이 증가하여 ICD의 활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일정농도의 NaCl을 세포배양액에 첨가하여 준 후 ICD의 

활성 변화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림 13). 그 결과 NaC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ICD 

의 활성은 감소하였다 (A) 그러나 이러한 활성의 감소는 rpoS 돌연변이 균주에 

서는 보이지 않았다 (B). 이상의 결과는 역시 RpoS가 ICD 활성을 조절하는 주된 

조절인자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결국 TCA cycle은 

exponential growth phase에 서 왕성 하게 가동될 가능성 을 강하게 시 사해 주며 

stationary phase에서 TCA cycle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은 TCA cycle의 운명을 

결정짓는 ICD 활성의 감소에 의한 glyoxylate bypass의 유도에 의한 것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차년도에서는 TCA cycle의 모든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 좀 더 깊 

이 있는 연구를 하려 한다. 

라. RT 실험 

상기의 실험에서 RpoS 조절자가 TCA cycle의 핵섬유전자인 icd를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TCA cycle 유전자 역시 RpoS에 의해 조절 

받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RT 실험을 수행하였다. 야생형과 rpoS 돌연변이 균주에 

서 RNA를 수거하여 이의 전사발현을 RT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14). 그 

결과 RpoS는 icd 유전자 외에도 TCA cycle에 관련된 모든 유전자의 전사발현을 

조절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RpoS가 TCA cycle의 global regulator엄을 강력히 시 

사해 준다. 한편， TCA cycle의 분지 경 로인 glyoxylate bypass를 구성 하는 

aceBAK 유전자의 전자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 DNA microarray 

RpoS의 효과를 DNA microarray 실험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배양시 

간별로 야생형과 rpoS 돌연변이를 키운 후 각 시간에 RNA를 수거하여 DNA 

chi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5).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RpoS는 수많은 유전 

자의 전사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기의 RT 결과와 마찬가지 

로 TCA cycle에 관련되는 유전자의 전사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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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TCA cycle은 배양시간별로 다음과 같은 움직임 

을 보이리라 판단된다 (그림 16). 즉， TCA cycle은 log phase에서 왕성히 구동되 

며 그러나 stationary phase에 들어가면 RpoS의 작용으로 인해 구동이 더디게 된 

다. 그러나 상기의 결과에서 보였듯이 rpoS 돌연변이주에서는 stationary phase에 

서도 TCA cycle이 여전히 높은 정도로 구동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EO 

구동되는 쓸모없는 TCA cycle을 본 연구에서는 "furtile cycle"이라 부르고자 한 

다. 

5. 유기산 내성 균주의 개발 

fadR 및 atoC는 short cahin fatty acid 이 용에 관여 하는 유전자로서 다른 몇 몇 

그룹에 의해 보고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차후에 단중합체인 PHB 외에도 

공중합체인 PHBV를 대량생산할 목적이므로 short chain fatty acid 이용성이 우 

수한 균주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 두 종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고효 

율로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공중합체의 생성에 필요한 전구물질인 acetyl-CoA 외 

에도 propionyl-CoA를 세포내에서 대량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propionyl-CoA를 

대량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원으로 propionic acid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propionic acid는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PHBV의 생성을 위한 주된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propionic acid에 대해 큰 내 

성을 보이는 균주를 찾아내고자 하였고 이 균주의 propionic acid 이용성을 조사 

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LS5218 유래의 fadR, atoC(Con) 돌연변이를 MG1655 

배경에 P1 -transduction 방법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균주 J~509를 제작하여 차후 

의 실험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시행되었던 연구를 좀 더 확장하여 10종의 유기산 

내성 균주를 더욱 확보하였다. 이들 돌연변이 균주는 분리한 후 stock을 하여 다 

음 단계의 연구에 이용할 예정이다. 

6. 접종량에 따른 PHB의 생산 

상기의 결과에서 PHB의 생산을 위해서는 배지의 pH 하락을 최소화해야 함을 

알았다. 따라서 이러한 배지의 pH 하락을 막기 위해 세포 접종량을 조절한 후 

PHB의 생산성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MG1655/pPHB를 LB/Glc 5%/arnp 배 지 에 streak을 하면 두 가지 ψpe의 

colony가 나온다 (그림 17 A). 균이 많이 밀집한 부분 (high)에서는 전형적인 불 

투명한 표현형을 보이지 않는데 비해， 균이 적은 부분 (low)에서는 PHB를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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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축적하고 있는 전형적인 불투명한 표현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균이 많 

은 high 부분에서는 PHB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으며， 균이 적은 low 부분에서는 

PHB가 효과적으로 참을 의미하며 실제로 광학현미경 관찰시 이러한 현상을 뚜렷 

이 볼 수 있었다 (그림 17 B). 
이러한 독특한 두 가지 표현형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 

나는， aeration 정도에 따른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cell 수에 따른 현상이다. cell 

수가 많으면 주변 인접한 cell과의 경쟁에 의해 각각의 cell에 전달되는 산소의 공 

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따라서 산소 결핍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aeration의 문제 

때문에 en 가지 표현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aeration에 따른 PHB의 축적 

양상을 조사해 보았다 (그림 18 A). 배지 의 volume을 달리 하게 되 면 동일 

volume의 flask에서 배지의 volume이 낮을수록 더 좋은 aeration을 느끼게 된다. 

결과를 보면，1Oml이 5ml 배지를 준 경우보다 PHB 생산이 더욱 잘 되었는데 이 

상의 결과는 aeration이 적 을수록 PHB가 더 잘 축적 됨 을 의 미 하며 앞선 plate 실 

험과 비교시 PHB가 더 잘 축적되는 low 부분과의 결과와 일치한다. low 부분의 
경우 aeration으로 본다면 high 부분보다 aeration이 우수한 것이므로 결국 low에 

서 PHB 합성이 우수한 것은 aeration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그렇다면， cell 수 문제가 남게 되는데 실제로 초기 접종량을 10,000-100,000 
까지 조절하여 접종하여 준 경우 cell 접종량이 낮을수록 PHB 생산이 우수하였다 
(그림 18 B). 이상의 결과는 PHB 합성시 초기 접종량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며 
그 접종량은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현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초기 접종량이 10,000 cells/ml일 때 

PHB가 효과적으로 갔으며 (그림 19 위쪽 그림)， 초기 접종량이 100,000 cells/ml 
일 때 PHB가 효과적으로 축적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9 아랫쪽 그림). 

7. 비 생 장 의 존적 PHB 축적 (Non-growth associated PHB production) 

PHB가 생장과 연관되어 축적되늪를 조사해 보기 위해 다음의 실험을 진행하 

였다. 정상적으로 PHB를 축적하게 되는 low cell 접종은， 배양시간이 지날수록 

high cell 접종에 비해 OD (optical cell density)가 더 우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OD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viable cell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보였다 (그 

림 20 A). 이러한 현상은 low cell 접종시 OD의 증가는 세포수의 증가가 아니라 

PHB의 축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나타내 준다. 

즉， low cell 접종시 초기 배양시간에는 cell 수를 늘리기 위한 과정이고 일정시 

간 배양후 cell 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세포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비생장 의존적으로 PHB를 축적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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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low cell 접종 후 (10,000 cells/mD 배양후 8시간 후 그 배양액을 모아 이 

배양액을 사용하여 다시금 세포수를 달리하여 접종을 해 보았다 (그림 20 B). 이 

8시간 배양된 배양액에서는 세포의 초기접종량이 높더라도 PHB를 효과적으로 축 

적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PHB는 비생장 의존적으로 축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생장 의존적 PHB 축적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또한 입증해 보았다. 

우선 low cell 접종 후 베양된 4, 6, 8 시간 배양액을 모은 후， 여기에 각각 

MG1655/pPHB-n (phbCAB gene이 결설되어 있는 PHB-plasmid)과 정상의 

MG 1655/pPHB 두 균주를 접종하여 보았다. 이 때 MG1655/pPHB는 8시간 배양액 

에서는 자라지 못하였는데 이상의 결과는 8시간 배양액은 더 이상 세포의 생장을 

이루어낼 수 없는 비생장 배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 A). 그러나 이러한 PHB 

를 축적할 수 없는 일반 세포가 자랄 수 없는 비생장 8시간 배양액을 사용하더라 

도 PHB를 축적할 수 있는 MG1655/pPHB를 재접종하면 효과적으로 PHB를 축적 

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앞선 그림 20에서 보듯이 세포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PHB의 축적에 의한 OD의 증가이다. 세포가 생장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PHB는 효과적으로 축적되었는데 이것은 PHB가 비생장 의존적으로 축적됨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21 B). 

