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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i)Deinococcus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ii)Deinococcus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iii)신규 방사선 항성 유용미생물 탐색 (iv)방사선 이용 미생

물 산업기술 개발

○ 연구결과

․방사선 항성 조 인자의 발 조 분석

․신규 방사선 항성 유 자의 특성 분석

․신호 달 조 유 자에 의한 발 체 조 분석

․Deinococcus색소 활용 육안 검출 카드뮴 바이오센서 개발

․DeinococcusFrnE단백질의 생리 생화학 특성 규명

․해수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 동정

․해수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 특성 분석

․방사선 항성 세균 2종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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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유 체 기능정보 분석을 통해 련 분야의 기 연구 신지

식을 제공하고 신규 유 자원,유용 산업미생물,미생물산업 련 신기술 신제품 등

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 활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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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과제명 :방사선 이용 생물자원 연구

세부과제명 :방사선 항성 미생물 연구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연구개발 최종목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유 체 기능정보 분석을 통해 신규 유 자원,유용

산업미생물,미생물산업 련 신기술 신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기

술을 제공

○ Deinococcus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 Deinococcus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 신규 방사선 항성 유용미생물 탐색

○ 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2.연구개발의 필요성

○ 방사선 항성 미생물과 같은 극한환경 미생물들은 지 까지 밝 진 물질들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효소,기능성 유 자,생리활성물질 들

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미생물로 각 받고 있음.

○ 인간세포보다 약 3,000배 이상의 방사선에도 아무 변이 없이 생육이 가능한

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인 Deinococcusradiodurans도 1999년 미국 에 지성의

지원으로 체 genomeDNA 염기서열이 밝 지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경우 강력한 DNA repairsystem 등을 통하여 극한 환

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므로 bioremediationtechnology분야 등에 활용도가 높아

최근 연구 그룹들이 증가하 으며 특히 NASA 에서는 Deinococcus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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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에 주목,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주미생물로서의

Deinococuss의 가치를 재조명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 Deinococcus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방사선 항성 조 단백질 발 규명 (PprI,PprM)

-신규 방사선 항성 유 자원 발굴 기능 규명 (DinB,RecG,DR_A0279)

-외부환경 신호 달 조 유 자 기능 규명 (Two-componentsystem)

○ Deinococcus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Cd검출용 신규 재조합 균주

-단백질 수선효소 (FrnE)기능 규명

-Deinoxanthin기능성 분석

-Deinococcus기반 비 분성 다당류 분해 효율 검증

○ 신규 방사선 항성 유용미생물 탐색

-신규 방사선 항성 효모 1종 분리 동정

-신규 방사선 항성 세균 2종 분리 동정

-Deinococcus종간의 비교 유 체 분석

○ 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산업용 균주 육종

-버섯에 한 방사선 향 평가 변이체 선발 기반기술개발

-방사선 선량 indicator균주 제작

Ⅳ.연구개발 결과

○ Deinococcus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2-dimensionalelectrophoresis를 이용한 proteomic 분석을 통하여 damage

inducibleprotein(DinB)이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 으며 이후 primerextensionassay westernblotting을 이용하여 이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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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D.radiodurnas의 방사선 항성 련 요 사조 인자인 PprI에 의하여

발 이 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DinB단백질

이 D.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에 일정정도 향을 주는 것으로 단 함.

방사선 항성 련 유 자인 recG의 분자유 학 기능을 규명하여 본 유 자

의 생리ㆍ생화학 기능을 연구한 결과 recG는 방사선 항성 DNA 사에

요한 역할을 함.

방사선에 의해 발 이 증가하는 유 자인 DRA_0279의 유 자의 기능을 분석하

기 해 돌연변이 균주를 제작하여 이온화 방사선,mitomycinC,H2O2에 한

항성을 측정한 결과 DNA손상 복구에 요한 유 자임을 확인함.

D.radioduransPprM 단백질에 의한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하기 하여

발 체 연구를 실시하 고,PprM에 의해 조 되는 유 자군을 규명하고 방사

선 항성 메커니즘을 분석함.연구결과 PprM은 recA를 포함한 다수의 방사선

항성 련 유 자뿐만 아니라 세포 생장,단백질 복구,항산화와 련된 유

자의 발 을 조 함.

방사선 항성과 련된 표 인 유 자인 pprI의 자가 조 기작을 규명하기

하여 다양한 크기의 pprI 로모터의 활성을 lacZreportergeneassay를 통하

여 분석함.연구결과 pprI유 자의 발 이 방사선 조사와 상 없이 매우 복잡

하게 조 되며, 로모터 부 는 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 그 상 염색체 부

에 다른 한 곳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주요 신호 달 매개체인 Two-component system을 연구하기 하여 D.

radiodurans에 histidinekinase후보 유 자들을 선별하여 생물정보학 기술을 이

용,histidinekinase의 conserved domain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NCBI

ConservedDomains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선별된 histidinekinase

후보 유 자 18개를 상으로 변이체 생산을 시도하여 그 16개의 돌연변이

체를 제작함.

D.radiodurans의 신호 달 체계 유 자 돌연변이체들의 표 형 유 학

특성을 연구하 음.연구결과 DR_bphPR과 DR_2419유 자가 방사선 항에

여하며,DR_0466,DR_0892,DR_0750,그리고 DR_1174유 자가 산화 스트

스 반응에 여함을 밝힘.DR_bphPR에 의해 조 되는 유 자군을 탐색하기

해 발 체 분석을 한 결과 세포의 성장에 요한 역할을 담당함.

DNA 손상 복구와 련된 신호 달 체계 유 자 돌연변이체들의 지속 인 표

형 연구결과 DR2244와 DRB_0028유 자가 유 독성물질인 mitomycinC

와 bleomycin에 한 생존에 여함을 밝히고 방사선 항성과의 련성을 알

아보기 하여 DNAmicroarray연구를 진행하 으나,방사선 항성과는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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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명됨.

○ Deinococcus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카드뮴을 처리한 Deinococcus의 발 양상을 DNA microarray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2008년)카드뮴에 의하여 발 이 유도되는 35개의 유 자들을 선별하고

이 카드뮴 처리 이후 지속 으로 발 이 증가한 12개 유 자를 선별하 음.

D.radiodurans의 카드뮴 반응성 로모터가 포함된 재조합 라스미드 40종을

제작하여 이들 로모터의 활성을 다양한 조건에서 조사하여 카드뮴 특이 반

응을 보이는 4종을 최종 선별하 음. 한,이들 재조합 라스미드의 반응도는

카드뮴 농도 처리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으며,이를 활용하여 카드뮴 감

지 세포 바이오센서용 재조합균주 4종을 특허출원함.

4종의 카드뮴 재조합 균주 카드뮴에 한 선택성과 반응성이 높은 DR_0659

로모터를 상으로 로모터 분석을 실시하 고,393bp의 로모터를 최종

선별하 고 이 로모터와 색소 생산경로 유 자 crtI를 클로닝하여 crtI결손

균주에 형질 환 후 카드뮴 존재 시 색소를 생산하는 재조합균주를 제작하여

특허출원 함.

카드뮴 처리와 같은 disulfidestress에 반응하는 유 자 frnE의 기능을 규명하기

하여 돌연변이 균주를 제작하고 이황화결합을 해하는 물질인 카드뮴과

diamide에 한 항성을 측정한 결과 매우 민감하게 나타났으며,이는 frnE가

이황화결합 형성에 매우 요한 유 자임을 확인함.

FrnE단백질의 생리·생화학 특성을 invitro상에서 분석하기 하여 장균에

서 과발 하고 분리·정제하여 효소활성을 측정한 결과 FrnE가 disulfide

isomerase와 샤페론 기능을 갖고 있음을 밝힘.

FrnE단백질의 기능을 invivo상에서 규명하기 하여 다양한 돌연변이 장균

균주에서 분석한 결과 disulfideisomerase유 자가 결손된 돌연변이균주의 기

능을 완벽히 보정함을 확인함.따라서 FrnE는 disulfideisomerase임을 규명함.

Deinoxanthin의 항암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deinoxanthin을 처리한 립선암

세포주 (PC-3)의 apoptosis유발여부,reactiveoxygenspecies의 발생 여부

암 세포주의 신호 달체계 내 단백질들의 발 을 분석하여 deinoxanthin의 항

암효과와 련된 메커니즘을 규명하 음.

Deinococcus속 미생물 유래 카로테노이드의 기능 활성을 비교 연구하여 유망

카로테노이드 생산 균주를 선별한 결과 D.geothermalis가 생산하는 카로테노이

드의 항상화 효과가 가장 우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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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물자원을 분해하여 활용하기 하여 당 사가 발달한 D.geothermalis의

xylan분해능을 검증하고 최 분해조건을 설정함. 한 방사선이 분해효율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향후 방사선과 D.geothermalis을 활용한 폐식물자원 활

용 가능성 제시

○ 신규 방사선 항성 유용미생물 탐색

해양 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를 분리하기 하여 서해안 변산반도와 동해안의

울릉도에서 각각 해수를 채취하여 4종의 방사선 항성 효모를 분리함.

신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을 활용하기 하여 서해안 4개 해역에서 해수를 채

취하여 총 656총의 효모를 분리하 음.이 15종의 효모가 방사선 유의미한

방사선 항성을 보 음.

서해안 해역에서 분리한 방사선 항성 효모 1종의 동정결과 Filobasidium

elegans와 가장 유사성(99%)이 높은 것으로 밝 졌으며, 표 인 효모인

Saccharomycescerevisae와 방사선에 한 표 형 특징을 비교한 결과 F.

elegans의 높은 방사선 항성은 세포벽의 구조와 효율 인 DNA 복구기작과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항성 세균을 분리하기 해 지역의 토양 하수 슬러지로부터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선 항성 미생물을 분리·동정한 결과 Deinococcus속 신

종 2종을 분리함.

○ 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버섯 육종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하여 새송이 버섯의 균사체

자실체 형성이 유지되는 유효 감마선 조사선량 기 을 설정함.

방사선과 화학 변이원 (SA,9-AA)이 유발하는 돌연변이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mutationtype이 서로 다른 Ames균주 2종의 변이 회복 정도를 측정하여 미생

물에 한 방사선 향 평가 하 음.

방사선 항성 미생물은 식품 공 보건산물의 방사선 살균시 유효살균선량

설정 기 이 되는 미생물군으로 항성을 낮추어 수 있는 병용처리 기술의

개발을 하여 자연상태에 가장 리 분포하는 Bacillus의 내생포자에 한 방사

선과 온도의 병용처리에 한 연구를 수행하 음.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유발 최 조건 확립을 하여 Escherichaicoli의 T1

bacteriophage에 한 감수성 실험을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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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별 Deinococcusindicator균주를 선발하기 하여 다양한 야생형 균주

변이 균주의 방사선 항성을 연구하 고,이를 바탕으로 3,10,25kGy의 방사

선 조사를 검지할 수 있는 균주 3종을 선발하 음.

Klebsiellapneumoniae방사선 육종을 통하여 에탄올 생산량 (21.5g/l)과 생산능

(0.93g/l/h)이 크게 증가된 돌연변이 균주를 생명공학연구원과의 력연구를

통해 제작.

방사선에 의한 육종은 유효 균주 스크리닝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ESR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동시에 다량으로 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선량별 Deinococcusindicator균주를 선발하기 하여 다양한 야생형 균주

변이 균주의 방사선 항성을 연구하 고,이를 바탕으로 3,10,25kGy의 방사

선 조사를 검지할 수 있는 균주 3종을 선발하여 최 화하여 특허를 출원함.

Ⅴ.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항성미생물 연구”과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분야의 체계 인 연구

가 수행된 것임.

○ 본 과제는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 련 유 자 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탐색하는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연구”를 기반으로 함.

○ 본 과제수행을 통하여 축척된 다양한 유 학 기술을 활용하여 방사선 항성 미생

물이 생산하는 생물산업용 “신규 단백질 기능성 물질 합성 련 유 자를 탐색

개발”하고 궁극 으로 방사선 항성 미생물유 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

산업용 균주를 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계속 인 기술확산을 실시할 것임

○ 확보된 연구결과는 세계 수 의 학술논문 생산으로 연계,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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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Title

ResearchofRadiation-ResistantMicrobialOrganisms

Ⅱ.ObjectiveandImportanceoftheProject

1.UltimateGoal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new genetic 

resources and microbial strains by a series of studies in 

radiation-resistant microbial organisms. 

○ Investigationofradiation-resistantmechanismsinDeinococcusradiodurans

○ Developmentofgeneticresourcesandfunctionalmaterialsfrom Deinococcus

○ Isolationofnovelradiation-resistantmicrobialorganisms.

○ Developmentofnew technologiesinmicrobialindustryusingaradiation

2.ImportanceoftheProject

○ Many extremophiles including radiation-resistant bacteria have special

characteristicssuch asnovelenzymesand physiologicalactive substances

differentfrom knownbiologicalmaterialsandarebeinginthespotlightof

biotechnologyscience.

○ Deinococcusradioduranscanwithstand 1.5million rads-athousand times

morethananyotherlifeform onearthand3,000timesmorethanahuman

can survive.Itssurvivalskills have been the source ofindustrialand

environmentalbiotechnology.

○ In1999,thecompletegeneticcodeofD.radioduranshasbeendetailedbythe

U.S.DepartmentofEnergy funded researchersbutresearchersstill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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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how themicrobepullsthisoff.Theorganism'sabilitytorepairDNA

damageinadayandgoonlivingoffersresearcherscluestothemechanisms

ofcellularrepairandpotentialusesinbiotechnologyindustry.

○ Recently,NASA proposedthatitssurvivalskillswiththeabilitytoproduce

medicine,cleanwater,andoxygenmightbeusedtohelphumanastronauts

onotherworlds.

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

○ Investigationofradiation-resistantmechanismsinDeinococcusradiodurans

-Investigationofradiationresistanceregulatoryproteins(PprI,PprM)

-Exploration ofnovelgenes required for radiation resistance (DinB,RecG,

DR_A0279)

-Characterizationoftwo-componentsignaltransductionsystems

○ Developmentofgeneticresourcesandfunctionalmaterialsfrom Deinococcus

-Developmentofawhole-cellcadmium detectionsystem

-Characterizationofchaperonprotein(FrnE)

-Functionalanalysisofdeinoxanthin

-Determinationofnon-starcholigosaccharidesusingD.radiodurans

○ Isolationofnovelradiation-resistantmicrobialorganisms.

-Isolationandidentificationofanovelradiation-resistantyeast(1species)

-Isolationandidentificationofnovelradiation-resistantbacteria(2species)

-ComparativegenomicsbetweenDeinococcusspecies

○ Developmentofnew technologiesinmicrobialindustryusingaradiation

-Microbialmutantbreedingforindustrialapplication

- Radiation effects evaluation on mushrooms and preliminary technology

developmentformutantsselection

-Developmentofabio-indicatorstrainforradiationdose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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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ResultsoftheProject

○ Investigationofradiation-resistantmechanismsinDeinococcusradiodurans

ProteomestudyrevealedthatthesynthesisoftheDinB(damageinducible

protein)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an irradiation.The expression

patternoftheDinBproteinwasanalyzedtoclarifytheconditionforthe

DinBexpression.WesternblotanalysisindicatedthattheamountofDinB

after an irradiation (10 kGy)was growth phase dependent.Radiation

inducedDinBexpressionwasnotoccurredinthelagphasecells.However,

theamountofDinBafteranirradiationwasincreasedtheearlylog,mid

log,and latelog phaseorder.Radiation induced DinB expression was

maintainedfor15hours.RecA andPprIareknownasregulatoryproteins

responsibleforradiation resistance.Therefore,therelation between dinB

with theseregulatory proteinswasanalyzed.Interestingly,pprImutation

caused a constitutive DinB expression.Therefore,DinB is a radiation

inducibleproteinunderthecontrolofPprI.

