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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 Medium 분자량 g(천배용액 1L중)

� C10H14O6N2Na2 2H2O (Na2EDTA) 

� FeSO4 ㆍ 7H2O 

� Na2HPO4ㆍ12H2O 

� NaNO3 42.5g/L

� MnCl2ㆍ7H2O 

� Vitamin B12 (Cyanocobalamin)

� 372.24

� 278.02

� 358.14

� 84.99

� 191.97

� 1355.38

� 3.72g

� 0.28g

� 10.74g

� 42.5g

� 0.019197g

� 1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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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al-time PCR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유전자의 partial sequence를 가지고 real-time PCR

을 수행하기위해 specific primer를 의뢰, 제작하였다. β-actin을 대조군 유전자로

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먼저 SensiMix Plus SYBR 10μl을 PCR tube에

분주하고 각 sample에서 분리한 RNA로 합성된 First strand cDNA를 주형가닥으

로 사용하였다. PCR tube는 두 종류로 준비하고 각각의 tube에 cDNA 1μl 넣고 한

쪽에는 β-actin primer(forward, reverse) 1μl, 다른 쪽에는 항산화 specific

primer(forward, reverse) 1μl씩 넣는다. 멸균된 증류수로 총 부피가 20μl가 되게 맞

추고 Enzyme activation step으로 95℃에서 10분간 반응 후, 95℃에서 15초, 60℃에

서 30초, 72℃에서 15초로 40 cycle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3. SYBR based real-time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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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ransformation on Chlamydomonas reinhardtii

조사를 통해 얻어진 돌연변이체를 GeneArt® Chlamydomonas TOPO® Engineering

kits (Invitrogen)을 통하여 미세조류인 Chlamydomonas에서도 항산화 유전자가 발

현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항산화 유전자의 Primer 제작 및 PCR

NCBI를 통해 선별된 항산화 유전자의 전체 염기서열을 얻어내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의뢰, 제작하였다. Blunt-end PCR을 수행하기 위해 AccuPrimeTM

Pfx DNA polymerase (Invitrogen)를 사용였다. P. yezoensis cDNA 1 ㎕, Pfx

DNA polymerase mixture 2.4 ㎕,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각각 1 ㎕씩

넣는다. 멸균된 증류수로 총 부피가 20μl가 되게 맞추고 95℃에서 2분간 반응 후,

95℃에서 30초, 60℃에서 30초, 72℃에서 1분으로 35 cycle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얻어낸 PCR product는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룰 이용하여 정제

하였다.

2) Transformation of E. coli

정제된 DNA는 GeneArt® Chlamydomonas TOPO® vector set (Invitrogen)로

subcloning을 하였다. 정제된 DNA 4 ㎕, salt solution 1 ㎕, TOPO® vector 1 ㎕를

잘 섞고 22℃에서 5분 incubation하였다. One Shot® Chemically Competent E. coli

100 ㎕에 TOPO® cloning reaction 3 ㎕를 넣고 ICE에 30분간 incubation하였다. 4

2℃에서 30초간 Heat shock 시켰다. 37℃에서 pre-warming 시킨 LB agar

plate[final concentration : Amp(100 µg/ml)]로 옮긴 후 spreading 하였다. 37℃에서

16~18시간 incubation 하여 insert가 ligation 된 형질전환체를 선별 하였다.

3) Plasmid DNA 분리

E. coli를 5㎖ LB 액체 배지에서 37℃에서 200rpm으로 12시간 동안 incubation

한 후에 원심 분리하여 침전시키고, 회수된 균체는 QIAprep Spin Miniprep

Kit(QIAGEN)를 이용하여 plasmid DNA를 분리하였다. Harvest 한 균체에 250㎕의

P1 Buffer를 넣고 균체를 완전히 풀어준다. 250㎕의 P2 Buffer를 넣고 4~6회 invert

를 하고, 즉시 350㎕의 N3 Buffer를 넣고 4~6회 invert 한 후 13,0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다. 상층액 750㎕을 QIAprep sipn column에 넣고 1분간 원심분리를 하

였다. 750㎕ PB Buffer로 washing을 하고 새 e-tube로 옮긴 후 EB Buffer 30㎕를

column membrain 중앙에 떨어뜨리고 1분간 방치 후, 원심 분리하여 elution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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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된 Plasmid DNA는 SOLGENT사에 sequencing 분석 의뢰하였다.