또한 PHB를 축적 하기 위 해 공급되 는 carbon ~ glucose를 배 양후 12시 간 후에 

공급하여 준 경우 역시 그 EO부터 OD가 증가하고 PHB가 효과적으로 축적되었 

다 (그림 21 C) 마찬가지로 이러한 12시간 배양액에 세포수를 달리 접종하더라도 

PHB는 효과적으로 축적되어 더 이상 세포수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 

림 21 C). 이상의 결과들은 PHB가 비생장 의존적으로 축적됨을 보여준다. 

8. 생장시간 별 PHB 축적양상 

앞선 결과에서 보듯이 PHB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배지의 pH 하락을 완충시켜 

주는 low cell 접종이 필요하며 또한 PHB는 비생장 의존적으로 축적됨을 알았다. 

이러한 경우， PHB가 생장시간별로 어떻게 축적되며 각각의 다양한 인자들의 값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우선 glucose 농도별로 PHB의 축적능력을 조사해 보았다 (그림 22 A). rm 결 

과 glucose 7% 까지는 glucose 농도가 증가할수록 OD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특이 

적으로 배지에 공급된 모든 glucose를 소비하였다. 그러나 8-10%의 glucose를 공 

급하여 준 경 우 공급된 glucose를 다 소비 하지 못하고 각각 1-3%의 glucose가 사 

용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또한 PHB 역시 glucose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지 

만 7% glucose 이상에서는 PHB의 증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림 22 B). 

마찬가지로 PHB 함량 (pα)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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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655/pPHB는 상기의 조건에서 glucose를 최대 7%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 

며 여분의 glucose는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ucose 7%를 사용한 경우 다양한 인자들을 배양시간별 

로 분석하여 보았다. LB/glucose 7%/하np 배지에서 MG1655/pPHB를 10,000 

cells/ml 접 종한 경 우 약 48시 간 후에 공급된 glcusoe를 모두 효과적 으로 소비 하 

였다 (그림 22 C). 또한 시 간에 따라 DCW (dry cell weight)와 PHB가 증가하였 

으며 최종 약 30 g/L의 PHB를 축적하였다 (그림 22 D). 이러한 PHB의 축적은 

비생장 의존적임을 그의 viable cell 수를 측정함으로써 역시 확인하였다 (그림 22 

E). 한편， 특이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PHB 함량 (pα)이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 

세포의 autolysis가 증가되었다 (그림 22 F). 이러한 lysis의 정도는 배양 48시간 

에 50%를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lysis는 결국 PHB의 과도한 축적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9. 배 양조건 의 최 적 화 및 autolysis 

앞선 그럼에서 세포가 glucose 7% 이상을 더 이상 소비하지 못하는 것이 

glucose 외에 다른 성분의 고갈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LB뢰 성 

분을 두 배로 공급하여 준 2X LB를 사용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X 

LB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장 pattem을 보였다 (그림 23 A). 그런 

데 PHB는 약 32 g/L가 축적되었지만 P!X와 autolysis는 오히려 1X LB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림 23 B). 이상의 결과가 비록 LB 성분의 공급이 원활하더라도 

glucose의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glucose를 배양시간 중간에 2번 

더 공급하여 주었다. 그 결과 세포는 공급된 총 21%의 glucose를 모두 효과적으 

로 사용하였다 (그림 23 C). DCW, PHB는 85 g/L를 상회하였으며， P/X는 99% 

이상， 그리고 autolysis 정도는 80% 를 상회하였다 (그림 23 D). 

이러한 현상을 광학현미경으로 조사해 보았다. 그림에서 보듯이 2X LB에서 

glucose를 7% 준 경우 PHB가 세포내에 들어차 있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lysis 

되어 있지는 않은데 비해 glucose를 21% 공급하여 준 경우에는 다수의 세포가 

PHB를 자발적으로 분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3 E). 

앞선 결과에서 PHB가 자발적으로 분비됨을 실제 과립의 모양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3 F). 이를 위해 PHB를 축적하지 않도록 glucose를 공급하여 주지 않은 

경 우 (i) , 1X LB/glucose 7%를 사용한 경 우 (ii) , 2X LB/glucose 7%를 사용한 경 

우 (iii) , 2X LB/glucose 21%를 사용한 경우 (iv)의 세포를 96시간 배양 후 수득하 

여 원심분리 후 DW로 두 번 washing 하여 주었다. 이 세포배양액을 다시 원심 

분리한 후 침전물을 80C oven에서 2일간 말려준 후 그 침전물을 사진 촬영하였 

” 
이
 



다. 

그 결과 (i)은 PHB를 축적하지 않는 전형적인 색을 보였으며， (ii)는 PHB를 효과 

적 으로 축적 한 불투명 한 하얀색 을 보였으며 , (iii)은 glucose의 제 한적 공급으로 인 

해 PHB 축적이 감소하였으며， (iv)는 LB와 glucose의 효과적인 공급으로 인해 

PHB도 왕성하게 축적되며 또한 단순한 DW 처리에 의해서도 PHB가 효과적으로 

자발적 분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X LB/glucose 21%를 사용한 경우 시간에 따른 PHB의 축적을 광학현미경으 

로 촬영하여 보았다 (그림 24). 예상한 바와 같이 PHB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축 

적되었으며 대부분의 PHB가 세포밖으로 분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광학현 

미경을 관찰 된 것을 좀 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다. high 

cell을 접종한 경우 (그림 25 윗쪽 그림) SEM과 TEM 이미지를 보면 세포의 크 

기 도 작고 PHB도 효과적 으로 축적 되 지 못하였으나， low cell 2X LB/glucose 
21%를 사용한 경우 과립의 크기도 클 뿐 아니라 PHB도 자발적으로 분리되어 나 

옴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림 25 아래쪽 그림). 

10. jar fennenter 실험 

이상의 실험실 규모에서의 실험이 산업적으로 유요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해 j ar fennenter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지는 2X LB/glucose lO%/amp를 사용하 

였으며 배지의 pH 및 기타 조절체계는 사용하지 않았다. 공급된 mr는 2 liter 였 

으며 600 rpm으로 구동하였다. 약 36시간 배양 후에 glucose의 고갈을 보여 5% 

의 glucose를 더 첨가하여 주었다. 그 결과 48시간 내에 PHB가 약 65 g/L 축적 

되었다. 향후， 이러한 발효조 실험을 좀 더 최적화하여 실험실 규모에서와 같이 

80g/L 이상의 PHB를 생산하고자 한다. 

11 경제성 평가 

본 연구에서 취득한 결과를 토대로 PHB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kg 당 

약 2.5-3 $ 수준으로 예측되며 연간 3,000 톤에서 1 ，000，000톤을 수득하기 위해서 

는 표 2와 같은 인자들이 필요하다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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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접종량에 따른 자발적 분비를 보여주는 전자현미경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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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jar fermentor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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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균주 및 plasmid 