Thein vivoinvestigation ofRecG function indicated thatRecG hasan

importantroleinradiationresistanceandDNAmetabolism.

Toverifythefunction ofDRA_0279,weconstructed aD.radioduransR1

DRA_0279 disruptantand analyzed its phenotypicalcharacteristics and

regulonsthroughaDNA microarray.DisruptionoflocusDRA_0279inthe

D.radioduranschromosomecausessensitivitytogammaradiation,mytomycin

C,andH2O2.Additionally,thelifespanofthemutantwasshortenedwhen

comparingacolonyformingunitwithwildtype.Theresultsindicatethat

DRA_0279isinvolvedintherepairsystem ofheavilydamagedDNA inD.

radiodurans.

Globalgeneexpression analysiswasperformed to definetheregulatory

networkofD.radioduransPprM.ResultsindicatedthatPprM haspleiotropic

function in gene expression ofgenes required forradiation resistance,

growth,proteinrepair,andantioxidation.

PprIisknownasanimportantregulatoryproteinresponsibleforradiation

resistance in Deinococcusradiodurans.To analyze expression pattern and

regulationofPprI,pprIdisruptantandrecombinantstrainsforreporter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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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were constructed.The results indicated thatregulation ofpprI

expressionmightbecontrolledinacomplexmanner.Theexpressionpattern

ofpprIalsoindicatesanautoregulationorpresenceofanupperregulatory

protein.

Theabilityofmicroorganismstoadapttochangesintheenvironmentby

modifyinggeneexpressionlevelsinresponsetovariousstimuli,isconferred

bytwo-componentsignaltransductionsystems.Deinococcusradioduranshas

manyputativetwo-componentsystems(TCSs).However,littleexperimental

reportconcerningtheirfunctionhasbeenpublisheduntilnow.IToSixteen

histidine kinase mutantswere constructed to identify TCS required for

radiationresistance.

Phenotypicandgeneticcharacteristicsof16TCSmutantswereinvestigated.

Among them,disruption of DR_2419 and bphPR decreased radiation

resistance.Furthermore,themutantsshowedhighersensitivitytoH2O2and

mitomycinC (MMC)thanthatofwildtype.GeneexpressionofDR_2419

and bphPR wasincreased inresponsetoγ-radiationwithtime-dependent

manner.However,resistanceto UV and bleomycin ofthemutantswas

similartothatofthewildtype.TheseresultssuggestedthatDR_2419and

bphPRarerequiredfordamagerepaircausedbyionizingradiation,MMC,

andH2O2.

○ Developmentofgeneticresourcesandfunctionalmaterialsfrom Deinococcus

Tofindthemostpropergeneticresponsiveelementforcadmium biosensor

construction,35candidategeneswereselected from previous(2008)time

and gene expression leveldependentclusteranalysis.Among them,12

genesshowinggradualincreaseingeneexpressionwasselected.

Forty recombinant plasmids containing Cd responsive promoter were

constructed and theiractivityweremeasured in variousconditions.Four

recombinantstrainsshowingCdspecificstronginductionwereselectedfor

LacZ-basedCdsensorstrainsandappliedforpatents.

Amongthe4promoters,thepromoterderivedfrom DR_0659showedthe

highest specificity, sensitivity, and activity in response to Cd. The

Cd-inducibleactivitywasretainedinthe393bpdeletionfragment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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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69promoter.Fornakedeyedetection,thebiosensorplasmidcontaining

crtIasareportergeneunderthecontroloftheselected promoterwas

introduced intoacrtI-deleted mutantstrainofD.radiodurans.Thesensor

strainchangeditscolorfrom lightyellow toredbytheadditionofCdand

hadnosignificantresponsetoothermetals.Themacroscopicbiosensorstrain

wasappliedforapatent.

InvivoandinvitrostudiesoffrnEtoinvestigateitsbiologicalfunctionwere

performed.FrnE mutantofD.radioduransshowed nearly 15 fold less

toleranceto10mM cadmium andnearly3logcycledecreasedtoleranceto

10mM diamide,ascomparedtowildtypecells.RecombinantFrnEshowed

disulfideisomeraseactivityonscrambledRNaseA substrateandmaintained

insulininreducedform inthepresenceofDTT.WildtypetransgenicE.

coliexpressingFrnE ofD.radioduransdid notaffectthenormalcellular

responsetoDTTandthesecellsshowedalmostequivalentoxidativestress

toleranceascontrols.Disulfidebondformationproteins(Dsb)mutantsofE.

coliexpressingFrnEshowed differentialresponsetoDTT.ThedsbC and

dsbCD mutantscould recovermaximum resistanceto DTT stress.Equal

molar ratio of recombinant FrnE to malate dehydrogenase substrate

protectedtheproteinsubstratefrom thermaldenaturation.Nearly100% of

malatedehydrogenasewasfoundinactiveform at42oCwhenincubatedin

1:1molarratioofmalatedehydrogenasetoFrnE,indicatingthechaperon

role ofFrnE protein.Theseresultssuggested thatFrnE hasa role in

bacterialresistancetocadmium anddiamide.Thepossibilityofthisprotein

working through improving theoxidativestresstoleranceand protecting

proteinsfrom inactivationcouldbesuggested. 

The antioxidative characteristics of the total methanolic extract from

DeinococcusradioduransR1wereassessed.Thecrudeextractwassubmittedto

HPLC and exhibited fivepeakswith onemajorpigment(approx.80%),

deinoxanthin.Thefreeradical-scavenging effectwasstudied using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assay.DPPH radicalscavengingreached89.3%

and wassimilarto thatofbutylated hydroxytoluene (BHT)used asa

positivecontrol.Theantioxidantpotentialwasevaluated bydetectingthe

oxygen-derivedfreeradicalsincludingsuperoxide(O2-)andhydroxylradical

(•OH) using an ultraweak luminescence analyzer (uwLA).The I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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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foraninhibitionofthesuperoxideandhydroxylradicalwas

224and120µg/ml,respectively.

Antioxidantpotentialsofthemethanolicextractsfrom sixDeinococcalspecies

(D.radioduransR1,D.pugnans,D.geothermalis,D.indicus,D.murrayi,andD.

proteolyticus)werecompared.Thecontentsofthemethanolextractswere

analyzed by HPLC and their antioxidantactivity was measured.The

methanolextractsofD.pugnansshowedthebestantioxidantactivity.The

presenceofastaxanthin and deinoxanthin in thecrudeextractsfrom D.

pugnansandtheircombinedtreatmentcouldbethereasonfortheresult.

These results indicate thatcarotenoids from Deinococcus genus are an

excellentsourceforstrongnaturalantioxidativematerials.

Deinococcusgeothermalisisagram-positive,proficientsaccharolyticmoderate

thermophilicorganism isolated from hotpools,industrialpapermachines’

water,and deepoceansubsurfaceenvironments.Saccharificationofxylans

(beechwoodxylan,birchwoodxylanandoatspeltxylan)byD.geothermalis

wasstudied.Theoptimum hydrolysisconditionwasdeterminedas37°C,pH

5.0,0.5% xylan,and Mg2+ asacofactor.Approximately 200mg/L,170

mg/Land140mg/Lofreducingsugarwereconversed from beechwood

xylan,birchwoodxylanandoatspeltxylan,respectively.Theoptimum pH

ranged from pH5 to pH8.The amountofsubstrate slightly affected

hydrolysisrateand optimum temperaturewasbetween 30°C and 45°C.

Supplementation with MgSO4 increased the rate ofreducing the sugar

productionbyupto1635mg/L,8timeshigherthanthatofcontrol.These

resultssuggested thatD.geothermaliscanbeused forxyloseproduction

from xylan.

○ Isolationofnovelradiation-resistantmicrobialorganisms.

Fourradiationresistantyeaststrainswereisolatedfrom seawatersamples

aroundKorea.

Additionally,656yeaststrainswereisolatedfrom seawater.Amongthem,

15strainsshowedhighradiationresistance.

The mostradiation resistantyeaststrain was identified as Filobasidium

elegans.Resultsfrom morphologicalandmolecularinvestigationindicated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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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wallstructureandefficientDNAdamagerecoverysystemsareimportant

factorsfortheradiationresistanceofF.elegans.

TwonovelDeinococcalspecieswereisolated and identified from soiland

sludgefrom Daejeon.

○ Developmentofnew technologiesinmicrobialindustryusingaradiation

Effectivegammaraydosagewithouttheinhibitionoffungalhyphaandfruit

body formation ofnew pine mushroom wassurveyed and setup to

investigatepotentialradiationapplicationformushroom breeding.

Effects of radiation and chemical mutagen (SA,9-AA) on microbial

mutagenesiswerecomparedusingAmestest.

Generally,radiation resistant microorganisms are criterion of radiation

sterilizedpublichealthproducts.A combinatorialsterilizationprocesswith

gammarayandheattolowertheradiationresistanceofarepresentative

bacterialendosporefrom Bacilluswasevaluatedanddeveloped.

Radiation sensitivity ofEscherichaicoliT1bacteriophagewasassessed to

establishoptimalconditionforradiationinducedmicrobialmutagenesis.

Radiation resistancofwild typ D.radioduransand severalmutantstrains

wereanalyzedandthreeDeinococcalbioindicatorsforradiationdosagewere

developedandappliedforpatents.

Withthecollaborationwitharesearchteam ofKoreaResearchInstituteof

BioscienceandBiotechnologyaKlebsiellapneumoniaemutantstrainshowing

highethanolproductionyield(21.5g/l)andproductivity(0.93g/l/h)was

constructed.

Radiationinducedmutantbreedingislaboriousandtime-consumingprocess.

A highthroughputtechnologyforrapidandsimultaneousradiationinduced

microbialbreedingwasdevelopedusingESRdevice.

Ⅴ.ApplicationoftheProjectResults

○ "Research ofradiation resistantmicrobialorganisms" is the firstproject

performedsystematicresearchinthis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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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projectisbasedontheinvestigationofradiationresistancemechanisms

usingvariousmolecularbiologicalapproachesandinformation.

○ Novelfunctionalgeneticelements,enzymes,andphysiologicalactivesubstances

can beproduced using thetechnologiesand information from thisproject.

Eventually,industrialmicrobialcellfactories based on radiation resistant

microbialgenomeswillbedevelopedandthetechnologieswillbediffusedto

bioindustrycontinuously.

○ Theresultsfrom thisresearchwillbepublishedhighqualityjournalsandthe

technologiescanbeusedinbio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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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1.연구의 필요성

ㅇ 생명연구자원의 주권 련 국제 약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심으

로 자국의 생물자원확보를 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유용 생명연구자원 확보

를 한 국가 경쟁이 치열함

-생물다양성 약(CBD,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생물 다양성 보

지속 인 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 추진 (‘93)

-유 자원의 근과 이익 공유(ABS,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

Sharing)의정서 체결:타국의 생명연구자원 사용 시에 생물자원 보유국의 승인

을 받고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규정 (’10)

ㅇ 미생물은 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 지 고갈,환경오염 식량부족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 바이오 연구의 필수 자원으로서 요성이 증 되고 있어 선진

국들은 미생물에 한 연구 개발을 략 포인트로 삼고 기술 우 를 선 하

기 한 미생물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음.

-미국:세계 최 의 생명연구자원 보유국으로서 세계를 상으로 미생물자원

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인 미생물자원선테인 ATCC와 NRRL에 약 155,000

종의 미생물자원 확보

-EU:미생물자원의 주도권 확보를 하여 회원국간 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표 인 EU 미생물자원센터인 CBS(네덜란드),DSMZ(독일)에 약 100,000종의 미

생물 자원 확보

-일본:세계 최고수 의 미생물자원 확보· 리 활용을 목표로 국가생명자원사

업(NBRP,'02~계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생물자원센터인 NBRC에 약 23,000

종의 미생물 자원 확보

- 국:정부주도로 미생물자원의 확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35,000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미생물센터(CGMCC)를 ‘09년 공식으로 가동하고 약

10만종 정도의 미생물 균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한국은 ‘09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리 활용에 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생명연구자원 리기본계획(’11~‘20)을 수립하 으나 미생물 자원을 리하

고 있는 10개국의 표기 생명(연)의 미생물자원센터(KCTC)는 8 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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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국의 ATCC에 비해 약 1/7수 에 그치고 있으므로 미생물 자원 확보를

한 국가 책이 시 함

ㅇ 한국은 신종미생물 발견 강국으로 ‘05년부터 재까지 400여종의 신종미생물을

보고하 으나 소한 국토와 비교 기후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활

용성이 높은 미생물자원의 확보가 어려움.

-국내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 의 활용비율은 평균 약 1.2%(‘00~’08)로 연평균

67건을 분양하 음.

ㅇ 세계 각국의 미생물 유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의 한정된 미

생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수요자 심의 미생물 균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사선 기술은 다양한 미생물 균주 개량에 범용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음.

-유 자 조작 미생물(GMO)의 경우 유용성 기능성이 증가되어도 환경 생태

계 교란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나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된 미생물의 경

우는 생태계 안정성에 향을 미치지 않음.

-UV 는 기존의 chemicalmutagen은 특정 유 자 서열이나 특정 DNA 염기

만을 변형시켜 개량할 수 있는 미생물의 표 형(phenotype)에 제한이 있는데

비하여 방사선은 여러 형태의 DNA basedamage(8-hydroxyadenine,8-oxo-

deoxyguanosine,thyminedamage),한가닥 는 두가닥 DNA 단 등을 발생

시켜 다양한 미생물 균주의 표 형을 개량할 수 있음.

-본 연구진은 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기술을 활용 에탄

올 생산효율이 증가된 Klebsiellapneumoniae균주 개발에 성공,유수해외

에 발표하 음 [BioresourceTechnology,2011(IF=4.4)].

ㅇ 방사선 기반 미생물 유용화 연구는 국내 방사선 생물학의 획기 인 발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산업 반에 막 한 수요 창출이 상되기 때문에 정부주도

의 연구지원이 필요함.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이 미생물에 유발하는 DNA/게놈 변화에 한 기 연구

를 바탕으로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를 해서는 다양한 방사선원의 특성 이해와 방사선 발생장치와의 연계가 필수

이므로 원자력연구원의 기 목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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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평가지표(핵심성과 스펙) 검증방법
가 치
(%)

1 .

Deinococcus

radiodurans

의 방사선

항성 메커

니즘 규명

1-1
방사선 항성 련
발 조 시스템 연구

-방사선 항성 조 단백질 발

규명 (PprI,PprM)

-논문

-실험보고서
10

1-2
방사선 항성 련
신규 유 자원 선발
기능 규명

-신규 방사선 항성 유 자원
발굴 기능 규명 (DinB,RecG,
DR_A0279)

-논문

-실험보고서
10

1-3
D.radiodurans외부
환경 신호 달 조
시스템 규명

-외부환경 신호 달 조 유 자

기능 규명 (Two-component

system)

10

2 .