4) Electroporation을 이용한 Chlamydomonas reinhardtii 형질전환

Alga growth chamber에 배양 중인 Chlamydomonas reinhardtii을 최종 OD750 값

이 0.3이 되게 하여 15 ㎖ conical tube에 옮겨 담은 후 2,5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다. 상층액은 버리고 250 ㎕의 TAP-40 mM sucrose solution으로 cell을

pipetting하여 풀어준다. 제한효소 SacⅠ을 처리한 2 ㎍ plasmid DNA를 resuspend

cell에 넣어 flicking 하여 섞어준다. Transformation mixture 250 ㎕를

electroporation cuvett에 옮긴 후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다. Gene Pulser X cell

total electroporation system (Bio-rad)에 cuvett을 끼워넣고 Voltage 600 V,

Capactity 50 ㎌, Resistance infinity 조건 하에서 electroporation을 수행하였다.

Transformation mixture는 hygromycin B가 함유된 TAP agar plate에 도말한 후

28℃ alga growth chamber에 incubation하였다. 약 5일 후에 자란 colony는 선별하

여 TAP medium에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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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결과

1. 지역별 건조김의 생리활성 비교

가. 항산화 활성 비교

1)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지역별 건조김 추출물을 대상으로 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 활

성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14). 각 시료를 1mg/mL의 농도로 비교한 결과 지역별

장흥, 서천 및 해남김의 추출물 활성은 53.5%, 56.1% 그리고 65.1%를 나타내었다.

장흥과 서천에서 양식되는 김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유사하며, 해남에서 양식된

김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

<그림 14. 지역별 건조김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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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P assay 측정

지역별 추출물의 환원력을 비교한 결과 해남김에서 86.5±0.01 mM, 서천김에서

는 51.4±0.01 mM 그리고 장흥김에서는 44.3±0.01 mM의 환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15). 이러한 해남김에서의 높은 환원력 결과는 DPPH radical 소거능과 일

치된 결과를 보였다.

<그림 15. 지역별 건조김의 F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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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리페놀 함량 측정

이러한 지역별 건조김의 항산화 활성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건조김의 추출물을 1mg/mL의 농도에서 비교하였을 때 장흥김

추출물에서는 2.45±0.15 ppm, 서천김에서는 2.93±0.01 ppm 그리고 해남김 추출물에

서는 3.51±0.03 ppm으로 장흥과 서천김에서 함유된 폴리페놀은 유사한 함량을 나타

내었으며 해남감에서는 그 함량이 높았다(그림 16). 중국연안에서 생육하는 해조류

에서의 추출물을 통해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추출물에서 항산화능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이런 선행결과에서 건조된 김

의 항산화 활성이 폴리페놀과 상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6. 지역별 건조김의 폴리페놀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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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미노산 함량 분석

지역별 건조김의 구성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였다(표 2). 14개의 각기 다른 피

요한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건조김의 1g당 구성아미노산 총량은 장흥김에서

156mg, 서천김에서는 196.1mg, 해남김에서는 310.9mg으로 해남김에서 더 높은 구

성아미노산 함량이 검출되었다. 아미노산 중에서는 alanine,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eucine, glycine, threonine, valine, serine, phenylalanine, proline, isoleucine등