Strains Genotype Source 

IEscherichia coli K -12 

MG1655 rph- CGSC* 

LS5218 fadR61 atoC( Con) CGSC 

CAG12016 2ch-3060::Tn10 rph-l CGSC 

CAG12183 gyrA zfa3145: :T n10kan rph-l CGSC 

]IL500 fadR61 atoCc 캉'a3145: :Tn10kan LS5218 X CAG 12183 

]IL504 fadR612cg-잃60::Tn10 atoC( Con) ]IL500 X CAG12016 

J江507 MG1655 fadR61 2cg-3060::T n10 MG1655 X ]IL504 

j IL508 
MG1655 fadR61 2cg-3060: :T n10 

]IL507 X ]IL504 
킹ä-3143: :Tn10kan 

]IL509 
MG1655 fadR61 2cg-3060: :T n10 

]IL507 X ]IL504 
atoC(Con) zfa-3143: :T n1Okan 

SE1725 ZdhA::Tn10 Clark, DP 

]IL587 LS5218, Zd，κ4::TnlO LS5218 X SE1725 

* CGSC; Coli Genetic Stock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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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RT 실험에 사용된 TCA cycle 유전자의 pnmer 

gltA 5’ - ACGCTGGGTCAAGATGTTATTG 5’ -GTCTTTCGCACGACGAACAAAT 

acα4 5’ -CGTTGCAGGCCAAAGATAAAAC 5’ -TTGGGTAACAGTGAGAACCAGGT 

acnB 5’ -AGAAGAATACCGTAAGCACGTAGC 5’ TCTGTTGCAGAGCTTCGATTTG 

icd 5' -GT AAAGTAGTTGTTCCGGCACAAG 5' -CAGCAA TCACGTCTTT AA TGACG 

suα4 5’ -CAAACCAGAGCTGGATAGAACAG 5’ -GGCGGATCATCTCTTTAAGCA 

sucB 5' - AGCGTAGAT A TTCTGGTCCCTGA 5’ -TGCTTACGCAGATCCATAATCG 

lpd 5’ -AAAACTCAGGTCGTGGTACTTGG 5' -CTTCCATCGTCACAT AAATGCC 

sucC 5’ -GTCCGTGGGTAGTGAAATGTCA 5’ -ATACAACCGATGTTACCGTCCA 

sucD 5’ -AAACACCAAGGTTATCTGCCAG 5’ -TTGATGTACGCAGCTGCTTCT 

sdhA 5' -GCCAGTCAGAGAA TTTGATGCAG 5' -CGCAT AACGCTCCAT AAAACGT 

sdhB 5’ -TATCGCTATAACCCGGATGTTG 5’ -GATAAACTTATCGGGATTCCACC 

sdhC 5' -CCTGTT AA TCTGGACCTACAGACC 5’ -CGAGAAGTGAAAGCACGACAGTA 

sdhD 5' - A TT AGGACGCAATGGCGTACA 5' -CCACACCACAACGAA TCCATA 

fumA 5' - AACCCTTTCA TT ATCAGGCTCC 5' -TCGCTTTGATA TT ACGGTCAGC 

mdh 5' -CTGCCTTCAGGTTCAGAACTCT 5’ -AACGTAGGCACATTCGACAAC 

aceB 5’ -CGATGAACTGGCTTTCACAAG 5’ -ACAGGCGTGAGTAAGCATTCA 

aceA 5' - AAGGCA TT ACTCGCCCA TACA 5' - ACACCAGACCAGGTCAGCATAT 

aceK 5’ -CAAGGCTTCGATGCTCAGTATG 5' -GGTTTT ACCTGGCAGAA TT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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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HB 생산 단가예측 

뭔가산정용기초데이터 
:<!} 연간 PHB 생산탕(Ion) 

3.α)() 100.αm 1.000.000 
단위 

(i)밀일 셈산기늠시간 21 21 21 시간 

@ 연간 셉산 가늘 일수(day) 319 319 319 밀 (8) 

• @ 인간 샘산 카늘 시간(hour) =(!) )( ~ 6.699 6,699 6.699 시간 

@1 호1 셉산시 소요시간(hour) 42 42 42 시간 

@1 호| 샘산시 뮤휴시간(h디ur) 6 8 6 시간 

→ @1호| 샘산시 흘공정시칸=@+@ 48 48 48 시간 

@ 연간생싼핏수=@+@ 140 140 140 회(回) 

@ 수율(PHB oulput .;. glucose inpuÙ 0.40 0.40 0.40 

• @ 연간 glucose 투입앙(Ion) =@.;.@ 7.500 250.000 2 ,500.000 톤(Ion) 

@ 배망액 t! 1 률(glucose .;. 배앙맥) 7.500 7.500 7 ‘ 500 

• @ 연간 glucose 힘뮤 배S빽 투입링 =1ID)(1IlÞ 56,250 1,875,000 18,750 ,000 론(Ion) 

• @1 호| 업산시 배밀빽 루밍랑=(!þ ~ ø 403 13‘ 435 134.348 톤(Ion) 

@발효조용적률 
0.7 0.7 0 ,7 (빌효조떼 용맥을 최대로 딩올 수 있는 비율) 

@1회 생산시 필요한 밭g포 흥용량 (tonJ 576 19,193 191.926 론(ton) 

@ 부1if재 소요랑 (1 회 샘산AIl. ampicl1l1n 0 100 100 론(ton) 

→부자때 소요함 (연간)=8 x ø 0 13.956 13‘ 956 론(Ion) 

@ 전력 소요랑(1 회 샘산시) 0 0 0 kw 

→전럭 소요랑(연간)= Q!I x ø 0 0 0 kw 

@ 용수 소요랑 (1 호| 샘산시) 403 13.435 134,348 톤(Ion) 

→용수 소요랑 (연간)=@xø 56243 ,7 1875022 ,2 18749942 ,8 톤(ton) 

amplcllln문 PHB를 만률기 위한 유전자흘 cel l내메 유지히기 위한 항생저[로， 현채 이 항생체가 번드시 필요한지으| 여부릅 조사중임 . 
발효조의 온도를 37도로 유지히기 위한 냉각수카 필요하며. 냄각수는 물율 송환히여 사용한디‘ 
현채 pH를조절하기 위한 b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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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4 장 연구게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달성도 

평가의 착안점에 기초한 본 연구의 1단계 목표와 그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목표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하여 시험 대장균의 감수성을 조사함으로써 돌연변이 유 

발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이로부터 선택된 대장균 숙주균주를 

이용하여 그의 유전적， 생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최종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1단계 연구결과 요약 및 달성도 

본 연구에서는， 생명과학분야에서 양성자가속기의 실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 

환으로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을 확립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돌연변이체로부터 친환경적 유용산물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polyhydroxybutyrate 
(PHB)의 대량생산을 위한 근간이론 및 기술을 확립시킴으로써 양성자 가속기의 

효율적인 이용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적 산업의 창출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서는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 방법 개발하 

고 PHB의 분석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PHB의 대량생산을 위 

한 숙주 균주를 탐색 및 선별 분리하고자 하였다. PHB 생산능력이 우수한 대장 
균 숙주균주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spectrum을 

결정하였다. 양성자 이온빔 조사는 한국원자력 병원의 도움을 받아 MC-50 

Cycltron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수종의 돌연변이 균주를 분리 
해 내었다. 아울러 PHB의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선별 분리된 균주에 PHB 합성에 
관여하는 phbCAB clone을 도입함으로써 PHB 생산능력이 향상된 균주를 일차 분 
리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에서 장치 설비상의 문제로 지연되었던 양성자 이온빔 

의 감수성 조사를 재실시하여 돌연변이 균주의 확보를 위한 유용성을 재조사하였 

다. 빔 조사 실험은 서울 원자력 의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Cyclotron을 이용하여 

5nA의 beam current 및 12 Gy/sec의 dose rate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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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y 선량부터 세포에 감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약 1000Gy의 dose에서 90% 

이상의 세포에서 감수성을 보였다. 이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하여 돌연변이를 확보 

하고자 PHB의 생리적 합성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유기산의 생성을 차단하기 위 

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탐색방법을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지시약이 첨가된 

McConkey agar배지에 1000 Gy의 이온빔을 조사하여 확보된 돌연변이 pool을 도 

말하여 유기산 생성이 감소된 몇 개의 후보군을 확보하였다. 

이들 후보군 중 일련의 돌연변이 군은 유기산 생성이 완전 억제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돌연변이 균주는 기존의 ptsG 유전자와 큰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ptsG 돌연변이 균주는 PHB 생성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탄소원으로 사용되는 glucose가 낮은 속도로 공급되는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glucose의 공급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유기산 생성이 억제된 

돌연변이 균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바， 기존의 lactate 생성에 관여하는 

1바1 돌연변이를 숙주균주에 도입하여 이 균주의 PHB 합성 능력을 조사해 보았다. 