Deinococcus

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2-1
카드뮴 검출용
bio-sensor균주 개발

Cd검출용 신규 재조합 균주
-논문

-특허
15

2-2단백질 수선 효소 특성
규명

단백질 수선효소 (FrnE)기능
규명

-논문

-실험보고서
5

2-3
Deinococcus속 유래
카로테노이드 특성
규명

-Deinoxanthin기능성 분석
-논문

-실험보고서
5

2-4
폐식물자원 분해기술
개발

-Deinococcus기반 비 분성 다당

류 분해 효율 검증

-논문

-실험보고서
5

3.신규 방사
선 항성
유용미생물
탐색

3-1해수 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 분리

신규 방사선 항성 효모 1종 분리

동정

-논문

-실험보고서
10

3-2
토양 유래 방사선
항성 세균 분리

신규 방사선 항성 세균 2종 분리

동정

-논문

-실험보고서
5

3-3Deinococcus종간의
비교 유 체 분석

Deinococcus종간의 비교 유 체
분석

-논문

-실험보고서
5

4.방사선 이
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
발

4-1
방사선 유도 유용
산업미생물 변이체
제작 기술 개발

-산업용 균주 육종

-버섯에 한 방사선 향 평가

변이체 선발 기반기술개발

-논문

-실험보고서
10

4-2
선량별 Deinococcus
indicator균주 선발

-방사선 선량 indicator균주 제작
-논문

-특허
10

2.성과목표

가.단계목표

ㅇ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유 체 기능정보 분석을 통해 신규 유 자원,유용

산업미생물,미생물산업 련 신기술 신제품 등을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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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과제 수행체계

가.사업/과제 추진체계 략

1)사업/과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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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는 방사선 항성 미생물(D.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련 유

자 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탐색하는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연

구”를 기반으로 함.이 과정을 통하여 축척된 다양한 유 학 기술을 활용하

여 방사선 항성 미생물이 생산하는 생물산업용 “신규 단백질 기능성

물질 합성 련 유 자를 탐색 개발”하고 궁극 으로 방사선 항성 미생물

유 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산업용 균주를 개발”하고자 함.

○ BT분야의 기반실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고가의 장비 숙련된 문가

등이 필요하나 장비의 활용도는 연구기간 기에 집 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는 것은 비효율 임.따라서 유 체 련 분석업무는 문업체 외주

를 기본으로 추진함.

○ 산학연 연계는 1～3차 년도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

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 에서 탁 력을 실시함.

○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연구”는 기존 연구 그룹 다양한 문가 그룹들

과의 연계를 통하여 유기 ,능동 기술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기

간 단축 세계 수 의 연구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함.방사선 항성 미생

물을 연구하는 선도 그룹 의 하나인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Japan

AtomicEnergyAgency)의 방사선 응용연구부 (Radiation-AppliedBiology

Divsion)소속 유 자원연구그룹 (GeneResourceResearchGroup)과의 구

축된 network를 이용하여 D.radiodurans 련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함.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신규 유 자원 개발”은 자체 인 DNA chip제작

을 통하여 통 인 분자유 학 연구 방법인 ‘trial-and-error'가 아닌 체

유 체를 상으로 보다 효율 인 탐색 시스템을 구축함.

○ “방사선 항성 미생물유 체 기반 산업균주 개발”은 방사선 항성 미생물

을 연구하는 기존의 미국,일본 등의 선도그룹의 연구방향을 평가, 측하여

틈새기술 선도기술을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

2)사업/과제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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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국외 황

○ 방사선 항성 미생물과 같은 극한환경 미생물들은 지 까지 밝 진 물질들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효소,기능성 유 자,생리활성물질 들

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미생물로 각 받고 있음.

○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은 거 제약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MICROMAT연

구개발 로그램을 운 하면서 극한환경의 미생물자원 확보,유용 신물질 탐색,

유 체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인간세포보다 약 3,000배 이상의 방사선에도 아무 변이 없이 생육이 가능한

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인 Deinococcusradiodurans도 1999년 미국 에 지성의

지원으로 체 genomeDNA 염기서열이 밝 지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1999년 D.radiodurans의 염기서열이 해독된 후 2000년 최신 omic분석기술을

이용한 transcriptomic,proteomic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사선

항성에 향을 주는 유 자/단백질 들을 탐색하여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D.radiodurans이외에도 2007년 Deinococcusgeothermalis,2009년 Deinococcus

deserti의 염기서열이 잇따라 해독되어 Deinococcus종간의 비교 유 체 분석 등

련 연구가 최근 증하고 있음.

○ D.radiodurans의 3,187개의 ORF 약 반 정도의 유 자는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약 1,000개의 유 자는 D.radiodurans에만 특이 으로 존재하는

유 자로 밝 짐.즉,다른 생물유 자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선 항성 미생

물 고유의 신기능 단백질을 규명할 수 있음.

○ 지 까지 Deinococcus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연구는 DNA에 이 맞춰

졌으나 최근 Dr.Daly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DNA변이 보다 단백질 산화가 더

욱 요한 원인일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이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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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명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선 항성 미생물의 경우 강력한 DNA repairsystem 등을 통하여 극한 환

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므로 bioremediationtechnology분야 등에 활용도가 높아

최근 연구 그룹들이 증가하 으며 특히 NASA 에서는 Deinococcus의 방사선

항성에 주목,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주미생물로서의

Deinococuss의 가치를 재조명

[주요 기술의 선진수 과의 비교분석]

성과지표 해외 황
해외연구
그룹과의
격차

연구원의
수월성/차별성

1. Deinococcus

radiodurans의 방

사선 항성 메

커니즘 규명

미국의 연구소 학에서 연구 인 다

수의 그룹이 존재하며 Dr.Battista,Dr.

Lidstrom,Dr.Daly등이 표 인 그룹

리더임.아시아에서는 인도 Bhabha연구

소의 Dr.Misra,일본 다카사키연구소의

Dr.Narumi, 국의 Dr.Hua등이 있음.

70%

본 연구진은 오믹스

연구 체계를 갖추어

Deinococcus의 오믹

스 분야는 매우 우

수함.

2. Deinococcus

유래 기능성 물

질 유 자원

개발

해외 다수의 그룹 Dr.Daly와 Dr.

Hua가 이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70%
풍부한 오믹스 기반

연구 경험 확보

3.신규 방사선

항성 유용미

생물 탐색

신규 방사선 항성 미생물 분리 동정을

주로 연구하는 특정 연구그룹은 없음.
75%

방사선 조사실설이

갖추어진 연구시설

이므로 이분야는 매

우 유망하다 할 수

있음.

4.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

술 개발

국 Zhejiang 학의 Institute of

Nuclear-AgriculturalSciences에서 연

구 인 Hua박사가 방사선 항성 미

생물 유 체 방사선을 활용한 분자

육종을 선두 으로 연구하고 있음.

70%

고에탄올 생산균주

개발 등의 경험을 토

로 미생물 육종 기

반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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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황

가.산업계 동향

○ 의학분야에서는 방사선의 향과 방사선 암치료 효과증진의 에서 스트 스

반응,암세포 사멸 성장억제 련 유 자에 한 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연구결과는 방사선 민감제,방사선 방호제 등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

음

○ 식품,의료(TissueBank등),공 보건 분야에서 방사선 살균의 확 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사선 항성 미생물 바이러스의 제어기술개발이 요

구되고 있음

○ Fluka에서는 Bacilluspumilus포자를 이용한 방사선 살균 검증용 sterility

indicator를 개발하 음.

나.학계 동향

○ 특수환경,난배양성 미생물들의 유 체 자원 확보와 이들 미생물 유 체 기능정

보 분석과 활용을 통해 세계 정상 미생물 련 기술을 확보하고자 형국가연

구개발사업인 21세기 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생물유 체활용기

술개발사업단』이 2002년 5월에 발족되었고 평균 100억 원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의 산이 투자되어 사업이 수행 에 있음.

○ 다양한 해양·극한생물 자원 유 체를 확보해 해양생물 자원 유 자 DB

뱅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극한생물 유 체의 유용기능 연구를 하고

자 해양수산부의 마린바이오21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10년 동안 800억 원

의 산이 투입되어 『해양․극한생물 분자유 체 연구단』이 만들어졌음

○ Deinococcus에 련된 연구가 충북 학교,서울여자 학교,KAIST등에서 수행

되어 신규 Deinococcus선발 방사선 항성과 련된 효소/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하 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공주 학교에서 “극지산 조류의 방사선 응 기제 규명 응용 연구”를

통하여 조류(algae)의 방사선 응성/ 항성 조류가 생산하는 항산화 물질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다.연구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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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연구계에서 Deinococcus 는 방사선 항성 미생

물을 연구하고 있는 그룹은 무함.

○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선 항성과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분 종양세포의 방사선 항성 증가에 한 연구임.



- 10 -

그림 1.비교유 체학 분석 과정

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1.Deinococcus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 Deinococcus종간의 유 체 비교 분석

-Deinococcus의 방사선 항성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D.radiodurans와

다른 Deinococccus3종(D.proteolyticus,D.radiophilus,D.radiopugnans)의 유 체를

D.radiodurans의 유 자를 담고 있는 DNA chip을 이용하여 비교유 체학

(comparativegenomics)연구 수행 (그림 1).

-DNA microarray분석을 통하여 D.radiodurans에는 존재하나 다른 Deinococcus에

는 존재하지 않는 유 자들을 선별함.그 결과 D.radiopugnans(DRP)에는 421개의

유 자가 D.proteolyticus(DPL)에는 298개의 유 자가 D.radiophilus(DRPH)에는

282개의 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됨.이 DRP,DPL,DRPH 3개의

종 모두에서 존재하지 않는 58개의 유 자를 찾아 냄 (그림 2).

-DRP,DPL,DRPH에서 결여된 유 자들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직

그 기능이 밝 지지 않은 hypothetical protein(HP)들이 가장 많았음. D.

proteolyticus(DPL)의 경우에는 손실된 많은 수의 유 자가 cellenvelope에 여된

것으로 보아 다른 종에 비하여 세포벽 는 막 구조/구성성분이 다를 것으로 유추

됨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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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D.radiodurans와 비교하여 3종의 Deinococcus에 존재하지 않는

유 자의 개수를 보여주는 Venndiagram

그림 3.결여된 유 자들의 기능별 분석: (A)Amino acid biosynthesis; (B)

Biosynthesisofcofactors,protheticsgroups,andcarriers;(E)Cellenvelope;(P)

Cellularprocess;(C)Centralintermediarymetabolism;(D)DNAmetabolism;(EM)

Energy metabolism; (FP) Fatty acid and phospholipid metabolism; (HP)

Hypotheticalproteins;(HC)Hypotheticalproteins-Conserved;(PF)Protein fate;

(PS)Protein synthesis;(PN)Purine,pyrimindinesnucleosides,and nucleotides;

(RF)Regulatoryfunction;(TC)Transcription;(TP)Transportandbindingproteins;

(UF)unknownfunction

- DRP,DPL,DRPH 3개의 종 모두에서 존재하지 않는 58개의 유 자

hypotheticalprotein을 제외한 유 자들을 표 3에 나타냄.이들 유 자의 결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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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재확인하기 하여 각각의 유 자의 primer를 제작한 후 D.radiodurans를 포

함한 3종의 Deinococcus에서 genomicDNA를 회수하여 PCR을 수행함 (그림 4).

표 1.Deinococcussp.3종에 모두 존재하지 않는 유 자

-흥미롭게도 DNA helicaseRecG를 coding하는 DR1916유 자가 D.radiodurans에

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DNAhelicase는 DNArepairsystem에 여하는 단백질

이므로 3 종의 Deinococcus에서 DR1916 유 자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D.

radiodurans가 독특한 DNArepairsystem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003,2004년의 proteomic연구 결과 등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 후에 Deinococcus에

서 발 이 증가되는 일련의 단백질 등을 동정하 고 이들 단백질 이름을 Ddr

(DNAdamageresponse)로 명명함.아직 그 구체 인 기능이 밝 지지는 않았으나

Ddr변이체의 방사선 항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Deinococcus의 방사선 항

성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을 추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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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유 자 결손 재확인을 한 PCR결과

(1.D.radiodurans;2.D.radiopugnans;3.D.proteolyticus;4.D.radiophilus)

표 2.Deinococcus종별 ddr유 자 들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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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diodurans이후 염기 서열이 분석된 D.geothermalis와 D.deserti에서도 이들

Ddr단백질 생산 유 자가 존재함.하지만 DRP,DPL,DRPH 3개의 종에서는

부분의 Ddr단백질 생산 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

이 유 자들의 결손을 재확인하기 하여 PCR과 DNAsouthernblotting을 수행한

결과 DdrA,B,C,D유 자 4개 모두가 결여된 것을 확인하 음 (그림 5).

그림 5.ddrA,B,C,D유 자 결여를 확인하기 한 PCR실험

southernblotting결과

(1.D.radiodurans;2.D.radiopugnans;3.D.proteolyticus;4.D.radiophilus)

ㅇ DinB단백질의 방사선 항성 련 기능 분석

- 2-dimensional electrophoresis를 이용한 proteomic 분석을 통하여 damage

inducibleprotein(DinB)이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후 primerextensionassay westernblotting을 이용하여 이 단백질이 D.

radiodurnas의 방사선 항성 련 요 사조 인자인 PprI에 의하여 발 이 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DinB 단백질이 D.

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에 일정정도 향을 주는 것으로 단 함.

-DinB단백질이 D.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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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B유 자의 변이체를 제작함.dinB변이체 균주를 제작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시도하 으나 실패하 음.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dinB의 경우 기존의

Deinococcus변이체 제작방법과 달리 유 자를 심으로 양 쪽으로 약 1.5kb이상

의 DNA가 변이체 제작시에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음.

-먼 ,P1/P2P3'그리고 P2'P3primerset를 이용하여 dinB양쪽의 1.5kbDNA 단

편을 각각 증폭한 후 증폭된 두 개의 DNA단편을 하나의 PCR반응에 template로

사용하여 P1과 P4primer로 증폭함.이때 amplicon1과 amplicon2사이에 존재하는

42bp의 overlap되는 상보 인 sequence로 인하여 dinB가 제거된 약 3kb의 PCR

단편을 얻을 수 있음.이후 amplicon3에 항생제 마커인 kanamycin을 cloning한

후 Deinococcus에 이 단편을 도입하여 변이체를 제작함 (그림 6).

그림 6.dinB유 자 변이체 제작 과정

-제작된 변이체의 dinB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wild type과 변이체에서

genomicDNA를 회수한 후 PCR을 수행함.그 결과 변이체에서 dinB유 자 신

삽입된 항생제 마커로 인하여 사이즈가 증가된 PCR단편을 얻을 수 있었음 (그

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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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dinB변이체 확인 PCR결과

-제작된 dinB변이체의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하기 하여 logphase까지 배양한

wildtype과 dinB변이체를 그림 8A과 같이 다양한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생

존 colony를 비교 함.그 결과 dinB변이로 인하여 방사선 감수성은 1logunit이

감소하 고 hydrogenperoxide감수성은 90mM 농도에서 약 5logunit이 감소한

것을 확인함.이는 DinB단백질이 DeinococcusDNA repairsystem에 여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8.dinB변이체의 방사선(A) hydrogenperoxide(B)감수성

○ 방사선 항성 련 신규 유 자 (recG)의 기능 규명

-DNA helicase를 coding하는 recG유 자가 Deinococcusradiodurans의 방사선 항

성에 련하는지 알아보고자 recG유 자의 변이체를 제작한 후 H2O2와 방사선에

한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 야생형 균주에 비하여 항성이 감소하 고 RecG 단

백질을 plasmid로 보충하 을 때에는 그 하된 방사선 감수성이 복원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음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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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DRA_0279돌연변이체 제작 과정 확인

그림 9.recG변이체의 방사선 과산화수소 감수성

ㅇ방사선 항성 련 신규 유 자 DRA_0279의 특성 분석

-DRA_0279유 자가 방사선 항성에 련하는지 알아보고자 DRA_0279유 자가

제거된 mutantallele를 제작하 고 homologousrecombination을 통해 DRA_0279

가 제거되고 항생제 마커 유 자 (Kmr)가 삽입된 변이체를 제작하고 diagnostic

PCR을 통해 확인함 (그림 10).