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아미노산들의 함량은 장흥김이 156 mg/L, 서천김이 196

mg/L, 해남김이 310.9 mg/L 로 해남김에서2배정도 더 높은 함량이 검출되었다. 함

황 아미노산인 cysteine의 함량은 큰차이가 없었고 histidine, proline, glutamic acid,

phenylalanine, alanine의 경우에는 해남김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건조김의 아미노산 함량의 차이는 계절, 생육장소, 해황 등에 따라 변동이심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방법에 따라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함질소 엑스성분에 관한 연구에서 유리아미노산, ATP 관련화합물 등이 김의 맛에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어 있다.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기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이고, 식품의 풍미를 예측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 또한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lanine 및 glycine 등은 식품의 향기

와 맛을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역별 건조김에서는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lanine, glycine, phosphoserine, taurine, valine 등 15종의 유리아미노산이 확

인되었고(표 3), 더 많은 유리아미노산을 함유한다는 것은 더 다양한 풍미를 가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김에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taurine의 경우 장흥김이

58.4mg, 서천김 50mg 그리고 해남김이 45mg으로 나타났으며, aspartic acid,

glutamic acid 그리고 alanine함량은 해남김이 약 1.5배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collagen의 구성아미노산인 proline는 높은 함량은 아니지만 장흥김에서 더 높았고

그 유도체인 hydroxyproline 함량은 건조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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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건조김의 유리유리아미노산 함량>

<표 3. 지역별 건조김의 구성아미노산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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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owth chamber를 이용한 실내 배양조건 확립

가. 실내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Porphyra lucasii(공주대학교)와 Porphyra yezoensis(목포해

조류연구센터)는 최적 배양액(MGM배양액; 표 1) 하에서 실내 배양되었다. 이들은

10℃, 12℃, 12:12h Light:Dark cycle, 형광등(>50 mol photons m-2 S-1)의 배양 조

건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되었으며 통기배양을 통해 산소를 지속적

으로 공급해 주었다(그림 17). 규조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GeO2(최종 농도 1

mg/L-1)를 배양액에 처리하였다. 최적 배양액은 참고문헌를 참고 하여 제조하였다.

<그림 17. 해조류 실내배양>

나. 최적 배양 조건 확립

방사선 돌연변이 유도를 위해 무성생식단계(Asexual life cycle; n)를 선택하였

으며 무성생식은 엽체(Adult thalus; blade)에서 방출된 단포자(aplanospore)가 생장

하여 다시 엽체로 자라는 생활사를 말하며 김의 생활사중 겨울에 해당한다(그림

18). 이러한 김의 무성생식단계는 돌연이원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의 유전적 특성

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반면 유성생식단계(Sexual life cycle; 2n)의 생활사

는 여름에 해당하며 조과기(Carpogonium)에서 수정된 과포자(Carpospores)들이

Conchocells 단계를 거치는 생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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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김의 생활사>

본 실험에서는 MGM 배양액을 이용하여 단포자와 엽체를 유지하는 무성생식

생활사를 유지하여 실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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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별 방사선 영향 평가

가. 생리활성 조사

1)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시간별 감마선 조사된 Porphyra yezoensis의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비조사구의 경우 63.9%의 활성을 보였고 Short-term으

로 조사시 66.6%, Long-term은 67.7%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그림 19). 이는 장시간

감마선 조사시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의 방어 메커니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19. 시간별 방사선 조사를 통한 Porphyra yezoensis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43 -

2) FRAP을 통한 항산화 활성 측정

FRAP 방법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의 측정법과는 메커니즘이 다른 항산화

활성검정법이다. DPPH 방법은 free radical을 직접적으로 소거하는 것에 의하여 항

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FRAP 방법은 산화 및 환원 반응에 의한 메커니즘

이다. 비조사구의 경우 67.8uM의 활성을 나타냈고, Short-term은 78.8uM,

Long-term의 함량은 86.2uM로 높게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그림 20. 시간별 방사선 조사를 통한 Porphyra yezoensis의 F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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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페놀 함량

식물의 항산화에 관한 연구에서 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력과의 연관성에

많이 연구되어 왔다. Wild-type와 mutant의 추출물에서도 항산화력은 수용성 페놀

물질의 함량에 따라 활성의 정도가 비례하였다. DPPH 및 FRAP과의 상관성을 조

사하기 위해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비조사구는 3.4ppm, Short-term은