이 균주는 예측대로 lactate 생성이 완전차단 되어 있으며 이로써 배양기간 중에 

배지의 pH 하락이 낮은 특정을 보였다. 이 새로운 돌연변이 균주에 PHB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함유한 pTZ18U-PHB를 도입한 결과 매우 우수한 PHB 합성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42g/L의 PHB를 축적하여 기존의 균주를 

갖고 실행한 동일한 실험조건과 비교시 약 60배 이상의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또한 PHB의 함량은 94%로서 세포의 대부분을 PHB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많은 

세포의 세포막이 파쇄되어 그 결과 40% 이상의 PHB가 세포 밖으로 자발적으로 

분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산 생성이 차단되어 있는 1며1 돌연변이 균주가 

PHB의 생성을 위한 최적의 균주로서 적합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아울러 이 

균주는 기존의 복잡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분리， 정제 공정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이점이 있어 산업적으로 매우 유용한 숙주균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한펀 상기의 개발된 균주는 YPHB 값이 0.4를 넘어 PHB 생산에 필요한 탄소원 

인 glucose를 100% PHB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PHB 생 

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기산의 생성이 억제되어 탄소원의 소실 없이 PHB가 효 

과적으로 축적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PHB 생산을 위한 최적의 숙주균주로서 그 

적합성이 재차 검증되었다. 또한 PHB의 생산 및 그의 공중합체인 PHBV의 생산 

을 위해서 대장균의 기본 대사체계인 TCA 회로의 조절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TCA 회로는 exponential growth phase에서 그의 전사발현이 매우 높고 

stationary phase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TCA cycle이 

exponentíal phase에서 inducible함을 의미한다. 한편， stationary phase에서 TCA 

cycle에 관계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한 것은 stress에 관여하는 주된 

polymerase언 RpoS의 음성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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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HB 및 PHBV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대사체계의 조절에 필수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DNA microarray 기법을 이용하여 재분석하였으며 
상기의 결과와 DNA microarray 결과는 서로 일치하였다. 

3차년도에서는 2차년도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된 실험실 규모에서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량생산 기법을 좀 더 개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HB의 탄소원 

이 되는 glucose를 feeding하여 주었는데 시험 균주는 lOg/L 이상의 glucose를 소 

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글루코스 외에 배지 성분의 고갈로 인한 영양결핍 문제 

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LB 성분을 2배로 공급해 주는 2X LB 배지 배양방법을 적 

용하였다. 이상의 경우에 glucose를 배양 후 36시간과 60시간에 두 번 feeding하 

여 준 결과 최종 약 86g/L의 PHB 생산성을 얻을 수 있었다. 
PHB의 상용화를 위해 중요한 인자로는 PHB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 외에 

축적된 PHB를 세포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해 내는 후 분리공정 과정이 있다. 이 

배양후 후 분리공정은 총 PHB 생산단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PHB의 분리 정제를 위해 많은 양의 유기용매 및 고가의 화학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정제 방법은 경제적으로도 유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2차 오염문제를 유발한다. 본 3차년도에서는 이러한 분 

리， 정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즉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다량의 

glucose (21%)를 완전 사용한 결과 세포는 그의 세포내에 PHB를 99% 이상 축적 
시킬 수 있었으며 배양과정이 진행될수록 그의 세포내 PHB를 배지내로 자발적으 

로 분비 (autolysis)하였다. Autolysis의 정도는 80%를 능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는 상기의 방법에 의해 개발된 PHB 생산방법으로 PHB의 고효율생산 뿐 아니라 
효과적인 분리/정제 방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실험실 규모에서의 타당성이 검증된 것과 별도로， 산업적 규모에서의 

PHB 생산성을 조사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발효조를 구입하여 실험실 규모에서 
그러했듯이 PHB의 대량축적 및 효과적인 분리/정제가 산업적 규모에서 가능한지 

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기의 배양방법에 의해 PHB는 약 70g/L의 생산 

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PHB는 세포내에 99% 이상 축적되었으며 그 결과 80% 
이상의 PHB가 세포밖으로 autolysis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상기의 배양방법에 
의해 실험실 규모에서도 PHB를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PHB 생산 
단가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분리/정제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PHB의 산업 

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얻음으로써 1단계 목표 대비 결과를 100% 달성하였다. 

제 2 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 71 -
\ 



에너지 고갈로 대두되는 미래의 환경문제，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환 

경친화적 원자력 에너지 이용요구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며 원자력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자력과 생명의약부분에서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더욱 증 

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평화적 친환경적 이용에 따른 관련 개발품목의 

성공적인 생산은 양성자의 광범위한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대두시키고 관련산업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리라 판단된다. 

1. 양성자 가속기 분야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유용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한 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양성자 가속기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즉 양성자 가속 

기를 이용한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방법의 개발로 고품질의 돌연변이체가 개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적으로 유용한 산물의 대량생산을 위해 펼요한 

돌연변이체를 친환경적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하여 선발함으로써 타 유용돌연변이 

체의 기반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양성자 가속기의 적용응용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 

2001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규모는 약 1억톤， 관련 시장은 약 900조에 달하나 

이중 미생물 유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의 플라스틱과 가격경쟁력이 있으면서 물성이 우수하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미생물 유래의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상용화되면 현재 플라스틱 시장 

을 선점하고 있는 난분해성 플라스틱은 물론 첨가형 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을 재 

편할 수 있으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환경친화형 핵심기술이 도 

출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 생명과학 분야 

현재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서 양성자 이온빔의 적용 가능성은 극히 미미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미생물 뿐 아니라 모든 생명제에서 적용 가능 

한 기술의 근간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유용 유전자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 

라 기대된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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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게발결콰의 활용계획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연변이 유발방법의 확립은 

타 유기체로의 응용 및 적용 범위의 광역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다. 

또한 양성자 빔을 이용한 친환경적 목적 유용산물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양성자 

가속기의 평화적， 산업적 이용을 위한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 

울러 본 기술은 기반 핵심기술로서 관련 생명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크며 타 사 

업분야로의 진출 및 신규사업의 창출이 활발하리라 예상된다. 

제 1 절 기술적 측면 

양성자 이온빔을 통한 새로운 돌연변이체의 개발로 유용유전자원의 집단을 확 

보할 수 있으며 집단으로부터 유용한 돌연변이체를 선별함으로써 관련분야의 돌 

연변이체 선발에 대한 표본 제시가 가능하다. 

제 2 절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분야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산업적 대량생산 기술의 확립으로 인해 미생물에서 

생산 가능한 다양한 유용산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근간기술의 원천확보를 가능하 

게 함으로써 의약， 생명 및 농업에 관련된 분야에 원천기술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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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률 .., 요 

I깅L 
-, 1. 제 

이용가능 맥류 개발 및 산업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재해 저항성 

팔요성 다l 
?‘ 

모처 -, -, ll. 연구개발의 

1. 연구 목적 

• 습해에 저항성을 갖는 맥류 germplasm 개발 

• 습해 저항성에 관련된 유용 유전자원 개발 

맥류의 개발 이용 가치가 높은 찰성 • 산업적 

2. 연구 필요성 

품종의 필요성이 대두됨 . • 전 세계적으로 재해저항성 

효과를 고취 시킬 수 있음. 수입 대체 • 현재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맥류의 

한발해，수 

극심한 피해를 

생육초기의 습해， 봄의 

수량과 품질에 

가을 

abiotic-stress로 맥류의 

우리나라는 p} _Q_ 
l.õl:二;

등의 

불리지가 

강우에 따른 습해 

• 재배조건 

확기 

일으킴 . 

• GM Crop 에 대한 위해성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유용 변이를 지닌 유전자원의 필 

요성이 대두됨 . 

• 벼와 맥류의 맥류 재배확대 증대와 겨울철 이용률의 이모작 체계를 통한 토지 

기능을 가져옴. 공익적 에 따른 환경 

기 개발 노력과 육종 묘
 
야
 

• UPOV(국제 식물 선품종 보호 동맹) 가입과 함께 

고부가가치의 신품종 -
준
 

갖
 

국제 경쟁력을 체제하에서 그리고 WTO 

확립이 절실함. 

진보， 술의 

n 4 

범위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구 1 닙c"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습해 저항성 맥류의 선발 기준과 효율적 

제 1차년도 •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 
선발방법 개발 

(2002-2003) 연 변이유발 및 선발기준 확립 
- 이 온 spectrum 검 정 및 proton beam 을 

이 용한 

돌연변이제 유발 

-저항성 개체 선발 및 germplasm의 확보 

제 2차년도 와 세대 촉진을 토하 계토즈시 

• 유용 변이체의 선발 
。 l→ 。 o -. 