-돌연변이체의 DNA 손상에 한 표 형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방사선,

mitomycinC,그리고 H2O2에 한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 야생형 균주에 비하여

항성이 히 감소됨을 확인하 으며,이는 DRA_0279유 자가 DNA 손상 복

구에 매우 요한 유 자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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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DRA_0279돌연변이체의 방사선 항성(a),MMC 항성(b), H2O2

항성(c)

ㅇD.radiodurans의 pprM 돌연변이체의 transcriptome분석

-PprM에 의해 조 되는 방사선 비의존성 유 자군을 탐색하기 하여 수성장기

의 야생형과 돌연변이체를 방사선 조사 없이 DNA microarray를 통하여 발 체

를 분석함.그 결과 돌연변이체에서 324개의 유 자의 발 이 2배 이상 유의미하

게 증가 (184개) 는 감소 (140개)하 음.세포벽 합성, 간 사산물 사,에

지 사,그리고 DNA 사와 같은 다양에 유 자군의 발 이 PprM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밝 짐 (표 3).

-특히 세포벽 합성과 DNA 사 련 유 자군의 상당수가 PprM에 의하여 발 이

조 된 것으로 보아 세포의 성장과 DNA 수선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한 PprM에 의한 방사선 항성과 련된 ddr유 자들과 recA유 자의

발 조 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음.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D.radiodurans

의 방사선 항성 기작 규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PprM에 의해 조 되는 방사선 의존성 유 자군을 탐색하기 하여 수성장기의

야생형과 돌연변이체를 2kGy의 감마선을 조사 후 30분 동안 재배양 후 DNA

microarray분석을 실시하 음.분석 결과 pprM 돌연변이체에서 총 523개 유 자

의 발 이 2배 이상 증가 (281개) 는 감소 (242개)하 음.방사선 조사 후 PprM

에 의하여 조 되는 유 자의 수가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것 보다 약 60% 높은

것으로 보아 PprM은 방사선 조사 후 세포 손상을 복구하기 해 더 많은 유 자

의 발 을 조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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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후 PprM에 의해 조 받는 유 자군 세포벽 합성과 에 지 사

에 련된 유 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 으며 이는 PprM이 손상된 세포의 생장

을 조 한다는 것을 의미함.

-기존 보고에 따르면 PprM은 catalase인 pprA 유 자의 발 을 조 하는데,본 연

구에서는 superoxidedismutase(sodA,sodC)와 다른 catalase를 (katE)암호화하

고 있는 유 자의 발 에 여할 것으로 밝 짐.따라서 PprM은 방사선 조사 후

생성된 반응성 산소종 제거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조사 후 PprM에 의해 발 이 조 되는 DNA 사 련 유 자의 수는 감

소하 으나,다른 조 인자들의 암호화하고 있는 유 자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

음.이는 PprM이 방사선 조사 후 발생한 복잡한 D.radiodurans의 세포손상 복구기

작에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방사선은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질의 손상을 유발함.본 실험 분석결과 다

양한 단백질 수선 유 자들의 발 이 PprM 돌연변이에 의해 조 되었음.따라서

PprM은 손상된 단백질 수선에 여하는 유 자 발 에 직․간 으로 여할 것

으로 단됨.

-결론 으로 PprM은 주로 세포벽 합성,DNA 사,에 지 사,그리고 단백질 수

선에 련된 유 자 발 에 여하며,방사선 조사 후 발 을 조 하는 유 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함. 한 상당수의 조 유 자의 발 을 조 하여 다양한 세포

사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사료됨.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PprM 단백질의 기능을 게놈 스 일로 확

인 할 수 있었으며,이는 표 인 방사선 항성 미생물인 D.radiodurans의 밝

지지 않은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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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방사선 조사 후 PprM에 의해 조 되는 유 자군의 발 체 분석

Category Genes

Up-regulation Down-regulation
Amino acidbiosynthesis ilvA,trpD,trpG,aroF,leuA,trpE-2 DR_2033,hisC-1,DR_0920,hisC-2

Biosynthesis of cofactors,

prostheticgroups,andcarriers

DR_C0034,hemA,thiC,thiE, uppS,

thiS,thiD,thiG

pdxY,panC,cobA,cbiA,DR_B0010

Cellenvelope DR_1358,DR_1185,glmU,DR_0709,

DR_0286,pilT-1,DR_1387,DR_0479,

DR_1115,murA,DR_1963,DR_0910,

DR_1233,icsA,DR_1232,DR_0383

DR_1709, DR_A0031, manC, rfbB,

mtfB, DR_A0037, pilT-2, DR_A0043,

DR_A0040, amsG, rfbA, rfbD,

DR_A0038

Cellular process ftsH-2,ftsH-3,DR_0599, DR_1918,

terZ,terD-1,terA,terB,DR_1756

sodC, maf, brkB, DR_B0002, katE,

osmC, sodA, DR_B0128, DR_2263,

DR_A0202, DR_1620, DR_B0129,

DR_0853

Centralintermediarymetabolism mrsA, glmS, DR_A0256, acs,

DR_0125,paaC,paaD,paaB,paaA,

DR_1800

DR_A0232, DR_0413, DR_A0236,

DR_A0203, DR_0791, DR_A0233,

DR_0729, DR_A0145, DR_A0237,

DR_A0364, DR_A0235, DR_A0005,

DR_B0033

DNA metabolism DR_2410,ruvC,gyrA,ddrB,ddrC,

ddrH,ddrF,ddrE

mug,hbs,DR_0690,ung,nth-2,uvrA-2

Energy metabolism nuoA,DR_1375,tal,glpQ-1, sdhB,

ccmE, citE-1, DR_2208, ccmB,

DR_1723,DR_0711,ccmC,DR_A0067,

DR_2617,DR_A0068,DR_1794

DR_0700,DR_1597,DR_A0343, sucD,

tpi, DR_A0047, DR_0814, hpcD,

DR_A0226, rocA, gap, aceA, gnd,

DR_2190, DR_0695,DR_1097,zwf,ldh,

DR_0696,DR_0699,DR_0697,DR_0404,

DR_0698, hutH,pgk,gfo,hutI,gcdH,

glpQ-2

Fatty acid and phospholipid

metabolism

DR_A0250, DR_1189, atoB-1,

DR_1487,mutA,DR_0336,DR_1542,

acdA-4

atoB-4,DR_2477,DR_A0143

Mobile and extrachromosomal

elementfunctions

DR_C0033, DR_1296, DR_1334,

DR_C0011, DR_C0017, DR_B0059,

DR_2222,DR_1618,DR_0870

Protein fate DR_1912, DR_1459, ctaB, DR_2130,

dnaJ-1,groEL,DR_0806,lon1,groES,

lon2,dnaK,grpE,dnaJ-2,DR_1114,

clpB

DR_1737,DR_B0069,secY, DR_2322,

pfpI,DR_1839

Protein synthesis leuS,trmU,DR_2443,tyrS rnl,tilS

Purines,pyrimidines,nucleosides,

andnucleotides

DR_A0018 DR_A0177,carB,DR_A0178,DR_B0107,

nrdE,nrdF

Regulatory function DR_2581, DR_A0248, DR_A0350,

DR_1081, DR_C0012, DR_0720,

DR_0891, DR_2448, hspR, ddrI,

DR_1558, DR_0892, DR_1082,

DR_2328,DR_2327

DR_B0029, DR_1379, DR_2396,

DR_A0214,DR_1935,DR_B0126,ddrO,

DR_B0027,DR_A0335,DR_0781

Transcription DR_1624 hepA

Transport andbindingproteins DR_2453,DR_2153,DR_1437,dctA,

DR_0456, DR_0364, DR_1906,

DR_1570,DR_2336,livK,kdpA,pstS,

DR_A0007, DR_1655,pstA,ddrM,

DR_1438,kdpB

DR_1290, DR_A0136, DR_0830,

DR_A0135,DR_B0078,DR_B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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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pprI유 자의 염색체상 치 (a)와 그 인근 유 자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발 양상 (b)

ㅇPprI자가조 에 의한 방사선 항성 유 자 발 네트워크 규명

-PprI는 D.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에 매우 요한 단백질이나 그에 한 명확

한 기능과 발 조 기작에 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따라서 pprI유 자의 발

조 기작은 방사선 항성 미생물인 D.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기작을 이해

하는데 매우 요한 자료로 사료됨.

-이 연구결과 (2008년)에서 pprI유 자의 발 이 야생형 보다 pprI돌연변이체에

서 보다 높게 증가됨을 확인하 고,당해 연구에서는 pprI의 로모터 분석을 통하

여 pprI발 조 과 련된 연구를 수행하 음.

-염색체상에서 pprI유 자 하 에는 엽산 생합성 오페론이 존재하며,상 에는

로모터 부 를 포함하여 재까지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유 자가 존재함 (그림

12(a)).우선 pprI와 염색체상에서 양 으로 치하고 있는 유 자들의 방사선 조

사에 따른 발 양상 측정한 결과 acb와 pprI유 자가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방사

선에 해 발 이 증가함을 확인함 (그림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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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pprI 로모터의 발 양상 분석

-따라서 acb유 자와 기존에 알려진 로모터를 포함하는 염기서열에 한 lacZ

reportergeneassay를 한 재조합 라스미드 (그림 13(a)) 그의 형질 환체

를 제작하 고,방사선 조사에 따른 발 양상을 야생형과 pprI돌연변이체에서 분

석하 음 (그림 13(b)).측정한 결과 pprI유 자의 발 이 pprI돌연변이와 상 없

이 매우 복잡하게 조 되며, 로모터 부 는 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 그 상 염색

체 부 에 다른 한 곳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ㅇ D.radiodurans의 twocomponentsystem 기능 규명 연구

-박테리아를 포함한 생물체들은 pH,온도, 양소 등의 외부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응하면서 생존하는데 twocomponentsystems(TCSs)은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응/ 응할 수 있는 유 자들을 발 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함.

-Twocomponentsystems(TCSs)은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sensor단백

질(histidinekinase)과 sensor단백질에서 해지는 신호를 받아 해당하는 유 자들

의 발 을 직 으로 조 하는 responseregulator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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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Twocomponentsystem의 모식도

-D.radiodurans에 histidinekinase후보 유 자들을 선별하여 생물정보학 기술을 이

용,histidinekinase의 conserved domain을 가지고 있는 지 NCBIConserved

Domains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함

(http://www.ncbi.nlm.nih.gov/Structure/cdd/wrpsb.cgi).(그림 15).

그림 15.DR0744의 histidinekinaseconserveddomain분석

-선별된 histidinekinase후보 유 자 18개를 상으로 변이체 생산을 시도함.각

유 자의 PCR fragment에 변이체 선별 용 항생제 마커인 kanamycincassette를

클로닝한 후 이를 Deinococcus에 도입하여 kanamycin을 함유한 평 배지에서 자

란 콜로니를 선별함.선별된 colony에서 genomicDNA를 회수한 후 이를 template

로 변이체 확인을 한 PCR을 수행함.변이체의 경우 kanamycincassette가 해당

유 자에 삽입되어 있으므로 wildtype보다 더 큰 PCR단편을 얻을 수 있음 (그

림 16).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6개의 histidinekinase후보 유 자가 변이된 변이

체 들을 얻을 수 있었음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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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변이된 Deinococcushistidinekinase유 자

Synonym Product Strand Length Location

DR_0466 sensorybox/GGDEFfamily protein - 805 465081..467498

DR_0510 sensoryboxprotein + 193 515265..515846

DR_0577 sensorhistidinekinase + 590 589404..591176

DR_0744 sensorhistidinekinase + 566 759885..761585

DR_0750 sensorybox/GGDEFfamily protein - 939 765387..768206

DR_0860 sensorhistidinekinase + 392 870550..871728

DR_0892 sensorhistidinekinase - 369 899724..900833

DR_1174 sensoryboxsensor histidinekinase + 1131 1182459..1185854

DR_1227 two-componentsensor histidinekinase - 469 1234042..1235451

DR_1556 two-componentsensor,putative + 569 1574399..1576108

DR_1606 sensorhistidinekinase + 433 1629109..1630410

DR_2244 sensorytransduction histidinekinase(PhoR?) - 224 2237521..2238195

DR_2328 sensorhistidinekinase + 502 2325958..2327466

DR_2416 sensorhistidinekinase + 474 2417719..2419143

DR_2419 sensoryboxsensor histidinekinase + 744 2422057..2424291

DR_A0205 sensorhistidinekinase,Bacteriophytochrome - 532 212051..213649

그림 16.변이체 확인 PCR결과 (1.DNAladder;2.wildtype;3.mutant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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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_B0028 sensorhistidine kinase/responseregulator + 577 28062..29795

DR_B0029 sensorhistidine kinase/responseregulator + 416 29773..31023

DR_B0090 sensorhistidinekinase,coppermetabolism,

putativeCusS

- 451 110038..111393

○ 신호 달 유 자 변이체의 생리학 특성 분석

-기 제작된 16개의 신호 달 련 유 자 변이체를 상으로 방사선,UV,과산화수

소,mitomycinC등 DNA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는 환경에 한 표 형 특징

연구

-돌연변이체들의 과산화수소 항성을 측정한 결과 DR_0466,DR_0892,DR_0750,

그리고 DR_1174돌연변이체들이 과산화수소 처리 후 격한 생존율 감소를 나타

냄 (그림 17A).

- DR_2419돌연변이체만이 방사선에 한 민감성을 보 으나 다른 DNA 손상물질

는 환경에서는 생존율 감소는 찰되지 않았음 (그림 17B).

-D.radiodurans에서 빛을 감지하고 유 자 조 을 담당하는 신호 달 유 자

DR_bphPR변이체를 추가로 제작함 (그림 18A).

-DR_bphPR돌연변이체의 방사선,UV,과산화수소,mitomycinC에 한 항성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에 해서만 항성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18B).

-DR_bphPR은 세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을 감지하는 분자로서 이 분자가 방사선

항성과 련 있다는 것은 재까지 최 의 보고이며,이 분자가 세포내에서 어떠

한 유 자들의 발 을 조 하는지 연구하기 하여 DNA microarray실험을 실시

함.

-발 체 분석 결과 DR_bphPR돌연변이에 의해서 총 277개 유 자의 발 이 2배 이

상 증가 (151개) 는 감소 (126개)하 음 (표 5).특히 세포벽과 단백질 합성에

여하는 유 자군의 발 은 DR_bphPR돌연변이에 의해 상당수 증가하 음.따라서

DR_bphPR이 세포의 성장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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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DR_bphPR돌연변이체 제작 과정 (A) 돌연변이체의 방사선 항성

(B)

그림 17.신호 달 유 자 변이체들의 과산화수소 항성 (A) 방사선 항성 (B)

- 한 에 지 사,물질 수송,DNA 사 등 다양한 유 자군의 발 이 DR_bphPR

돌연변이에 의해 조 되었으며,스트 스 련 유 자인 샤페론 단백질을 암호화

하는 유 자의 발 도 향 받았음.