4.1ppm 그리고 Long-term의 함량은 4ppm으로 조사 후 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 방사선 조사를 통해 wild-type보다 항산화력이 더 높아졌고, 이는 앞에

서의 증가된 항산화 활성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그림 21. 시간별 방사선 조사를 통한 Porphyra yezoensis의 페놀 함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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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Proteome이라는 용어는 1995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특정 genome으로부터 발현

되는특정 단백질의 대응적 발현을 의미한다. 단백질 합성이 유도되는 일련의 조절

단계에서 proteome은 genome의 마지막 단계의 생성물로 나타날 수 있다. Genome

은 상대적으로 정체적인 것에 반해 proteome은 대단히 역동적인 실체이다. 어떤 세

포의 단백질 발현은 주위환경, 세포의 생리적 상태, 스트레스, 치료약 투여, 건강상

태, 그리고 질병에 따라 변화한다. 시간별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분석

은 2DE를 통해 수행되었다. 비조사구와 시간별 조사구의 총 단백질을 분리하여 정

량한 후 2DE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방사선 조사시 비조사구에 비해 특정 유전

자가 발현되는 spot 9개의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2).

<그림 22. 시간별 방사선 조사 후 변화된 단백질 spot. A. 0kGy, B. 1k-S, C.

1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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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연변이 선별

돌연변이를 선별하기 위해 방사선을 선량별로 조사 후 dish에 10℃조건에서 배

양하면서 포자방출을 유도하였다. 방출된 포자 중에 생장이 빠른 엽체를 선별하여

통기배양 및 실험에 사용하였다.

가. 방사선 감수성 측정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새로운 MGM 배지 옮겨 배양하였으며 현미경을 통해 생

존율을 분석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배양 중이던 김 중 생존한 김은 다시 새로운

MGM에 배양하여 돌연변이 seed를 확보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김은 현미경을 통하

여 생존 유무를 확인 하였다(그림 23).

생존율은 방사선 조사된 엽체를 프레파라트위에 올려놓은 후 현미경 필드를 무

작위로 옮겨 총 500개 세포를 관찰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세포의 경우 색

을나타내며 세포질의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죽은 세포의

경우 색을 띄지 않으며 세포질이 파괴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엽록소의

파괴에 의한 색변화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5-7 kGy의 방사선이 조사된 세포

의 경우 3일 후 모두 사멸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3 kGy는 9일 후 모두 사

멸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1 kGy의 방사선은 14일 이후에도 생존한 세포를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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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방사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생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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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에 의한 감수성 평가를 위해서는 생존한 세포와 사멸한 세포사이의

비율이 중요하다. 방사선은 직진성과 투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포의 DNA는 직적

접인 피해를 입는다. 또한 방사선에 의한 물 분자의 이온화에 따른 radical들에 의

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피해는 세포의 사멸로 연결된다.

방사선 조사 후 초기의 세포들이 생존하였다 하더라도 배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세포들도 사멸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면 강한 방사선에 의한 DNA 피해에 의해 바

로 사멸하는 경우도 있으며 DNA 피해를 회복(Repairing)시키는 세포도 존재한다.

DNA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세포는 방사선 방어기작이 발달 하였거나 회

복시스템(Repairing system)이 잘 발달 되어있다. 또한 DNA의 교차Crossing), 결손

(Missing), 전위(Transposition)등에 의한 돌연변이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

선 감수성 평가는 돌연변이의 유도 선량 결정에 중요하다.