(2003-2004)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 E 찰성 밀의 

선발 

• 습해 저항성 개체의 지속적 
-Field 및 In vitro 검 정 및 screen 지 속 

제 3차년도 
선발 

-마커 개발을 위한 유전적 고정 개체 육 

λ。}

(2004-2005) 
• 마커개발을 위한 분석집단 

-습해 저항성 관련 분자 육종 연구 
육성 

• 선발 계통검정 및 유전분석 
-찰밀의 biochemical genetic marker 검 정 
및 확보 

lV.연구개발결과 

환경 재해 저항성 기능성 맥류 개발을 위해 양이온 빔 ezc 135 Me V /nucleon 

beam source)을 5개의 국내 밀 장려 품종(고분밀， 금강밀， 올그루밀， 탑동밀， 신미 

찰밀)의 air-dry seed 상태의 종자에 50Gy씩 조사하여 이를 통해 돌연변이체를 

유발하였다. 이들 mutant들에 대한 growth variation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효과적인 in vitro anaerobic treatment 방법을 이용한 

in vitro selection을 통해 국내 밀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재해 중에 

하나인 습해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 돌연변이체의 고정단계에 이르렀다. Mutant 

line 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통증식이 고려대학교 덕소 실험포장에서 이루어져 올 

해까지 M4 종자를 수확하였다. 습해저항성 관련 유용 유전자원 개발과 분자육종학 

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내 저산소 처리에 의해 습해가 유발된 금강밀의 뿌리에서 

cDNA library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EST analysis를 통해 습해 스트레 

스 아래에서 식물체내 대사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세포내 산성화 조절， 활성 산 

소 조절， 에너지 생산들에 관련된 많은 유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유전 

자들의 세부적인 발현 양상을 검정하기 위해 cell metabolism과 signal 

transduction에 속한 clones들을 이용하여 Differential Hybridization (DH) 을 실 

시 하였다. 그 결과 cell membrane protein, transporters 등 새 로운 gene들의 습해 

환경 아래에서의 high expression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 이용 가능성이 

높은 찰성밀의 선발을 위해 1D SDS PAGE를 이용한 간편한 GBSS isoform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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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찰밀의 변이체에서 극조숙 개체를 선발하여 이에 대한 

AFLP marker 개발과 STS 전환 marker를 확보 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습해 저 

항성을 가진 유용 계통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EST와 DH를 통해 발굴한 clone들은 

습해의 분자 육종학적 접근을 위한 습해관련 유용 유전자 이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찰성밀의 선발과 유용 돌연변이체의 유기를 통해 밀의 end- use-quality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새로운 내재해성 품종의 육성 후 수량 관계를 검정한 뒤 농민에게 보급 . 

• 신품종 맥류 육종 연구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기할 수 있음 . 

• 유용유전자원의 확보 및 검정은 분자 유전학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 찰성밀의 경우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음 

.찰성밀은 현재의 즉석 식품보다 저온에서 완전히 조리가 되므로 보다 질 

좋은 즉석 식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amy losepectin의 함량이 많아 품질 좋은 기능 

성/ designed food의 적용 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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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Subject 

Development of abiotic-stress resistance and high quality field crops using ion 

beam. 

n. Purpose of research 

• Development of wheat lines with improved waterlogging resistance 

•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waterlogging related genes to study the 

interaction between waterlogging stress and plants . 

• Development of waxy/partial waxy wheat lines 

m. Contents of research 

1. Development of selection method and establishment of selection criteria for 

waterlogging resistant wheat wheat mutants generated by ion-beam irradiation 

2. Development of wheat mutant lines using ion-beam e2C) 

3. Evaluation, selection and increase resistant through generation (M4 seeds) 

4. Isolation and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genes related to waterlogging 

reslstance 

5. Development of selection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of wheat lines with 

waxy /partial-waxy wheat lines. 

N. Results 

In order to develop waterlogging stress resistant wheats using ion beam, 

wheat grains of five Korean cultivars, “Gobunmil" , “Geumgangmil" , 

“Olgeulumil" , “Topdongmil" , and “Sinmichalmil" were irradiated with carbon 

with 135 MeV. The linear energy transfer (LET) values was 60 keV /.μm and 

c u 



the dose was 50 Gy. Seeds (M4 seeds) from individual mutant plants were 

obtained in the field. These mutant lines were evaluated in the field and 

allowed for subsequent generation. 

We have developed an efficient in vitro anaerobic treatment method for the 

selection of waterlogging resistant wheat seedlings. This selection systems 

provides an anaerobic condition that is generated in the field. 

In order to study the molecular interactions between plants and the 

waterlogging stress, genes presumably related to waterlogging resistance were 

isolated and their function rolls were analyzed. A cDNA library of 

waterlogging stressed wheat roots was constructed. Expressed Sequence 

Tag(EST) clones derived from the cDNA library provided the first clue to 

the molecular breeding for abiotic-stress resistance. Differential 

Hybridization(DH) method using probes prepared from treated plants and 

template from clones related to cell metabolism and signal transduction 

showed noble positive hybridization groups under waterlogging stress. 

In order to enhance wheat end-use-quality, we developed a biochemical 

genetic marker systems to identify waxy wheats. Granule bound starch 

synthase( GBSS) subunits that determine normaVwaxy endosperm wheats 

were easily detected by lD gel system. An extra-early wheat mutant wheat 

was also identified in the breeding stock and molecular markers tagging 

earliness were developed. Throughout this research we are able to develop 

waterlogging resistant wheat lines and isolated genes in response to anaerobic 

condition. The results of functional analysis on these genes woul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understand molecular phenomena associated with 

waterlogging stress. 

v. Application of research 

• Stress tolerance/resistance wheat lines will be devloped for the 

cultivars 

• Mutantation breeding using ion - beam will provde an efficient 

bree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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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lation and chracterization of resistance related usef버 genes offer 

important information for molecular genetics and breeding and directly used in 

other crop species 

• Waxy wheats will be used as designed food, such as foods for the 

patients, baby, emergenc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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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제경쟁력 있는 고품질 · 고생산성 국내 밀 생산에 장애가 되는 환경재해 또는 

환경 스트레스 중에서 습해는 가강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경재해 저항성 밀 

신품종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유용 변이체의 생산이 

다. 기존의 mutagen과 비교하여 양성자 이옹빔의 이용으로 순도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새로운 영역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식물에서 기존의 mutagen을 

이용했을 때와는 다른 더욱 다양하고 높은 비율의 돌연변이체 발굴을 기대할 수 있 

게 되었다. 특히 proton beam의 targeting범위가 수 nm-llm로 제한될 수 있어 

(point-like mutation) 특정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한 기능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과제를 통하여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양성자 이온빔의 이용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재 

해 /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지닌 우수한 돌연변이체를 유기하고 유용한 새로운 변이 

식물체를 확보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의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proton beam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한 유용 돌연변이체 유기에 반 

드시 필요한 선진 기술이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 저하 및 농산물 시장의 수입개방에 따라 전반적 

인 농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식량자급도는 25% 수준이 

다. 또한 국제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강화는 국가간 

종자 및 유전자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어 국부의 척도가 유전자원의 양과 질에 의하 

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종자 및 바이오산업을 첨단 산 

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밀 (Triticum aestivum L.)의 경 우 우리 나라에 서 쌀 다음으로 소비 량이 많은 주곡작 

물이다. 국민 한사람 당 밀 소비량은 년간 34.4 kg (2001년 기준) 으로 쌀 소비량의 

36%에 이르고 있으며 그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소비량의 

99% 이상을 외국산 밀의 수입에 의존한 결과 점차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현재 국내 

자급률이 0.1% 밖에 안 되며 매년 5억불어치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 밀은 뛰어난 가 

공적성과 식품으로써 뛰어난 이용성을 가지고 았으며 국내 맥류의 소비가 계속 증가 

하는 시기에 경쟁력 있는 고품질 • 고생산성 밀의 국내 개발이 절실하다. 한국산밀의 경우 

이미 국수용 또는 쿠키나 케엌 쪽으로의 가공적성과 그 품질이 외국산 밀과 비교하 

여 결코 뒤지지 않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 후의 북방 농업을 고려한 주 작물은 

밀이다. 중국의 만주나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북방 농업에서는 맥류의 연구가 필수적이 

며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시점에서 밀의 연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우라나라 

의 농업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적인 대량재배와 농업기계화를 통한 대량수확으로 생산 

단가를 낮춘 저가의 작물재배가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에서는 경쟁력 있는 고 품질의 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펼요하다. 또한 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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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선발과 개발은 기타 다른 제빵 재료의 혼합 재료로 이용되어 품질 향상에 크게 

공현하게 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품종의 브랜드화와 

고부가가치를 목표로 하는 농업 정책에 일치한다. 