-따라서 DR_bphPR은 세포 내 다양한 사에 향을 주는 유 자이며 특히 세포의

성장과 한 유 자군의 발 조 에 여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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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D.radiodurans야생형과 DR_bphPR돌연변이체의 DNAmicroarray분석 결과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유 자 제외) 

Category Genes

Up-regulation Down-regulation

Amino acidbiosynthesis ilvD,hisC-2 DR_0470,aroF,gltB,DR_2033

Biosynthesis ofcofactors hemE,moaDE,cbiP DR_B0010,ribF,DR_2562

Cellenvelope DR_A0037,DR_A0040,DR_A0038,

DR_1630,amsG,mtfB,DR_A0444,

manC,DR_2149,rfbA

Cellular process surE,DR_C0025,DR_A0353,

DR_0427

DR_1620,DR_1857,katA,DR_2263

Central intermediary

metabolism

phoB,DR_A0149,DR_0324 cys-2,DR_A0127,DR_A0236,

DR_A0235,DR_1030,DR_A0145,

paaA,DR_1029,paaC,paaD,paaB

DNA metabolism DR_1259,DR_1776 uvrA-2,hbs,DR_2332,mutS

Energy metabolism hutI,glpQ-2,aceF,hutH,glpD,aceE,

rocF,ccmG,DR_1031,DR_0699,

DR_0696,ccmF,DR_0697,fruK,

DR_0701,ccmE,DR_0695

etfA,DR_1597,glcD,gnd,aceB,acn,

glgC-1,trxA,DR_0030,DR_A0275,

DR_A0048

Fatty acid and phospholipid

metabolism

atoB-5,fabF acdA-4,DR_A0143,DR_1485,dgkA

Mobile andextrachromosomal

elementfunctions

tnpR,DR_B0114,DR_0010

Protein fate DR_A0341,DR_0071,secE,secY DR_1114,DR_A0283,DR_2325,

lon2,dnaK,clpB,groEL,sugE-2,

aat

Protein synthesis rplA,rplX,rplE,rpsQ,tsf,rpsS,

rplC,rpsB,rpsK,rplP,rplD,fus-1,

rplL,rpsG,rplV,DR_1526,rpmC,

rplN,rpsL,infB,rplW,frr,rpsC,rplQ

aspS2,DR_0961

nucleosides,andnucleotides nrdE,DR_B0107,pyrH yicP

Regulatory function DR_1384,rsbT,DR_A0248,

DR_B0076,DR_A0050

DR_1082,DR_B0081,DR_2328,

DR_A0049

Transcription DR_1624,rpoB,rpoC,rnr,rpoE greA-2

Transport and binding

proteins

DR_0788,fruA,DR_B0199, DR_C0040,

livM,DR_1906

livK,acb,livF,DR_0096,livH,

DR_A0209,DR_1571,DR_2463,

DR_1028,DR_A0208,DR_0363,

DR_1027,livK

○ 신호 달 유 자 (DRB_0028,DR_2244)의 특성 분석 조 계 분석

-DNA 손상 복구와 련된 신호 달 체계 유 자 돌연변이체들의 지속 인 표 형

연구결과 DR2244와 DRB_0028유 자가 이온화 방사선과 과산화수소 그리고

유 독성물질인 mitomycin C와 bleomycin에 한 생존에 여함을 밝힘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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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DR2244 DRB_0028돌연변이체의 MMC(a),Bleomycin(b),방사선 (c),

그리고 H2O2(d) 항성

-이들 두 유 자의 방사선 항성과의 련성을 발 체를 통하여 알아보기 하여

DNA microarray연구를 진행하 으나,방사선 조사 후 특이할만한 유 자 발 양

상은 찰되지 않음.따라서 발 체 분석을 한 조건을 재조정하여 연구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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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카드뮴 반응 유 자 들의 qRT-PCR분석.

Foldchange(Cd
treated/non-treated)

GeneID Product 15min30min 60
min

120
min

DR_0025 conservedhypotheticalprotein 6.8 11.7 17.7 14.4

DR_0070 hypotheticalprotein 2.3 6.3 17.0 25.0

DR_0154 riboflavinsynthase,alphasubunit 3.3 9.8 15.0 33.0

DR_0216 conservedhypotheticalprotein 4.1 7.8 13.1 17.0

DR_0327 periplasmicserineprotease,HtrA/DegQ/DegSfamily 7.0 13.1 23.6 30.8

DR_0366 conservedhypotheticalprotein 4.9 9.7 14.9 20.3

DR_0439 HesB/YadR/YfhFfamilyprotein 8.2 14.0 22.5 25.2

DR_0673 hypotheticalprotein 12.4 11.6 14.6 17.1

DR_0745 periplasmicserineprotease,HtrA/DegQ/DegSfamily 5.5 8.8 17.3 20.8

DR_0764 lipoate-proteinligaseB 3.3 4.9 9.6 12.9

DR_0806 Sec-independentproteintranslocaseproteinTatC 2.9 5.3 9.5 10.9

DR_0821 lipase,putative 3.5 7.7 20.1 30.6

DR_1011 conservedhypotheticalprotein 9.3 20.0 30.4 40.0

DR_1114 heatshockprotein,HSP20family 19.3 34.8 54.4 40.8

DR_1378 MsrA-relatedprotein 7.7 13.2 15.5 16.0

DR_1670 cysteinyl-tRNAsynthetase 4.5 5.7 10.4 13.1

DR_1713 leu/phe-tRNA-proteintransferase 3.3 4.9 12.3 13.0

DR_1730 glycolateoxidase,iron-sulfursubunit 2.3 3.1 8.8 10.0

DR_1817 phospho-2-dehydro-3-deoxyheptonatealdolase 3.0 3.3 4.7 6.4

DR_1832 hypotheticalprotein 8.8 13.2 22.6 31.8

DR_1857 organichydroperoxideresistanceprotein 13.9 23.4 41.7 38.4

DR_1885 copperbindingprotein 3.1 7.3 15.5 19.0

DR_1982 thioredoxinreductase 12.0 26.3 45.4 60.7

DR_2160 delta-aminolevulinicaciddehydratase 5.8 11.0 17.6 21.1

DR_2275 excinucleaseABC,subunitB 2.9 9.7 22.5 32.1

DR_2391 conservedhypotheticalprotein 9.4 22.7 42.3 69.4

DR_2409 conservedhypotheticalprotein 12.9 16.1 17.5 14.0

DR_2463 transportprotein,putative 2.5 10.3 22.9 45.0

DR_2535 hydrolase,putative 3.8 10.2 21.2 35.0

DR_2594 magnesium protoporphyrinchelatase,putative 5.8 12.5 19.5 27.9

DR_2623 conservedhypotheticalprotein 2.9 6.2 12.5 21.7

DR_A0013ferredoxin-nitritereductase 3.1 4.1 5.7 7.6

2.Deinococcus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 카드뮴 고 반응성 유 자 선발 발 특성 분석

-카드뮴을 처리한 Deinococcus의 발 양상을 DNA microarray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2008년)카드뮴에 의하여 발 이 유도되는 35개의 유 자들을 선별하 음.

선별된 35개의 유 자를 상으로 카드뮴 (200uM)처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발

양상을 real-timePCR실험을 통하여 분석하 음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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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_A0162 hypothetical protein 1.7 4.1 11.8 11.2

DR_A0237 oxidoreductase 3.4 8.2 15.4 26.1

DR_B0014 hemin ABC transporter 2.1 3.3 3.5 4.8

- 이 유전자 중 카드뮴 처리 이후 지속적으로 발현이 증가한 12개 유전자를 선별하

였으며 (그림 20) 2010년에는 이들 유전자의 promoter를 표지 단백질에 결합시켜 

카드뮴 자극에 의한 표지 단백질 생산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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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카드뮴 반응 유전자로 선발된 12개 유전자

○ 카드뮴 반응 프로모터 활용 bio-sensor 균주 제작 (Ⅰ)

- Deinococcus속 미생물은 이온와 방사선과 자외선 등 DNA 손상 환경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강력한 DNA 손상유발 물질인 카드뮴 검출에 매우 유용

한 미생물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연구 결과에서 카드뮴 반응성 유전자를 선별하였고, 이들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을 pRADZ3 벡터에 클로닝하여 재조합 플라스미드 40종을 제작하였음.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기본 구성은 pRADZ3의 lacZ 유전자 앞에 카드뮴 유도 유전자의 프

로모터 서열을 결합하였으며, 이를 D. radiodurans에 형질전환하여 40 종의 재조합 

bio-sensor 균주를 제작함 (그림 21).

- 대수 성장기 재조합 균주에 카드뮴, 크롬, 납, 니켈, 구리, 수은, 망간, 철, 아연, 그

리고 비소를 각각 10uM의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하여 40종 프로모터의 카드뮴 

특이성을 측정함. 그 결과 DR_0070, DR_0659, DR_0745, 그리고 DR_2626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카드뮴에 매우 선택적으로 활성화됨을 확인하였고, 그중에서 DR_0659

의 프로모터가 매우 선택적으로 활성화됨 (그림 22). 나머지 36개의 프로모터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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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뮴 특이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 프로모터의 활성은 β-galactosidase 활성을 

측정하여 평가함.

그림 21.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모식도

- 위 4종의 재조합 균주를 대상으로 10uM의 카드뮴을 대수성장기 세포에 처리한 후 

시간에 따른 프로모터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DR_0070, DR_0659, 그리고 

DR_0745의 프로모터는 카드뮴 처리시간에 비례하여 활성화되었으나, DR_2626 프

로모터는 초기 활성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시간에 비례한 활성의 뚜렷한 증가는 보

이지 않음 (그림 23A).

- 재조합 균주를 대상으로 카드뮴 농도에 따른 프로모터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10nM 이상의 카드뮴 농도에서 프로모터의 활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DR_0070

과 DR_2626의 프로모터가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발현의 증가를 보였으나 프로모

터의 강도는 DR_0659가 가장 높았음 (그림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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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R_0070, DR_0659, DR_0745, 그리고 DR_2626 프로모터의 카드뮴 특이

적 활성 측정  

그림 23. DR_0070, DR_0659, DR_0745, 그리고 DR_2626 프로모터의 카드뮴 처리 

농도 (A) 및 시간(B)에 따른 활성 측정 

○ 카드뮴 반응 프로모터 활용 bio-sensor 균주 제작 (II)

- 최종적으로 선별된 카드뮴 유도성 유전자 DR_0659의 프로모터를 최적화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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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크기의 프로모터 (그림 24 (a))의 카드뮴에 대한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4종의 재조합 플라스미드 및 균주를 제작하여 lacZ reporter gene assay를 통하

여 각각의 프로모터 활성을 측정함.

- 실험 결과 P0659-2 프로모터의 활성이 가장 높긴 하였으나, 카드뮴에 대한 특이성

을 상실하였고, 가장 짧은 P0659-3의 경우에도 카드뮴에 대한 특이성이 약간 감소

하였음. 그러나 393 bp의 P0659-1의 활성은 P0659와 거의 유사하였으며(그림 24

(b)), 카드뮴 농도에 따른 발현 측정결과 카드뮴에 대한 민감도 역시 매우 높은 것

을 확인하였음 (그림 24 (c)).

그림 24. DR_0659 유전자의 프로모터 분석 및 카드

뮴에 대한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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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59-1이 클로닝된 재조합 플라스미드에 lacZ 유전자를 제거하고 D. radiodurans의 

색소생산 유전자인 crtI 클로닝하여 색소생산을 통한 육안검출용 바이오센서 플라

스미드를 제작하고 crtI 유전자가 염색체에서 제거된 돌연변이 균주에 형질전환하

여 카드뮴 육안검출용 바이오센서를 제작함 (그림 25).

그림 25. 카드뮴 육안검출용 재

조합 플라스미드의 모식도

- 제작된 재조합 균주의 바이오센서로서의 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중금속에 

대한 카드뮴 특이성을 측정한 결과, 카드뮴을 처리한 재조합 균주만이 색소를 생산

하였으며 (그림 26 (a)), 다양한 카드뮴 농도에서 카드뮴 존재 유무를 식별할 수 있

는 색소를 생산하였음 (그림 26 (b)). 최소 카드뮴 검출 농도는 50 nM이고 최대 농

도는 1 mM임. 그러나 0.5 mM 이상의 농도에서는 색소생산의 감소가 관찰 됨. 반

복적인 실험을 통한 카드뮴 검출 최적 농도는 0.1 uM ~ 0.2 m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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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색소생산기반 카드뮴 검출용 재조합 균주의 카드뮴 특이성 

및 검출 가능 농도 측정

○ FrnE 단백질 수선 효소의 기능 규명

- D. radiodurans의 FrnE 단백질은 카드뮴에 대해서 매우 높은 발현의 증가를 보이는 

유전자로서 아직까지 그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카드뮴의 주된 세

포 독성은 주로 단백질의 이황화결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손상된 이황화결

합은 disulfide oxidase, disulfide reductase, 그리고 disulfide isomerase에 의해서 

수선됨.

- D. radiodurans의 FrnE 단백질은 대장균의 disulfide oxidase와 상동성이 높음. 따라

서 FrnE 단백질이 카드뮴에 의해 손상된 이황화결합 수선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

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in vitro 그리고 in vivo 연구를 진행함.

- frnE 유전자의 이황화결합 저해에 대한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염색체상에

서 frnE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 균주를 제작하고 진단 PCR을 통하여 확인함 

(그림 27).

- 돌연변이 균주에 대표적인 이황화결합 저해제인 카드뮴과 diamide를 처리한 후 생

존율을 측정한 결과 두 저해제에 대한 저항성이 현격히 감소함을 확인함 (그림 



- 36 -

28). 따라서 frnE 유전자는 이황화결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

됨.

그림 27. 진단 PCR을 통한 frnE 돌연변이 검증

그림 28. frnE 돌연변이 균주의 이황화결합저해에 대한 저항성 측정

- frnE 유전자가 이황화결합 저해에 중요한 유전자임이 확임됨에 따라 FrnE 단백질

의 생화학적 특성분석을 위하여 frnE 유전자를 대장균발현 벡터에 클로닝하고 대

장균에서 대량발현한 후 (그림 29 (a)) 단백질을 분리·정제하였음 (그림 29 (b)).

- 정제된 FrnE 단백질의 disulfide isomerase (그림 30 (a)) 및 disulfide reductase

(그림 30 (b))활성을 측정한 결과 FrnE 단백질은 두 효소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음

을 확인함. 따라서 FrnE 단백질은 disulfide isomerase 및 reductase 기능을 모두 

갖는 신규 효소로 판명됨.

- frnE 유전자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대장균의 disulfide oxidase,

reductase, isomerase가 각각 결손된 균주에 frnE 유전자를 발현시켜 in vivo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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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능을 분석함.

그림 29. FrnE 단백질의 대장균내 대량 발현 및 분리·정제

그림 30. FrnE 단백질의 disulfide isomerase 및 reductase 활성 측정

- 대장균에서 disulfide isomerase를 암호화하고 있는 dsbC가 돌연변이 될 경우 세포

의 운동성과 dithiothreitol에 대한 저항성이 현격히 감소하는데, D. radiodurans의 

frnE 유전자를 대장균 dsbC 결손균주에 발현시킬 경우 상실된 표현형질이 거의 완

벽하게 복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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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장균 돌연변이 균주를 활용한 frnE 유전자의 in vivo 기능 규명

- 보고에 따르면 disulfide isomerase는 일반적으로 단백질 수선에 관여하는 샤페론 

기능을 갖고 있음. 따라서 D. radiodurans의 FrnE 단백질 또한 샤페론 활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샤페론 활성을 측정한 결과 매우 높은 샤페론 활성을 갖

고 있음 (그림 32.). 따라서 모든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D. radiodurans의 FrnE

단백질은 높은 샤페론 기능을 갖고 있는 신규 disulfide isomerase임을 규명함.