나. 최적 돌연변이 유도 방사선 조사선량

김의 방사선 D10 값은 방사선 선량별 생존율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D10 값은

세포가 10% 살아남는 선량으로 나타냈으며 방사선 조사 후 0일 차에서는 약

6.02kGy로 나타났다. 이 값은 3일 후에 4.09 kGy, 22일 후에는 1.57 kGy로 나타났

다. (표 4). D10 값은 22일 이 후에도 약 1 kGy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24. 김의 방사선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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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orphyra의 방사선 저항성 분석>

따라서 저준위 조사(0-1kGy 이하)를 통해 최적 돌연변이 유도 선량을 재측정

해보았다. 저준위 방사선 조사된 김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를 위해 조사 후 21일

간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생존율은 3반복을 통하여 평균값과 오차 값을 그래프로

나타냈다(그림 25). 그림 15의 결과에서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세포는 사멸하지 않

는 것에 비해 0.1-1 kGy로 조사된 세포는 조사 후 7일 간 약 55~80%의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10일 후 생존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후 약 10~20%를 유지하는 것을 확

인 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감수성을 평가해 본 결과 0.1-1 kGy사이의 방사선 선량

은 돌연변이 유도를 위한 최적을 선량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0.1~1kGy에 선량의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돌연변이를 유도하였다.

<그림 25. 방사선 조사 후 시간에 따른 생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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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orphyra lucasii 돌연변이 분리 배양

돌연변이 엽체를 유도하기 위해 0.5 kGy 방사선을 조사 하여 wild-type과 다른

색소를 가진 돌연변이 엽체를 선별하였다. Wild-type은 적갈색이지만 0.5 kGy 조사

한 엽체 중 황색돌연변이체(500G), 적색돌연변이체(500GR)의 색소돌연변이체와 형

태돌연변이체를 발견하였다. 이 돌연변이체들을 분리하여 배양하였다(그림 26).

<그림 26.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 A. Wild-type, B. 500G, C.

500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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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도별 단포자 방출실험

온도별 단포자 방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wild-type과 mutant의 어린 엽체

를 대상으로 하여 2주간 단포자 방출을 조사하였다. 온도별(15, 20, 25℃)로 단포자

를 방출한 비율을 조사하였을 때 15, 20℃에서 wild-type이 mutant에 비해 더 많은

포자를 방출하였고, 고온조건인 25℃에서는 wild-type과 mutant 엽체 모두 포자를

방출하였다(그림 27).

<그림 27. 온도별 단포자 방출실험. A. 15℃, B. 20℃, 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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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 조사에 유도된 돌연변이의 형질

1) 엽록소 비교

<그림 28. 방사선 조사 후 Porphyra EtOH추출물에 대한 흡광도>

Wild-type과 돌연변이 엽체를 형태학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돌연변이는 엽

체 끝의 김 특징적인 주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엽체의 색이 매우 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현미경으로 각각의 세포를 관찰 해본 결과 세포의 크기가

wild-type에 비해 컸다. 또한 세포벽의 두께가 두꺼운 것을 간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사선 조사된 wild-type과 돌연변이 EtOH 추출물로 230~750nm의

흡광값을 측정한 결과 wild-type에 비해 mutant가 더 높은 흡광값을 나타냈다(그림

28). 이러한 흡광값으로 chlorophyll a, b의 함량을 조사하였을 때, wild-type이 가장

낮았고 mutant red(MR), mutant(M), mutant yellow(MY)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

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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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Porphyra EtOH추출물에 대한 Chlorophyll 함량 측정>

2) 산화적 손상에 대한 저항성 평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 Porphyra lucasii의 산화 저항성을 확인

하고자 H2O2를 처리하여 생존율을 조사하였으며 및 그 돌연변이체의 생리활성 평

가를 위해 항산화 활성을 실험하였다.

<그림 30. 방사선 조사 후 H2O2에 대한 생존율>

H2O2 농도 의존적 처리에 의한 산화적 손상에 대한 저항성은 wild-type이 H2O2

0.25mM까지 생존하는 반면 Mutant의 경우 H2O2 0.5mM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30). 따라서 방사선에 조사에 의해 산화 스트레스 저항선 균주를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며 유도된 돌연변이체의 항산화 기작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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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mutant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측정하였다. Wild-tpye의 경우 12.2%의 활성에 비해 0.5 kGy 조사 후 얻어진