국내 맥류 재배환경을 고려해 볼 때 가을 파종 후 와 생식생장기의 강우에 의한 습 

해를 받기 쉬우며 또한 밀이 겨울작물로 답리작으로 이용되었을 때 습해 피해를 

받기 쉽다. 이와 같이 밀 재배 시 그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환경스트 

레 스는 습해 (waterlogging)이 다. 따라서 수분장해 에 강한 저 항성 을 지 난 밀 신 품종 

의 육성은 고품질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선결 과제이며 proton beam에 의한 유 

용 변이체 육성은 신품종 육성의 필수 요소이다. 

또한 proton beam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기술은 그동안의 전통적 육종법 

(conventional breeding)과 형질전환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conventional breeding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품종개발의 가능성 

을 제시 하였으나 형질전환 작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지고 있고 그 이 

용에 대한 구체화된 건강 / 법적 근거마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안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proton 

b않m에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GMO작물에 대한 유 

해성 여부의 논란에서 벗어나 신품종 개발에 이용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돌연변이체 

로부터 개발된 신품종은 GMO에 대한 거부감을 종식시키고 사회， 문화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농가에 보급되어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시작된 농업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 

서， 작물의 관리에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은 잡초방제에 있어서 특히 대두되고 있다. 하지 

만 잡초방제를 위한 무분별한 제초제 살포는 생산량 감소와 환경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제초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식물체의 육성이 요구되어진다. Monsanto사에 의해 개발된 

제초제 저항성 작물인 Round up readyL.f BT 저항성 작물의 경우， 그 우수성에도 불구 

하고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응용 및 이용에 있어서 특허 등 많은 제 

약이 따르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기체에서 농업적 유용형질을 지니는 식 

물체의 선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내충성， 내병성， 내염성， 중 

금속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 내한성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분자유전학과의 접목을 통하여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방사선 mutagenesis를 이 

용하여 유전적으로 안정되고， 고정된 변이체는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 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체(형질전환체)의 안정성 문제를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방사 

선 (Y-ray)를 뛰어넘는 에너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 proton beam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 

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ion-beam 연구가 진행되어 화훼분야에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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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변이체에 관한 분자유전학적 접근과 내재해성에 관한 연구는 농업 노동력 감소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종자 저장단백질의 지속적 연구는 육류 단백질에 비해 값싸고 고급 단백 

질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화곡류에서 lysine, tryptophan과 같은 amino acid 함량 부족 

은 mutation bre어mg을 통해 연구되어 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했 

을 때 mutation breeding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농업적으로 유용한 germplasm의 

개발로 인하여 고품질 작물의 육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에 대한 genornic DNA수준의 

기초연구 이외에 고품질 내재해성 관련 유전자 와 같은 유용유전자 발굴 및 기능 겸정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외국의 경우 

21세기의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양성자 공학은 1950년대부터 고에너지 소 

전류의 양성자 가속장치들의 지속적인 개발이 시작된 후 고에너지 대전류의 대용량 양성 

자 가속장치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Spallation Neutron 

Source (SNS) project, 일본의 경우 High intensity proton accelerator (lllP A)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중에 있으며 의료 나노 기술 뿐만 아니라 생물 공학에도 활발 

히 적용되고 있는 통합 과학 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5 

GeV, 5.3 mA를 가지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바이오 기술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Ion beam을 이용한 신규 종자의 개발은 교잡 불친화성을 파괴한 신 

품종 개발법이다. Ion beam으로 화분이나 배의 딱딱한 껍질을 파괴， 외부 유전자의 

직접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한 기수로 교잡이 곤란했었던 이종간의 유전자 교잡 

을 가능하게 했다. JAERI，의 다카사키 연구소의 환경 • 자원 이용 연구부， 식물 자원 

이용 연구실에서는 시로이누나주나의 종자에 고 에너지 탄소 ion beam을 조사하는 것 

에 따라 돌연변이의 유발을 시도해 보고 그 다음 세대에서 꽃잎과 가쿠의 첨단 부 

분만이 프릴장이 되는 돌연변이체를 만들어 내는 것에 성공하였다. 2001년에는 

Lifang Wu에 의 해서 N+ ion beam을 밀에 조사하여 품종간의 발아율과 생 존율을 조사 

하였다. 이 연구에서 ion beam에 의한 변이는 embryo 세포 안의 이온은 유기 분자 

에서 목표로 하는 원자의 수백 배의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 원래의 위치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온의 첨가와 원자 

의 돌출은 새로운 분자 구조의 형성으로 배경요소들을 복잡하게 하며 이것이 세포 

의 유전물질에서 일어난다면 DNA의 변화나 돌연변이체의 유기가 더 쉬워진다. Ion 

beam의 농업적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 

종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2) 국내의 경우 

우리냐라는 1965년 원자력 연구소에 농학 연구설이 설립되고， 1967년 방사선 농학 연구소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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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되면서돌연변이체의 농업적 이용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양성자 가 

속기 관련 기술 보유 연구 기관은 연구소 여개소) , 대학 (3곳)， 산업체 (4곳)를 중심으로 

약 145명의 참여 연구 인력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론티어 사업과 기 개발된 기 

술， 인력， 인프라의 활용에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벼， 콩 및 보리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돌연변이체에 대한 연구와 효율적인 유기 및 선발법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선을 이용한 작물의 돌연변이 육종연구에서 원자력 

연구소는 벼， 보리， 콩， 참깨 등에서 신품종을 만들어 내어 원평벼， 원광벼， 원미벼， 흑 

선찰벼， 안산깨， 방사콩과 같은 신품종 개발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고려대학교와 공 

동 연구로 분자 유전학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유용 유전자 발굴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고려대학교에서는 국내 우수 밀품종인 금강밀과 올그루밀에 Y-ray를 100Gy, 

150Gy, 2ooGy, 250Gy, 300Gy, 400Gy로 조사하여 돌연변이체를 유기하여 선택적 제초제 

인 bentazone올 처리하였고 그 결과 대조구에 비해 월등한 저항성을 갖는 개체인 금강밀 

4개체와 올그루밀 9개체를 선발하여 증식 후 gennplasm을 확보하였다. 

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양생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연 변이 유발 및 적정 ion spectrum 검정 

-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RIKEN)에서 2002년 11월에 Ring cyclotron을 이용하여 양이 

온 빔 ezc 135 Me V /nucleon beam source)을 5개의 국내 밀 장려 품종(고분밀， 금강 

밀， 올그루밀， 탑동밀， 선미찰밀)의 ær-따y seed 상태의 종자에 50Gy씩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돌연변이체를 유발하였다. 또한 적정 이온 spectrum을 검정하고 변이체에 

대한 variation도 측정하였다. 

- Germination rate와 survival rate의 측정 결과 germination rate와 survival rate7} 

control과 비교해서 다소 줄어들었다. 탑동밀의 경우 survival rate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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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를 일으킨 5개 품종에 대한 생육을 측정해본 결과 신미찰밀의 지상부를 

제외 하고는 control의 생육이 더 우수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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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ant growth of wheat cultivars that are irradiated by ion beam. The 

plant height and root length were combined. 

- WinRhizo image를 분석해 본 결과 고분밀과 탑동밀의 Total Root Length에서 유 

의 차가 나타났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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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ion beam on the growth of plants in five wheat cultivars. 

A: Total Root Length 

B: Project Area 

C: Averag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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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해 저항성 개채 선발 및 gennplasm의 확보와 계통증삭 

- 밀 장려 품종으로부터 얻은 mutant line에 대한 계통 증식을 고려대학교 덕소 실험 

포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파종된 품종은 end use quality에 따른 품종으로서 

5개 품종 고분밀(고품질/고제분율/박력분) , 금강밀(다수성/강력분)， 올그루밀(고품질/조 

숙성/중력분)， 탑동밀(다수상/강력분)， 신미찰 이다. 이온빔에 의해 돌연변이가 유발된 

Ml seeds를 춘화처 리 (vemaliza디on) 시 킨 후 2003년 3월 파종 이후 2005년 까지 각 품 

종에 대한 germplasm 확보와 계통 증식을 실시하였다. (Fig. 4) 

(left). Generation increase polt field (right) ‘ 

-밀의 생장 초기 단계에서 습해 저항성에 대한 선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ennination paper를 이용한 춘화 처리와 mass selection을 실시하여 습해 저항성 개 

체를 지속적으로 선발하였다 ..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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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nalization in the cold chamber 

B: acclimation before transplanting 

C: transplanting in soil 

D: waterlogging treatment 

E: selection of resistance plants 

mass selection system. 