그림 32. FrnE 단백질의 샤페론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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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inoxanthin 항암효과 분석

- 선행연구를 통하여 Deinococcus radiodurans R1의 major pigment인 deinoxanthin이 

인공 항산화제인 BHT보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Deinoxanthin의 항암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deinoxanthin을 처리한 전립선암 세

포주 (PC-3)의 apoptosis 유발여부, reactive oxygen species의 발생 여부 및 암 세

포주의 신호전달체계 내 단백질들의 발현을 분석하여 deinoxanthin의 항암효과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음.

- Deinococcus radiodurans R1 으로부터 HPLC를 이용하여 분리 및 정제한 

deinoxanthin을  LC/MS의 APCI 이온화법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PC-3 세포에 대

해 deinoxanthin은 농도 의존적인 사멸효과를 보였으며, apoptotic body와 DNA

fragmentation을 유도하여 apoptosis 경로를 통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3).

- Deinoxanthin이 처리 된 PC-3 세포에서는 활성산소종이 생성되어 (그림 34) Bax

단백질의 발현 증가 및 Bcl-2, pro-caspase3 단백질의 발현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35). 미토콘드리아로부터 cytochrome c 방출은 caspase-3, -9를 활성화시

키고, 이에 따라 PARP의 생성이 증가되므로 deinoxanthin은 위의 경로를 통하여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림 33. Deinoxanthin 처리에 의한 PC-3 세포주의 apoptosis 유도에 따른 형태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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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Deinoxanthin 처리에 의한 활성산소종 생성

그림 35. Deinoxanthin 처리에 의한 PC-3 세포주의 단백질 발현 변화

○ Deinoxanthin 생합성 경로를 활용한 Deinococcus용 단백질 발현 벡터 시스템 구축

- D. radiodurans는 분자유전학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장균(E. coli)과는 달리 

유전자의 기능 규명 및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자유전학적 실험방법이 개

발되어 있지 않아 연구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임.

- Dr. Lidstrom으로부터 분양받은 E. coli - D. radiodurans shuttle vector인 pRADZ3

를 단백질 발현 벡터로 활용하고자 전체 plasmid 염기서열을 해독하였음. 이후 

deinoxanthin 생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crtI)를 D. radiodurans에서 작동이 가

능한 promoter(groEL) 하위 부분에 cloning한 발현 벡터용 plasmid를 제작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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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Deinococcus용 

단백질 발현 벡터

- 이 발현 벡터의 작동 여부를 실증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작된 deinoxanthin을 생

산하지 못하는 crtI 변이 균주에 이 발현 벡터를 도입한 결과 색깔이 없던 crtI 변

이 균주가 deinoxanthin 생산에 의하여 야생형과 동일한 색깔을 내는 것을 확인 

(그림 37).

그림 37. 단백질 발현 벡터 실증 실험

○ Deinococcus 기반 폐식물자원 분해 효율 검증

- 당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중호열성 방사선저항성 미생

물인 D. geothermalis를 이용하여 xylan의 최적 분해조건 및 beechwood xylan,

birchwood xylan 및 oat spelt xylan의 최종 분해산물에 대한 연구 수행.

- 기질의 종류에 따른 당화율을 비교한 결과 beechwood xylan, birchwood xylan 그

리고 oat spelt xylan 순서로 당화율이 높게 나타남 

- D. geothermalis의 최적 생장온도인 50℃에서 상등액과 xylan을 120시간 동안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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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성된 당화율을 분석한 결과 각각 beechwood xylan (3.1%), birchwood

xyaln (2.7%) 그리고 oat spelt xylan (2.2%)의 순서로 당화율이 높게 나타남. 당화

율이 가장 높은 beechwood xylan을 기질로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당화율을 비교

한 결과 40℃에서 당화율이 가장 높음 (그림 38A). 당화율은 D. geothermalis의 최

적생장 온도인 50℃에 비해 40℃에서 약 33% 증가함.

- 최적 pH를 조사한 결과 pH 8.0에서 당화율이 약 5.08%로 가장 높음 (그림 38B).

pH 8.0까지는 pH가 증가할수록 당화율이 증가하였지만 pH 9.0에서는 당화율이 감

소함. 비교적 광범위한pH 조건에서 환원당이 생성되었지만 산성과 알칼리성에서는 

분해가 저해 됨.

- xylan의 가수분해 반응에서 금속보조인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타낸 결과당화

율은 각각 MgCl2 (23.4%), CuCl2 (15.9%), ZnCl2 (8.5%), CaCl2 (3.6%) 그리고 FeCl2

(2.9%) 순서로 증가함 (그림 38C). 특히 MgCl2을 첨가하였을 때 당화율이7.5배 증

가하였으며, CuCl2와 ZnCl2를 첨가하였을 때에도 당화율이 각각 5.1배, 2.7배 증가

함. 그러나 FeCl2와 CaCl2은 D. geothermalis에 의한 xylan의 분해 반응에 영향을 주

지 못함.

그림 38. D. geothermalis에 의한 xylan 최적 분해 조건 설정

- 가수분해반응을 통해 분해된 물질은HPLC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함. 조

사 결과 beechwood xylan, birchwood xylan을 기질로 이용하였을 경우 xylose

(X), xylobiose (X2), xylotriose (X3), xylotetraose (X4), xylopentaose (X5) 그리고 

xylohexaose (X6) 모두 생성되었고 반응 생성물 중에서 xylose (X)의 생성량이 가

장 높음. 그리고 oat spelt xylan을 기질로 이용하였을 때에는 xylose (X)와

xylopentaose (X5) 그리고 xylohexaose (X6)가 생성됨. Oat spelt xylan 역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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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 에서 xylose(X)의 함량이 가장 높음.따라서 D.geothermalis는 xylan을

분해하여 다양한 종류의 xylo-oligosaccharides를 생산함.

-방사선 조사가 D.geothermalis에 의한 xylan분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함.50kGy

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 후 xylan최 가수분해 조건에서 반응을 유도한 결과

당화율은 각각 35.5%,32.1%,25.6%로 나타났으며,3종류의 xylan모두 처리 후

가수분해 반응을 하 을 때 처리 보다 환원당의 양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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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방사선 저항성 유용미생물 탐색

○ 방사선저항성 효모의 분리

- 해양 유래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효모)을 분리하기 위하여 서해안 변산반도와 동해

안의 울릉도에서 각각 해수를 채취하여 액체배지에서 배양 후 고체배지에 도말하

여 세포의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단일 집락을 분리하였음. 분리한 균주를 전배양과 

본배양 후, 0.85% 식염수에 부유하여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변산반

도에서 분리한 8개의 균주 중 2개의 균주(#3, 4)와 울릉도에서 분리한 5개의 균주 

중 2개의 균주(#1, 2)가  비교적 감마선에 저항성을 보였으며, 이들(#1~4)의 D10 값

은 각각 2.76, 3.89, 2.52 및 2.54 kGy로 계산되었음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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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분리된 방사선 저항성 효모의 방사선 감수성 시험 

- 서해안 4개 해역(신안 매화도 해역, 무안 도리포해역, 영광 도리포해역, 영광 칠산

도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총 656종의 효모를 분리하였음 (그림 40A).

- 총 656종의 효모 중 5 kGy 감마선 조사선량에 저항성을 보인 효모는 15종이였으

며, 그 중 No. 17-8-1, 16-9-12-2 및 16-10-9-1은 D10 값이 8.03(No. 17-8-1), 5.83(No.

16-9-12-2) 및  5.17(No. 16-10-9-1)으로 감마선에 높은 저항성을 보였음 (그림 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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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chosporon 등과 같은 방사선 저항성 효모의 D10 값이 1.2-1.6 kGy 것과 비교하면 

유의적으로 높은 D10 값을 갖는 효모로서 향후 이들의 동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그림 40. 분리된 효모의 형태학적 특징 (A) 및 방사선 저항성 (B)

○ 해수 유래 방사선 저항성 효모의 동정

- 서해안 해역에서 분리한 방사선 저항성 효모  16-9-12-2 (D10 5.83)은 18S rDNA 염

기서열을 이용한 분석 결과 Filobasidium elegans와 가장 유사성(99%)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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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해수 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의 계통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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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유래 방사선 저항성 효모의 특성 분석

- 감마선 조사에 따른 저항성 효모(16-9-12-2) 세포벽의 특성을 Flow cytometry를 이

용하여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과 비교한 결과, 3 kGy 감마선 조사에 따라 

16-9-12-2은 군체의 8.7%가 세포벽의 손상을 입은 반면 이에 대한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의 비율은 62.5%로 나타나 16-9-12-2의 세포벽이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에 비해 방사선 저항성이 있음을 확인함 (그림 42).

16-9-12-2 (0 kGy) 16-9-12-2 (3 kGy)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 (0 kGy)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 (3 kGy)

그림 42. 감마선 조사에 대한 세포벽의 견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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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에 따른 저항성 효모(16-9-12-2)와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의 표면

구조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은 3

kGy 조사에 의해 손상되어 구조가 변형된 반면 16-9-12-2는 비교적 고유 모양을 유

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림 43).

16-9-12-2 (0 kGy) 16-9-12-2 (3 kGy)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 (0 kGy)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 (3 kGy)

그림 43. 감마선 조사에 따른 세포 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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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에 따른 저항성 효모(16-9-12-2)와 Saccharymyces cerevisiae 7931의 손상

된 DNA의 복구경향을 겔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16-9-12-2는 조사로 

인하여 손상 받은 DNA를 수복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림 44).

그림 44. 감마선 조사에 따른 손상된 DNA의 복구

양상

○ 토양 유래 신규 방사선 저항성 세균 분리

- 대전 지역 토양 시료로부터 신종으로 추정되는 방사선 저항성 세균 2종을 분리하

였다. 본 세균의 특징으로는 절대 호기성, 비운동성의 적색소를 생산하는 그람 양성 

세균임.

- 16s rRNA 서열 분석결과 Deinococcus grandis DSM 3963T와 98.8%, Deinococcus

caeni Ho-08T와 97.5%, 그리고 Deinococcus aquaticus PB314T와 96.6%의 상동성을 

보였으며, 다른 Deinococcus속 종과는 96% 이하의 상동성을 보임.

- 본 세균들의 방사선 저항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Deinococcus속 세균과 유사한 양

상을 보임 (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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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토양 유래 신규 방사선 저항성 세균의 

방사선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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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 Deinococcus 내생포자의 방사선살균 병용처리기술 개발

-방사선 항성 미생물은 식품 공 보건산물의 방사선 살균시 유효살균선량 설정

기 이 되는 미생물군으로 항성을 낮추어 수 있는 병용처리 기술의 개발이 요

구됨

-당해연도에는 자연상태에 가장 리 분포하는 Bacillus의 내생포자에 한 방사선

과 온도의 병용처리에 한 연구를 수행하 음

-Bacillussubtilis,Bacillusnatto,Bacilluslicheniformis,Bacillusmegaterium,Bacillus

cereus5종의 Bacillus균주를 구입하여 Moeller등의 방법에 의하여 endospore를

비하고 이를 peptonewater에 희석하여 10℃∼70℃의 범 에서 D10값을 계산하

음 (표 7)

-Deinococcus의 병용처리 연구를 한 기 자료로 조사선량에 따른 Deinococcus의

DNArepair양상을 기 동으로 분석 비교함 (그림 46)

표 7.Bacillussubtilis,B.natto,B.licheniformis,B.megaterium,B.cereusendospore

의 온도에 따른 D10값 비교

D10valuesatvarioustemperature(kGy)

-20℃ 0℃ 20℃ 40℃ 50℃ 60℃ 70℃

B.subtilis 3.22 2.51 2.40 2.38 1.93 1.75 0.85

B.natto 2.83 2.18 2.24 2.07 1.62 1.29 0.71

B.licheniformis 2.25 1.76 1.69 1.65 1.33 1.06 0.53

B.megaterium 2.14 1.52 1.53 1.50 1.35 0.93 0.48

B.cereus 2.46 1.63 1.46 1.47 1.18 0.88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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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einococcus의 DNA repair 양상 전기영동 분석 

○ 방사선살균 Bio-indicator 개발-선량별 최적 indicator 선발

- 방사선살균 Bio-indicator 개발을 위하여 0.5-30 kGy의 조사선량 범위에서 방사선 

살균 시 사멸효과가 일정하고, 장기보존이 용이하며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미생물

을 선발하여 peptone water 희석액 및 동결건조 상태에서의 D10 값을 비교 분석하

였음 (표 8)

표 8. 방사선살균 Bio-indicator 후보 미생물군의 D10 값 비교

Bacterium
D10 (kGy) at 20℃

Peptone water Freeze dry

Pseudomonas putida 0.163 0.218

Leuconostoc mesenteroides 0.239 0.337

Escherichia coli 0.542 0.867

Salmonella typhimurium 0.934 0.373

Lactobacillus sp. 1.104 1.542

Bacillus subtilis (endospore) 2.437 2.752

Moraxella osloensis 3.128 3.362

Clostridium perfringens (endospore) 4.789 4.951

Deinococcus radiodurans 5.832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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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변이체 선발 기반기술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버섯 육종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새송이 버섯의 균사체 및 

자실체 형성이 유지되는 유효 감마선 조사선량 기준설정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균사체의 생장은 1 kGy 이상에서, 자실체 형성은 0.1 kGy 이상에서 억제됨을 확

인하여 새송이 버섯 육종을 위한 유효선량을 0.1 kGy 이하로 설정하였음 (그림 47)

그림 47. 방사선조사선량에 따른 새송이 버섯의 균사체 및 자실체 형성

○ 미생물에 대한 방사선영향 평가 기반기술개발

- 방사선과 화학적 변이원 (SA, 9-AA)이 유발하는 돌연변이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mutation type이 서로 다른 Ames 균주 2종의 변이 회복 정도를 측정하였음.



- 54 -

-Salmonellatyphimurium LT2유래 histidine요구성 돌연변이주인 TA 1535을 이용

하여 감마선과 화학 독성물질을 처리에 따른 복귀돌연변이(reversemutation)수

를 측정한 결과,감마선 조사에 의한 TA1535균주의 돌연변이 집락수는 LD50까지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음.

-화학 독성물질인 sodium azide처리에 따른 복귀변이 집락수는 TA 1535균주의

10% 해율 농도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감마선 조사보다 낮은 해

율 농도에서 돌연변이가 많았으며 최 돌연변이 수는 감마선 조사보다 높은 수치

를 보 음 (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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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감마선과 화학 변이원 (SA,9-AA)이 유발하는 돌연변이의 특성 비교1(A;

sodium azide,B;gammairradiation)

○ 선량별 Deinococcusindicator균주 선발

-지 까지 방사선 조사의 생물학 평가 방법은 조사 상인 생명체의 장기간 보존

성 문제 때문에 포자를 형성하는 일부 미생물에 국한되어져 개발되어왔다.

Deinococcus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건조에도 강한 내성을 보이므로 포자가 아닌 체세

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Deinococcus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bioindicator를 개발하기 하여 야생 변이형

Deinococcus균주의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3,10,25kG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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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를 검지할 수 있는 세 종류의 균주(pprI mutant, D. radiopugnans, D.

radiodurans) 균주를 선발하였다.

그림 49. pprI mutant 균주의 

방사선 감수성

○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체 유발 최적조건 확립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변이도입 확률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모델 구축

- 대장균과 대장균에 침입하여 증식하는 bacteriophage T1을 사용하여 mutation rate

를 계산할 수 있는 control 실험 수행

- 실험 결과 100:1의 비율(3×108 PFU: 3×106 CFU)로 phage를 대장균 증식 배지에 넣

어주었을 때 약 1.2×10-6의 확률로 변이가 도입되었음. 이는 대장균 하나가 106의 세

대를 거쳐 증식할 때 1번 정도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위의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 조사 선량별로 mutation rate를 계산하고자 함.