- 습해 저항성 개체의 효율적 인 in vitro 선발 방법 개발 및 selection criteria 설정 

분자 육종학적 인 접 근을 위 하여 특정 계 통 식 물의 young plants' in vitro selection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 구축된 in vitro selection의 장점인 인위적인 생육 

환경 변화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면적 (7.2 cmx7.2 cm)의 tissue culture 

container내에 0.1% agar solution처리 방법 (기내 저산소 처리)을 실시하여 습해 스트레스 

시에 가장 주요한 생육 환경 변화인 지하부 저산소 조건을 유기하여 유용유전자의 

isolation과 characterization을 실 시 하였 다. (Fig. 6) 

Fig. 6 ln vitro selection. (A) days after initiation (DAl) 0 , (B) DAI 1, (C) 

days after treatment (DAT) 0 , (D) control plants (DAT 3) , (E) treated 

plants (DAT 3) , (F) waterlogging stressed (treatment , left) and control 

plant (right). Bars represent 1 C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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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해 저항생 관련 유용 유전자원 개발 및 분자 육종 연구 

수분장해 저항성 관련 분자 육종 연구를 위해 기 개발된 0.1% agar solution처리 

방법 (기내 저산소 처리)을 실시하여 습해 스트레스 시에 가장 주요한 생육 환경 변 

화인 지하부 저산소 조건을 유기시킨 후 cDNA library를 제작하였다. cDNA library는 

waterlogging 처리 후 0.5, 1, 2, 4, 6, 8 일째의 금강밀의 뿌리에서 total RNA를 

extraction하여 구축되었으며 final tiltering은 1x109 Pnνml 이다. 또한 실제로 기내 

저산소 조건이 유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tagnant agar solution의 02 

concentration 측정과 근부에서의 aerenchyma 형성여부를 관찰하였다. (Fig. 7) 또한 

본 연구수행 중 수분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promoter 결과를 국제저널(SCl) 에 실었 

다. Plant Science (2004, 167 (5): 99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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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02 concentration in stagnant agar solution (left). Transverse section 

of waterlogging stressed wheat nodal roots (right). A: DA T 0 , B: DA T 4 

(aerenchyma formation) , C: DA T 8 (control), D: DA T 8 (aerenchyma 

formation). Arrows indicate aerenchyma formation. 

- 과제 수행 시에 습해 처리된 금강 control 품종의 뿌리에서 cDNA library가 구축 

되었다. 기 구축된 cDNA library에서 1 ，2727~ clone의 ES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Table 1). EST analysis를 통하여 Data base에 등록된 gene과 homology를 보이 는 

767clones의 functional grouping을 실시하였다. Functional grouping 결과 습해 스트 

레스 아래에서 식물체내 대사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세포내 산성화 조절， 활성 산소 

조절， 에너지 생산들에 관련된 많은 유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equence 

homology를 보이지 않는 306개의 clone들이 밝혀졌으며 이들은 습해 관련 분자 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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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매우 유용한 기초 clone으로 사용될 것이다 (Table 2). 

Table 1. Summary of EST categories. 

Category 

Homology to known transcripts 

Cell-division cycle 

Cell-wall structure or metabolism 

Chromatin and DNA metabolism 

Cytoskeleton 

Gene expression and RNA metabolism 

Membrane transport, intracellular trafficking 

Miscellaneous 

Primary metabolism 

Protein synthesis and procession 
Secondary metabolism and hormone 
metabolism 
Signal transduction 

Stress- and defense-related 

Transposon 

Homology to uncharacterized transcripts 

No database match 

Total 

Number of clones' 

767 

9 (1.2%) 

42 (5.5%) 

40 (5.2%) 

22 (2.9%) 

46 (6.0%) 

51 (6.6%) 

o (0.0%) 

122(15.9%) 

147(19.2%) 

26 (3 .4%) 

109(14.2%) 

149(19.4%) 

4 (0.5%) 

306 

199 

1,272 

.Values in parenthesis indicate percentage of ESTs showing homology t。
known tran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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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grouping 실시 결과 cell metabolism과 signal transduction에 속한 

clones들 의 Differential hybridization (DH) 을 실시 하였다 control 식 물체 와 습해 처 

리된 식물체 뿌리 sample의 total RNA를 각각의 probe로 사용하여 습해 처리 하에서 

이들 groups 유전자들의 세부적인 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Fig. 8). 그 결과 

positive clones과 negative clones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cell membrane 

protein, transporters 등 새로운 gene들의 습해 환경 아래에서의 high expression을 확인 

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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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fferential hybridization. 

A. Probed with control total RNA. 

B. Probed with treatment total RNA. 

C. Probed with control total RNA. 

D. Probed with treatment total RNA. 

(+) positive control , (-) negative contro l. Opend circles indicate positive 
hybridization clones. 

Dotted circles indicate negative hybridization cl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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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itive and negative hybridization clones peñorrned by Differential hybridization 

Hybridization pattern Accession no. Putative identification Organism 

Positive hybridization BAC99536.1 ABCtranspo미er AbcG1 。ryza sativa 

AAM00368‘ 1 Aquaporin PIP1 Triticum aceslivum 

NP 920629.1 ATP sy미hase gamma chain, mitochondrial preωrsor 。ryza sativa 

AAR85356.1 Ca2+-ATPase 
Sterkiella 
histriomuscorum 

NP 192121.2 CTP synthase Arabidopsis thaliana 

NP 914346.1 Cytochrome B5 。ryza sativa 

AAN85864.1 Cytochrome P450 Triticum acestivum 

AAP44642.1 Deoxyuridine triphosphatase 。ryza sativa 

NP 921328.1 DIMINUTO Oryza sativa 

871779 Glycine-rich RNA-binding protein GRP1 Triticum acestivum 

P51876 Guanine nudeotide-binding protein G(i). alpha subunit Helisoma trivolvis 

S47350 W-transporting two-sector ATPase beta chain Triticum aceslivum 

NP 921250.1 Heavy meromyosin-like prl이ein 。ryza sativa 

CAD58958.1 Hexose transporter Hordeum vulgare 

NP 198128.• Hypoxia-responsive family protein Arabidopsis thaliana 

BAC55994.1 Iron inhibited ABC transporter 2 。ryza sativa 

T01267 Leudne-rich repeat transmembrane protein kinase 1 Zeamays 

NP 922231.1 Lipid transfer protein Hordeum vulgare 

AAL83627.1 Manganese transport protein Oryza sativa 
ZP 00045362 .1 Outer membrane protein 

MaAA1rrnaaebbtiloddcoooppcssciissus th saplla MnaC-1 NP 565446.1 Metaxin 
NP 198883.1 PQ-Ioop repeat family protein Ihaliana 

P93732 Proline iminopeptidase Arabidopsis thaliana 

CAB71340.2 Proteinase inhibitor Hordeum vulgare 

NP 916022.1 
Pyrophosphate--fructose-6-phosphate1 

Oryza sativa 
phosphotransferase 

CAB61763.1 Pyruvate decarboxylase Saccharum officinarum 

AAK53B13.1 Ran bindin9 protein-1 Lycopersicon esculentum 

BAC795BB.1 Receptor-like kinase 。ryza sativa 

BAD01244.1 Receptor protein kinase PERK1 。ryza sativa 

NP 914805.1 Rho GDP-dissociation inhibitor 。ryza sativa 

BAD10755.1 RING-H2 finger protein RHG1a 。ryza sativa 

Q9WTV7 RING finger protein 12 Mus musculus 

AA072540.1 Ring zinc finger protein 。ryza sativa 

NP 174556.1 RNA-binding protein Arabidopsis thaliana 

BAA31260.1 SAR DNA binding protein 。ryza saliva 

BAC75446.1 Transfactor like protein Oryza sativa 

Negative hybridization P19023 ATP synthase beta chain, m itochondrial precursor Zea mays 

CAC94005.1 Glutathione transferase Triticum aestivum 

NP 564288 .1 Glycoside hydrolase family 47 protein Arabidopsis thaliana 

P20026 Myb-related protein Hv1 Hordeum vulgare 

AAF34B11 .1 Oxalate oxidase Triticum aestivum 

BAD09660.1 Phosphatidylinositol 3- and 4-kinase family Oryza sativa 

낀
 



기내 저산소 처리를 실시한 후 0, 1, 2, 4, 5일째 

수행하였다. Probe는 DH 결과 control 조 

발현의 변화를 보이는 3개의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저산소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Fig. 9). 