○ 방사선미생물 육종 기반기술개발

- 지난 십 수 년간 식물에 식물면역의 현상인 유도저항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이 분리되었으며, 일부는 친환경 미생물농약으로서 실용화되어 널리 시판되

고 있으나 장기 보존성 문제와 효과의 불안정으로 새로운 미생물의 선발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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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의한 육종 등이 좋은 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효 균주 스크리닝에 있

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ESR장비를 이용하여 신속

하고 동시에 다량으로 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음.

-식물에서 면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도 항성반응은 비병원성 균의 종이나 엘

리시터 물질 처리에 의해서 순간 으로 다량 발생하는 활성 산소 생성(oxidative

burst)에 의해 유도됨.

-한편 생체 외에서 한 radicaltrapper들을 사용한 자자기공명장치(electron

spinresonance,ESR)를 이용하여 식물조직에서의 활성산소라디칼의 생성을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험법이 알려져 있다.이 방법을 이용하면 식물 조직에서 활

성산소가 발생할 경우 ESR장비를 이용하여 radicaltrapper와 활성산소라디칼의 반

응에 따른 자회 신호를 검출함.

-그러므로 의 사실을 종합하여 식물조직에 해당 미생물을 처리하고 radical

trapper를 투여한 다음 반응시켜 ESR장비를 이용하여 식물유도 항성 기에 생

성하는 활성산소 O2
-라디칼의 시그날을 검출한다면 경제 이고 신속하게 식물면역

유도 미생물을 선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화학 으로 안정한 Tiron(1,2-dihydroxy-3,5-benzenedisulfonicacid)

을 O2
-
라디칼의 radicaltrapper를 사용하 음.Tiron은 활성산소종 O2

-
라디칼

만과 반응하여 타이론세미퀴논 라디칼로 산화되므로 상기 Trion용액을 회수하여

자자기공명장치(ESR)로 타이론 세미퀴논 라디칼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궁

극 으로 생성된 O2
-
라디칼의 정량할 수 있음.

-ESR스펙트럼에 의하면 Mn의 3번 피크와 4번 피크사이에 타이론 세미퀴논 라디컬

피크가 특이 인 패턴으로 존재하며 (그림 50aO2
-
발생 ,50b 조)망간은 불변

성분이므로 사 에 비한 표 신호의 함수를 기 로 계산하여 상 인 O2
-라디

칼 신호의 량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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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ESR측정 타이론 세미퀴논 라디컬 

시그널 패턴

그림 51. 식물면역유도 균주선발을 위한 

ESR 측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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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측정조건은 장 9.35Ghz,강도 10㎷,변조증폭 0.1mT,처리시간 0.1 로 하

으며 측정에 사용한 자자기공명장치의 경우 마이크로웨이 실 안에 망간이 장착

되어있음 (그림 51).

-시료 비는 식물체 잎이나 곁뿌리 같이 얇거나 추출시에 형태가 고정되기 어려운

샘 의 경우 그 조직을 당한 크기로 추출하여 Tiron용액이 든 용기에 해당 미생

물을 침지하는 방식이 용시켰음.

-본 실험은,(a)곁뿌리 생체의 조직을 소정의 크기로 추출하거나,측정 상 괴경조

직에 소정 크기의 홀을 형성하는 단계;(b)해당 미생물 배양액을 각각 (a)샘 에

투여하는 단계:(c)미생물 배양액 처리 30분 후 100mM Tiron용액에 침지시키거

나,상기 홀에 가하고 5분간 정치하는 단계;(d)상기 Tiron용액을 회수하여 ESR

시스템에서 타이론 세미퀴논 라디칼의 함량을 측정하는 단계로 진행하 으며,식물

면역 유도균주인 Bacillus107균주(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 박사 분양),길항성

미생물 농약균주 Burkholderiapyrrocinia,E.coli3종의 미생물을 사용함.

-그 검토 결과 Bacillus107균주에서만 유의 인 타이론 세미퀴논라디칼 신호 시그날

이 검출됨 (그림 53).그러므로 신규 개발된 ESR법을 이용하면 식물면역유도균을

쉽게 선발할 수 있었음.

-한편 Burkholderiapyrrocinia균주 자체에서 활성산소 생성이 비교 많이 됨을 알

수 있었고 감자 괴경조직에서도 비oxidativeburst성 활성산소를 측정할 수 있었으

며,이는 호흡에 의해서 항상 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로 추측된다.향후 생리학

인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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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미생물 처리 감자괴경 조직에서의 활성산소(O2
-
)생성측정

-본 결과를 통해 기존의 식물면역유도형 미생물 농약 스크리닝에 있어 비용과 노동

력의 단 을 보완하고 짧은 시간에 량으로 검정할 수 있게 하므로서 향후 식물

면역유도성 미생물 농약의 스크리닝의 근간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방사선 미생물

육종에 요한 기반기술로서 활용가치가 높음.

- 한 invivo상태에서 세포를 괴 하지 않고 식물생체 조직의 산소라디칼을 간

편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식물 련 면역연구,질병연구 등에 있어서 비용

과 시간을 획기 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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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핵심성과 스펙)

목표사양(핵심스펙)달성도

2009년

(실 )

2010년

(실 )

2011년

(실 )

1.Deinococcusradiodurans의 방사선 항성 메커니즘 규명

1-1방사선 항성 련

발 조 시스템 연구

-Deinococcus4종의 비교

유 체 분석

-pprM에 의해 조 되

는 유 자군 규명

-PprI자가 발 조 양상

분석

1-2방사선 항성 련

신규 유 자원 선발 기

능 규명

-DinB 단백질의 방사선

항성 련 기능 분석

-recG 변이체의 표

형 특성을 조사하여

기능 분석

-DRA_0279 유 자 돌연변

이체 제작 표 형 특성

분석

1-3D.radiodurans외부

환경 신호 달 조 시스

템 규명

-외부환경 신호 달 조

유 자 변이체 16종 제작

-변이체 16종에 한

기능 분석 발 체

분석

-신호 달 유 자

(DRB_0028,DR_2244)의 표

특성 분석 조 계

규명

2.Deinococcus유래 기능성 물질 유 자원 개발

2-1 카드뮴 검출용 bio-

sensor균주 개발

-카드뮴 고 반응성 유

자 선발 발 특성 분

석

-카드뮴 감지 바이오

센서 4종 제작

-카드뮴 육안 검출용 바이오

센서 제작

2-2단백질 수선 효소 특

성 규명

-FrnE단백질의 생리 생화학

기능 규명

2-3Deinococcus속 유래

카로테노이드 특성 규명

-Deinoxanthin의 항암효

과 입증

-Deinococcus용 단백질 발

벡터 시스템 구축

-Deinococcus속 미생

물 유래 항산화물질의

항산화 능력 비교 분

석

2-4폐식물자원 분해기술

개발

-D.geothermalis기반

폐식물 자원 분해 효

율 검증

3.신규 방사선 항성 유용미생물 탐색

3-1해수 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 분리

-방사선 항성 효모 5종

분리

-방사선 항성 효모 3

종 분리 표 형

특성 분석

-해수유래 방사선 항성 효

모 동정 항산화 특성 분

석

3-2토양 유래 방사선

항성 세균 분리

-신규 방사선 항성 세균 2

종 분리

4.방사선 이용 미생물 산업기술 개발

4-1방사선 유도 유용 산

업미생물 변이체 제작 기

술 개발

-미생물 버섯에 한

방사선 향 평가 변

이체 선발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 유도 미생물

변이 유발 최 조건

설정

-ESR장비를 활용한 미생물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

개발

4-2 선량별 Deinococcus

indicator균주 선발

-Deinococcus 내생포자

의 방사선살균 병용처리

기술 개발

-방사선 선량

indicator균주 제작

-방사선 살균 검증용 bio

indicator제작

제 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1.연구개발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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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연도 제 목 학술지 발표자 게재일자
국가명

(SCI여부)

1 2009
국내산 Allium속(마늘,양 , )dml

휘발성 함유황 유기화합물 분석
한국식품 장유통학회 송 외 2009-12-01

한국

(비 SCI)

2 2009
PCRkit와 선택배지를 이용한 계란의

병원성세균 검출 비교 평가
한국식품 장유통학회 김동호 외 2009-10-15

한국

(비 SCI)

3 2009

Improvementoffoamingabilityofegg

whiteproductbyirradiationandits

application

RadiationPhysics

andChemistry
송 외 2009-02-24

국

(SCI)

4 2009

Inactivationof3-straincocktailpathogens

inoculatedintoBajirakJeotkal,salted,

seasonedandfermentedshort-necked

clam (TapesPilippinarum)bygammaand

electronbeam irradiation

FoodControl 송 외 2009-02-24
국

(SCI)

5 2009

Evaluationofatmosphericpressure

plasmatoimprovethesafetyofsliced

cheeseandham inoculatedby3-strain

cocktaillisteria

FoodMicrobiology 송 외 2009-07-01
국

(SCI)

6 2009

Developmentoftheradiation-resistant

strainofMoraxellaosloensisandeffectof

penicillinGonitsgrowth

RadiationPhysics

andChemistry
임상용 외 2009-07-13

국

(SCI)

7 2009

Effectofgammaandelectronbeam

irradiationonthesurvivalofpathogens

inoculatedintosalted,seasoned,and

LWT-FoodScience

andTechnology
송 외 2009-07-01

네덜란드

(SCI)

2.정량 연구성과 여기여도

가.총 표

(기술료 단 ：백만원)

구분

논문게재(편) SCIIF값 특 허(건) 기술료

국내

(SCI)

국외

(SCI)

계

(SCI)
합계 평균

국내 국외

계
수입액

(건수)

계약액

(건수)
출원 등록 소계 출원 등록 소계

'09~'11

목표

10

(2)

11

(10)

21

(12)
18 1.5 3 1 4 1 1 5

'09~'11

실

10

(1)

11

(10)

21

(11)
27.32 1.95 6 6 1 1 7

나.논문게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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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edoyster

8 2009

AtdcAmutationreducestheinvasive

abilityofSalmonellaentericaserovar

Typhimurium

MoleculesandCells 임상용 외 2009-11-25
한국

(SCI)

9 2009
방사선 항성 미생물 Deinococcus

radiodurans의 연구 활용 동향
동 원소회보 조민호 2009-09-30

한국

(비SCI)

11 2010

BBRinducesapoptosisinHepG2cell

throughan

Akt-ASK1-ROS-p38MAPK-linkedcascade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
미선 외 2010-12-01

미국

(SCI)

12 2010
Deinococcusgeothermalis의 xylan최

분해조건 분해산물 분석
미생물학회지 임성훈 외 2010-09-28

한국

(비SCI)

13 2010

Distributionofddr(DNAdamage

response)genesamongspeciesof

Deinococcus

방사선산업학회지 임상용 외 2010-12-23
한국

(비SCI)

14 2010
화학합성농약의 분해에 미치는

감마선(60Co)의 향
방사선산업학회지 김경열 외 2010-06-30

한국

(비SCI)

15 2010

Berberineinhibitedradioresistanteffects

andenhancedanti-tumoreffectsinthe

irradiated-humanprostatecancercells

Toxicologicalresearch허정무 외 2010-06-01
한국

(비SCI)

16 2010

Radiationsensitivityof3-straincocktail

pathogensinoculatedintoseasonedand

fermentedsquidandenhancementof

microbialqualitybyirradiation

Journaloffoodsafety송 외 2010-01-22
미국

(SCI)

17 2010

Comparisonofthegenomesof

Deinococcalspeciesusingoligonucleotide

microarrays

Journalof

microbiologyand

biotechnology

정선욱 외 2010-08-06
한국

(SCI)

18 2011

Efficientproductionofethanolfrom

crudeglycerolbyaKlebsiella

pneumoniaemutantstrain

Bioresource

technology
오백록 외 2011-02-01

국

(SCI)

19 2011
Genome-WideResponseofDeinococcus

radioduransonCadmium Toxicity

Journalof

microbiologyand

biotechnology

조민호 외 2011-02-17
한국

(SCI)

20 2011
홍삼의 에탄올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를

통한 항암효과 증

JournalofApplied

BiologicalChemistry
허정무 외 2011-04-25

한국

(비SCI)

21 2011

Pigment-basedwhole-cellbiosensor

system forcadmium detectionusing

geneticallyengineeredDeinococcus

radiodurans

Bioprocessand

biosystems

engineering

조민호 외 2011-12-01
미국

(SCI)

22 2011

rapidconcentrationofsome

bacteriocin-likecompoundsusingan

organicsolvent

Foodscience

and

biotechnology

정동민 외 2011-11-16
미국

(SCI)

23 2011

Silver-stainedfibrinzymography:

separationofproteasesandactivity

detectionusingasingle

substrate-containinggel

Biotechnologyletters정동민 외 2011-11-16
네덜란드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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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연도 이용장비 이용자(학교) 연구제목 지원자(부서) 과정구분

1 감마선 조사시설 등
정선욱

(고려 학교)

Comparativegenomicsstudyamong

the deinococcal species using

oligonucleotidemicroarray

정선욱(방사선생

명공학연구부)
사

2 감마선 조사시설 등
송두섭

(고려 학교)

Identificationandcharacterizationof

dinB53 encoding DNA damage

inducible protein in the extremely

radioresistant bacterium Deinococcus

radiodurans

송두섭(방사선생

명공학연구부)
사

3 감마선 조사시설 등
한아름

( 북 학교)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inhibition of PTS and virulence

attenuation in Salmonella enterica

serovarTyphimurium

한아름(방사선생

명공학연구부)
사

No. 산업재산권명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자

1 방사선유도성 로모터 2009-01-28 12/361142 미국
임상용

외

2
카드뮴 유도성 유 자(DR_2626)의 로모터를 활용한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그 제조방법
2010-11-04 2010-0109319 한국 조민호

3
카드뮴 유도성 유 자(DR_0745)의 로모터를 활용한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그 제조방법
2010-11-04 2010-0109315 한국 조민호

4
카드뮴 유도성 유 자(DR_0659)의 로모터를 활용한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그 제조방법
2010-11-04 2010-0109316 한국 조민호

5
카드뮴 유도성 유 자(DR_0070)의 로모터를 활용한

카드뮴 검출용 바이오센서 그 제조방법
2010-11-04 2010-0109317 한국 조민호

6
데이노코커스를 이용한 방사선 살균 검증용 생물학 지

표
2011-09-30 2011-0099972 한국 임상용

7
디오듀란스를 활용한 색소기반 카드뮴 육안검출 바이

오센서 이의 제조방법
2011-08-31 2011-0088081 한국 조민호

다.특허출원 실

라.기술료 계약실

No. 계약건명
계약 액(천원)

(계약조건)

계약업체

(국명)
계약일자

연구책임자

(연구원)

1

(주)H&BT기술이 계약 (특허 3건)

국내특허출원 제 2008-99996호

국내특허출원 제 2008-99997호

국내특허출원 제 2008-99124호

20,000

(5년실시,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2%)

한민국 2009.8 동호

마.학․연 석․박사과정 양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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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연도 제 목 회의명 발표자 발표일자 국가명