-최아후 3 일째의 

에 sampling 하여 

건에 비 해 습해 처리 아래에서 

(KUCD_04-D01 ,KUCD_05-D07, 

리 확인을 위해 기존에 밀의 저산소 

pyruvate decraboxylase (PDC) 의 발현 을 

식물체에 

northem blot analysis를 

뚜렷한 

금강밀 

clones 

처 

확인된 

KUCD_06-C09) 을 

조건에서 

동시에 

KUCD_04-D01 clone의 

육종학적 접근을 위한 습해 

환경에서 

분자 

확인 결과 근부 저산소 

있었으며 이 clone은 습해의 

이용에 

expresslOn 
}‘ 
끼-확인할 

유전자 발굴 및 

Transcription려 

발현을 

유용 

강한 

관련 유용하게 사용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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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D_04-DOl , KUCD_05-D07 , KUCD_06-C09 , and pyruvate decarboxylase clones. 

in 02 concentration in the solution IS 

presented as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02 (mol m-3). The values are means 

of three replicates :t s.e. The red bar indicates the beginning of hypox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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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p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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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C. Northern blot hybridization of KUCD_04-DO l, KUCD_05-D07 , 

KUCD_06-C09 , and pyruvate decarboxylase clones. Red open box indicates 

increased expression under anaerobic condition. PDC: Pyruvate decarboxylase , d: 

days , C: control , T: treatment. 

• 산업 이용 가능성이 높은 찰성 밀의 선발 

- 찰성 밀 을 선 발하기 위 한 GBSS (Granule Bound Starch Synthase ) isoform 검 정 

방법 개발 

(A, B & D subunit 분석) (Fig. 1이. 신미찰밀 변이체의 찰성 여부 screening 및 출 

성 변이체 선발을 위한 계체 육성이 고려대학교 덕소 시험 포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계 

속적인 screening과 계통 증식으로 M4 seeds를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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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ne dimensional SDS-PAGE patterns of GBSS isolated from flours 

of Korean wheat. 

- 신미찰밀 변이체에서 극조숙 돌연변이 개체를 선발 하였으며 AFLP marker 개발 

과 STS 전환 marker를 확보 하였다. (Fig. 11, Table 4, Fig. 12) 

E+ACT/M+CAA 

1 2 3 
Figure 11. Variation in AFLP patterns 

between Irradiated wheat and wild type 

wheat. The red arrow indicated an AFLP 

product unique to early maturity mutant. E 

was EcoR 1 restriction enzyme site and M 

was Mse 1 restriction enzyme site. Lane 1; 

Sinmichalmil (Wildtype) , lane 2; Bulked 

irradiated Sinmichalmil, lane 3; Single plant of 

early maturity Sinmichal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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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Quences of STS primers derived from AFLP polymorphic DNA 

fragment 

AFLP primer Name 

E+AACIM+CAG STS 1-3-1 

E+AACIM+CAA STS 1-1-1-2 

E+AAcn이+CAG STS 1-3-2 

E+AAGβ이+CAA STS 2-1-1 

E+ACGn이+CAC STS 6-2-2 

E+AGCIM+CAC STS 7-2-1 

E+ACTIM+CTA STS 4-5-1 

E+ACTIM+CTG STS 4-7-2-2 

E+ACCIM+CTA STS 5-5-1 

E+ ACGIM +CTA STS 6-5-2-1 

E+AGC/M+CTG STS 7-7-1 

2 3 4 5 

Sequence 

5'-GTGTTCATAGTGCAACTTCACGC-3' 

5' -CAGCCGTCTTGAGAATGCAAAGG-3' 
5 ' -CATCAGATGACCCGGTGATAAGG-3 

!'i ' -GCTGAGCGGAGGGC GGGCTGAGG-3 ' 
5 ' -GTCATGATGGTTCCTTCGTCCG-3 ’ 

5 ' -GGAGACAA T AGC ιl、CATC-3 ' 
5'-CGAACCGTCACCCTGTGCGCATTG-3 ’ 

55 / -CCTACGTTATTCGAATCTATTAGCTTGAGAGCTACACACGGTCCCC 3 / 
GCTGG-3 

R/ / C -GGTAGACAGATGCCAAAAATGACGTCAGC-3 ’ 
5'-CGTGCGTCAACTAGAGCGATTTA-3' 

5'-CATCATGTAGTCCCTTTTAG-3' 
5'-CAACACCGCGCCAAATTCC-3' 

5 
5' -CAACTAT,CGAAATGGAAAGTCrCCCC 3 / 
CAGAACTAACAAGAATGATAACG-3' 

~: ~ CGAGAAAAAGAGGAGAATTTTCCAGTGCTATTGGTTTATGCTACCCGC--33 / 5 

55 / / G -cATGTGCGTTTCCGAGGGAGCTTTCGACTCGGGACCTC(ACGGC 3 ’ 
CTCCAGC-3 

3 ' 5 ' -GGCATTAGCGAAGCGCTTGCCCCAGGCCCCGTCCCTCTCGCGGTCGCGGGC 5'-GCTACAGGTCCCGCCGCCCCCGCCGC-3 ’ 

!'i ' -CGTCTACCAGCTGTCACCTCACTGCAC닫 3 ' 

Figure 12. PCR products using primer 

(STS 1-3-2). The arrow indicated extra 

early maturity specific band (175bp). Lane 

1, 5; Molecular marker, lane 2; Control 

(Wild type Sinmichalmil) , lane 3; Bulked 

wheat mutants, lane 4; single plant based 

early maturity wheat mutant; molecular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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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기여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제 4 장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목표 달성도 평가 착안점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목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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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양성자 이온빔애 의해 유기된 돌연변이체의 개발은 새로운 유전자원으로 이용된다. 

- 유용 돌연변이 계통은 교잡 육종을 위한 우량 교배친 으로 이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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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형질 개량을 위한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system을 개발할 수 

있다. 

- 양성자 이온빔에 의한 돌연변이에 대한 분자 유전학적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다. 

-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새로운 유전형질에 대한 분자 표지 인자 및 관련 유전자의 확 

보로 

신품종 맥류의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다. 

’ 경제 · 산업적 측면 
- 국내수요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은 타국으로부터의 수송기간을 고려해 

볼때 

농약의 사용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 유지/보존 측면에서 국내산 

고품질 밀의 개발로 인하여 국부유출의 방지 및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이바지 할 것 

이라 기대된다. 

- 습해 저항성 밀의 개발로 안정적인 밀의 재배 • 생산 체계가 이루어진다. 

- 겨울철 유휴농지에 재배되기 때문에 국내 경지 이용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겨 

울철 

푸르름으로 인한 환경 공익적 (토양유실방지， 양분 용탈 방지， 지피식물로의 역할 

등) 

중요 기능을 한다. 

- 습해 저항성의 맥류 개발로 인한 안정적 재배로 맥류의 자급도를 늘릴 수 있다. 

- 찰성밀을 통해 품질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다. 

- 습해 저항성 관련 유전자의 발굴과 Gene ba띠〈의 둥록으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다. 

- 대북관계와 북방농업의 관점에서 월동 및 저온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맥류의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 습해로 인한 밀의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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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5 장 

.새로운 내재해성 품종의 육성 후 수량 관계를 검정한 뒤 농민에게 보급 . 

• 신품종 맥류 육종 연구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기할 수 있음 . 

• 유용유전자원의 확보 및 검정은 분자 유전학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 찰성밀의 경우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음 . 

• 찰성밀은 현재의 즉석 식품보다 저온에서 완전히 조리가 되므로 보다 질 좋은 

즉석 식 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amy losepectin의 함량이 많아 품질 좋은 기능성 

” 
μ
 

/designed food의 적용 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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