1 2009

Transcriptomeanalysisoffour

two-componentregulatorysystem

mutantsofD.radiodurans

한국 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 회
조민호 외 2009-06-26 한국

2 2009

Thecadmium-stressstimulonof

Deinococcusradioduransandits

applicationtowhole-cellcadmium

biosensor

한국 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 회
조민호 외 2009-06-26 한국

3 2009

Transcriptome-basedidentificationof

thePprIreguloninDeinococcus

radiodurans

한국 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 회
임상용 외 2009-06-26 한국

4 2009

Transcriptionalanalysisofthe

SalmonellacyoApromoterwhichis

inducedbygammairradiation

한국 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 회
임상용 외 2009-06-26 한국

5 2009

LossorgaingenesrelatedtoDNA

damageresponseinfourdeinococcal

species

한국 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 회
정선욱 외 2009-10-22 한국

6 2009

Extracellularproteomeanalysisof

Deinococcusgeothermalisduringgrowth

ondifferentcarbonsources

한국 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 회
조민호 외 2009-10-22 한국

7 2009

TranscriptionalanalysisofSalmonella

pathogenicityisland1genesexpression

underhigh-andlow-oxygenconditions

한국 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 회
임상용 외 2009-10-22 한국

8 2009
감마선 조사 마(Dioscorea)즙의

미생물학 특성
한국방사선 산업학회 신은혜 외 2009-11-6 한국

9 2009

Gammaradiation-mediatedconversion

ofsennosidetorheinderivativesand

itsanti-cancereffectonthehuman

한국방사선

산업학회
김동호 외 2009-11-6 한국

4 감마선 조사시설 등
신은혜

( 북 학교)

Improvementofphysicalproperties

of yam for cosmetic materialby

gammairradiationandapplicationof

by-product

신은혜(방사선생

명공학연구부)
사

5 2011감마선 조사시설 등
이강희

(한남 학교)

Developement of a biosensor for

cadmium detectionusingDeinococcus

이강희(방사선생

명공학연구부)
사

바.학술발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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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atecancercells(PC-3)

10 2009

Analysisofgammaradiation-mediated

productsofredginsengextractandits

anti-cancereffectonthehuman

prostatecancercells(PC-3)

한국방사선

산업학회
김동호 외 2009-11-6 한국

11 2010
A comparisionofAntioxidantActivity
ofthe Carotenoids from the genus
Deinococcus

2010한국미생물학회
추계학술 회

신은혜 2010-10-14 한국

12 2010
Investigation of transcriptomes
regulatedbyDR_A0279inDeinococcus
radiodurans

2010International
meetingofthe

federationofKor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조민호 2010-10-15 한국

13 2010
Transcriptomic Analysis of BphPR
Two-ComponentSystem Containing a
Chromophere-BindingDomain

2010International
meetingofthe

federationofKor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김동호 2010-10-15 한국

14 2010
PCR detection of DNA damage
response genes (ddr) among
Deinococcusspecies

2010International
meetingofthe

federationofKor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임상용 2010-10-15 한국

15 2010
Deinococcusradiodurans의 rigH 유 자
의 기능 발 특성 분석

2010년 방사선산업학
회 학술발표 회

조민호 2010-11-05 한국

16 2010
EffectsofDeinoxanthininPC-3Human
ProstateCancerCells

TheKoreanSociety
forMicrobiologyand
Biotechnology

송 2010-06-24 한국

17 2010
DinB protein from the extremely
radioresistant bacterium Deinococcus
radiodurans

RadiationResearch
Society56thAnnual

Meeting
임상용 2010-09-27 미국

18 2010
이온화방사선(Co-60)에 의한 화학합성 농
약의 분해 효과

한국환경생물학회 하
계학술회의

김경열 2010-06-18 한국

19 2010
이온화방사선(Co-60)을 이용한 chitin분
해활성이 증강된 Lysobacter속 돌연변이
체 유도

한국환경생물학회 하
계학술 회

이 근 2010-06-18 한국

20 2010
Saccharification of Xylan by
ExtracellularXylanase ofDeinococcus
geothermalis

2010한국미생물생명
공학회 국제학술 회

임성훈 2010-06-24 한국

21 2010
Gammaradiationdose-dependentacute
geneexpressionprofilesofDeinococcus
radiodurans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2010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nualmeeting

조민호 2010-06-2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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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0
Microarray Analysis of the Osmotic
StressResponseinD.radiodurans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2010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nualmeeting

임성훈 2010-06-24 한국

23 2010
카드뮴 처리에 의한 Deinococcus
radiodurans의 시간에 따른 발 체 분석

2010년도 한국환경생
물학회 하계학술발표

회
조민호 2010-06-18 한국

24 2010
Deinococcus속 미생물들 사이의 DNA수
선 련 유 자들의 비교 분석

2010년도 한국환경생
물학회 하계학술발표

회
임상용 2010-06-18 한국

25 2010
다양한 탄소원에 따른 Deinococcus
geothermalis의 외분비 단백질의 로테
옴 분석

2010년도 한국환경생
물학회 하계학술발표

회
송 2010-06-18 한국

26 2010
Production ofethanolfrom biodiesel
industryderivedcrudeglycerolusinga
Klebsiellapneumoniaemutantstrain

한국화학공학회 2010
년도 가을 총회 학

술 회
오백록 2010-10-21 한국

27 2010
Detection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inirradiatedskipjacktuna
powder

2010Instituteoffood
technologists(IFT)
annualmeeting

심성례 2010-07-18 미국

28 2010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melamineand cyanuricacid in stock
farm productsbyLC-MS/MS

2010Instituteoffood
technologists(IFT)
annualmeeting

심성례 2010-07-18 미국

29 2011
Isolation of mutants in Clostridium
tyrobutyricum forimproved tolerance
tolignin

2011 KSBB SPRING
MEETING

이경민 2011-04-15 한국

30 2011

Efficientproduction of1,3-propandiol
from glycerolbyconstitutiveexpression
of1,3-propandioloxidoreductase gene
in the engineered Klebsiella
pneumoniae to eliminate by-product
formation

2011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 회

오백록 2011-04-15 한국

31 2011

Shelf-life extension of a
preservative-free hydrated feed using
gammasterilization and itseffecton
thegrowthperformanceofeel

Internatinalmeeting
onradiation
processing

김동호 2011-06-10 카나다

32 2011
Effectofelectron-beam irradiation on
thevolatileorganiccompoundsoffugi
appleduringstorage

IMRPMONTREAL
2011

송 2011-06-10 카나다

33 2011
Development of bioindicator for
radiation sterilization using
radiation-resistantbacteria,Deinococcus

InternationalMeeting
onRadiation
Processing

임상용 2011-06-13 카나다

34 2011

Method of prediction of optimum
conditions for minimizing quality
deterioration and maximizing safety
andfunctionalpropertyofegg

Internationalmeeting
onradiation
processing

윤혜정 2011-06-13 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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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1

Comparison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by gamma ray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in ground
beef

Internationalmeeting
onradiation
processing

심성례 2011-06-13 카나다

36 2011
Effects of gamma-irradiation on
compositional changes in food
packagingmaterials

Internationalmeeting
onradiation
processing

심성례 2011-06-13 카나다

37 2011
Analysi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inshrimppowder

Internationalmeeting
onradiation
processing

김경수 2011-06-13 카나다

38 2011
GlobaltranscriptionalanalysisofrigH
reguloninDeinococcusradiodurans

2011International
symposium ＆ annual
meeting:Translational

researchin
microbiologyand
biotechnology

조민호 2011-06-24 한국

39 2011
Biosensor development for cadmium
detectionusingageneticallyengineered
bacterium

IUMS2011
SAPPORO(Internation

alunionof
microbiological
societies2011
congress)

조민호 2011-09-07 일본

40 2011
Characterization ofa disulfide stress
responsive gene in Deinococcus
radiodurans

2011년도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 회

조민호 2011-10-13 한국

41 2011
Roleofthetwocomponentsystemsin
Deinococcus radiodurans radiation
resistance

2011년도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 회

임성훈 2011-10-13 한국

42 2011
Comparisonofclastogens-inducedgene
expression profiles in Deinococcus
radiodurans

2011년 한국미생물학
회연합 국제학술 회

조민호 2011-10-13 한국

43 2011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radiation-resistant yeast from the
westernseaofKorea

2011년 한국미생물학
회연합 국제학술 회

송 2011-10-26 한국

44 2011

Characterization of cell membrane
damage and viability by gamma
irradiationinRRY1andSaccharomyces
cerevisiae

2011 한국방사선산업
학회 정기 총회 학
술발표 회

송 2011-11-03 한국

45 2011

Effect of pprI mutation on global

transcriptional profiles in Deinococcus

radiodurans

ICRR2011(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radiationresearch)

김동호 2011-08-30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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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미나 개최실

No. 세미나 명칭 참 원 발표자 발표일자

1 방사선 항성 미생물 연구 련 세미나 10 임상용 외 2회/월 (24회) 원내

2
생명체 항산화 기작 련 분자의 구조
분석방법

10 김수 2010.7.5 원내

3
방사선이 생체분자의 구조 기능에 미
치는 향

10 조철훈 2010.7.6 원내

4
반응성 산소종의 생확학 역할 생체
에 미치는 향 평가방법

10 이우일 2010.7.29 원내

5
미생물 사공학기술 활용 유용산물 연구
사례와 방사선 방사선 항성 미생물
활용 방법

12 김철호 2010.7.26 원내

6
방사선 항성 미생물 유래 고부가가치 단
백질의 량생산 활용 방법

11 백상호 2010.8.2 원내

7
기술이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의
개념 방법

12 박형욱 2010.8.12 원내

아.국내․외 력 실

연도 력 트 수행형태 력 내용(목표) 수행 결과

2010◦서남 학교 탁연구
◦해수 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 분리

◦신규 방사선 항성 효모 분리

동정

2011◦서남 학교 탁연구
◦해수 유래 방사선 항성

효모 분리

◦신규 방사선 항성 세균 분리

동정

2009
◦ 일본 Takasaki

연구소
력연구

◦Deinococcus방사선 항성

유 자 pprM 기능 규명
◦pprM 변이 균주의 사체 분석

자.연구성과 활용내용 (3개년)

연도 활용 상 연구성과 활용 내용

2009 방사선 유도 유 자
신규 기 목 사업 “방사선 유도유 자 연구 (5억/년)”과

제 2010년부터 착수

2009 특허 련 내용 특허 3건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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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이용 미생물 분자진화기술은 다양한 미생물의 유용 형질 개량에 활용되

어 산업 고부가가치 균주를 제작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환경 생태계

의 교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건,농업 분야의 유용 균주 개

발에 매우 유용함.

○ 미생물 농용살균제로 이용되는 Burkholderiapyrrocinia의 식물병원성균에 한 길

항력이 증가된 우수 균주를 개발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미생물 농약 시장의 선

효과 기 .

-잔류독성,환경오염, 항성 병해충 증가,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수요 증가 등으

로 생물농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10년 세계 생물농약 시장 규모는

체 농약시장의 4.25%에 해당하는 약 11억불로 추정되며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며 기를 생성하는 미생물 연료 지(Microbial

FuelCell)균주의 산물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화학활성 물성을 개량하고

이 산물을 고품질 고생산이 가능한 미생물을 방사선육종으로 개발하여 실용화

가 가능한 생물 자소자(Bioelectronics)개발 련 산업의 활성화 기 .

-Bioelectronics기술개발 제품개발을 해서는 나노바이오와 Electronics의 융

합기술 이 핵심기술임 1세 바이오센서 등을 이용한 수동 기술이나 차세 에

는 의료용 나노로 상용화,뇌인지기동,능동 기술이 주류 차차세 에는 인

공지능,Bioelectonics컴퓨터 상용화,휴먼인터페이스,능동생체기능 제품개발 등

이 주력 상

-생체친화 나노신소재 개발,미세 류 제어 기술,뉴로센서,뇌공학 신경공

학 기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함, 재 방사선 기술은 생체친화 나노신소재개

발에 매우 유리한 기술이며 향후 Bioelectonics제품개발에 유용한 기술로 기

됨

-미생물 외부에 존재하는 자수용체에 직 자를 달할 수 있는 무매개체형

미생물연료 지 소재인 Shewanella균주 EPS(ExtracelluarPloymericSubstanse)

의 기화학활성 물성과 구조를 개량하여발생하는 생체친화 이고 환경친화

인 Bioelectronics소재 개발 방사선에 의한 고품질 EPS고생산 육종이

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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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각 고 다. 본 연 에 는 사  저항  미생물  전체 능정보  통해  신

규 전 원,  산업미생물, 미생물산업  신 술  신제  등  생산할 수 는 

술  제공하  한 연 를 수행하 다. Deinococcus radiodurans  사  저항   DNA 복

 커니  규  해 dinB, pprI, recG, DRA_0279, pprM, 그리고 신호전달  전 들

과 같  사  저항   전 원들  능  다양한 전학적  활 하여 하

다. Deinococcus 래 능  물질  전 원 개  하여 전독  물질  카드뮴에 

하는 전체   를 하여 카드뮴 안검  를 개 하 다. 또한 카드뮴 

처리 후 단 질 수  담당하는 FrnE 샤페  단 질  능  혔 , deinoxanthin  비

한 Deinococcus  래  카 드들  생리 생화학적 능과 D. geothermalis  폐식물

원 활 능  규 하 다.  어 미생물  그 전 원  확보하  하여 다수  신규 

사  저항   효  균  양  다에  리 동정 하 다. 사   미생물 산업

술  개 하  하여 미생물  사  종  적화 하 고, 신개  돌연변 체 확보 술

 개 하 다. 또한 한 생 공학연 원과  협  연 를 통하여 폐 리  활 한 에탄  

량생산 균주를 사  종  통하여 제 하 다. 또한 사  균 검  bioindicator를 

사  저항  미생물  활 하여 개 하 다.  본 과제수행  통하여 척  다양한 전학 술

 활 하여 사  저항  미생물  생산하는 생물산업  “신규 단 질  능  물질 합  

 전 를 탐색 개 ” 하고 극적  사 저항  미생물 전체를  하는 다양한 

“생물산업  균주를 개 ”  가능하  향후 계 적  술확산  도 할 수  것 다.   

 주제 키워드

 (10단어내 ) 

사 , 사  저항 , 전 , , 사  종, 생물산업, 

Deinococcus, Deinoxanthin, DNA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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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5-20 Lines)

Many extremophiles including radiation-resistant bacteria Deinococcus radiodurans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novel enzymes and physiological active substances different 

from known biological materials and are being in the spotlight of biotechnology science. In 

this research, basic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new genetic resources and 

microbial strains by a series of studies in radiation-resistant microbial organisms were 

investigated and developed. Mechanisms required for radiation-resistant in Deinococcus 

radiodurans were partly defined by analyzing the function of dinB, pprI, recG, DRA_0279, 

pprM, and two-component signal transduction systems. To apply genetic resource and 

functional materials from Deinococcus species, omics analysis in response to cadmium, 

construction of macroscopic biosensor, and characterization of carotenoids and chaperon 

protein were performed. Additionally, potential use of D. geothermalis in monosaccharide 

production from non-biodegradable plant materials was evaluated. Novel radiation resistant 

yeasts and bacteria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environmental samples to obtain 

microbial and genomic resources. An optimal radiation mutant breeding method was set up 

for efficient and rapid isolation of target microbial mutants. Furthermore, an efficient 

ethanol producing mutant strain with high production yield and productivity was 

constructed using the breeding method in collaboration wit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Three Deinococcal bioindicators for radiation dosage 

confirmation after radiation sterilization process were developed. These results provid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for novel functional genetic elements, enzymes, and 

physiological active substances production or application. Eventually, industrial microbial 

cell factories based on radiation resistant microbial genomes can be developed and the 

technologies can be diffused to bioindustry continuously by this project.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radiation, radiation-resistant, gene, biosensor, radiation breeding, 

bioindustry, Deinococcus, deinoxanthin, DNA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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