돌연변이 엽체(PM)은 16%, 황색변이체(PY)는 16.5%로 증가하였고 적색변이체(PR)

의 경우 가장 높은 18%의 활성을 보였다(그림 31). 일부 연구에서 F. vesiculosus를

비롯한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함황산성 다당류는 항산화 활성을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Rupérez et al., 2002; Xue et al., 2001).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mutant는 반응성에 매우 높은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의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31. 방사선 조사한 Porphyra lucasii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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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AP을 통한 항산화 활성 측정

FRAP 방법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의 측정법과는 메커니즘이 다른 항산화

활성검정법이다. DPPH 방법은 free radical을 직접적으로 소거하는 것에 의하여 항

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FRAP 방법은 산화 및 환원 반응에 의한 메커니즘

이다. Wild -type의 경우 48uM의 활성을 나타냈고, PM은 약 60uM, PY는 55uM의

함량을 나타냈다. PR은 다른 엽체에 비해 보다 높은 62uM의 함량을 나타내었고(그

림 32), 이는 앞에서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그림 32. 방사선 조사한 Porphyra lucasii의 F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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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산패도 측정

시료의 지질산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wild-type과 mutant에 적용하여 TBARS

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wild-type보다 돌연변이가 지질산화를 억제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 김의 지질산화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DPPH 및 FRAP와 같은 항산화 활성에서와 같이 변이체인 PR에서 두드러지게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감마선 조사한 김은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

용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방사선 조사한 Porphyra lucasii의 TBARS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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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페놀 함량

식물의 항산화에 관한 연구에서 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력과의 연관성에

많이 연구되어 왔다. Wild-type와 mutant의 추출물에서도 항산화력은 수용성 페놀

물질의 함량에 따라 활성의 정도가 비례하였다. DPPH 및 FRAP, TBARS와의 상관

성을 조사하기 위해 wild-type와 mutant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변이체

인 PR가 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4). 방사선 조사를 통해 유도된 돌연변

이가 wild-type보다 항산화력이 더 높아졌고, 이는 유용자원탐색에 용이하게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34. 방사선 조사한 Porphyra lucasii의 페놀 함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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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Proteome이라는 용어는 1995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특정 genome으로부터 발현

되는특정 단백질의 대응적 발현을 의미한다. 단백질 합성이 유도되는 일련의 조절

단계에서 proteome은 genome의 마지막 단계의 생성물로 나타날 수 있다. Genome

은 상대적으로 정체적인 것에 반해 proteome은 대단히 역동적인 실체이다. 어떤 세

포의 단백질 발현은 주위환경, 세포의 생리적 상태, 스트레스, 치료약 투여, 건강상

태, 그리고 질병에 따라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의

proteome변화를 확인하고 새롭게 발현된 단백질을 동정하여 돌연변이의 표현형 및

형질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며 그 단백질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 돌연변이 maker로 활용하고자 proteome분석을 수행 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분석은 2DE를 통해 수행되었다. wild-type

과 감마선에 의해 유도된 mutant의 총 단백질을 분리하여 정량한 후 2DE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총 216여개의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다(그림 35).

<그림 35. 방사선 조사 후 Porphyra lucasii 2DE 이미지분석. A. Wild-type

gel image. B. Mutant image>



- 59 -

<그림 36. 방사선 조사 후 변화된 단백질 spot. A. Wild-type, B. Mutant>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wild-type과 mutant의 변화된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유

의하게 발현양이 변한 17개의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으며 mutant에서 8개의 spot

은 wild-type에 비해 증가하였고 19개의 단백질 spot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36). 또한 증가된 8개의 단백질 중 0502 spot의 경우 약 10배정도 증가

하였고, 0401, 0515, 0805, 0806, 0652 spot 역시 약 5배 이상의 높은 발현을 보였다

(그림 37). 이 후 MALDI-TOF MS 분석을 통해 단백질을 동정하여 김 돌연변이의

maker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돌연변이의 향상된 형질에 대한 단백질

수준의 설병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 조사 후 감소한 19개의 단백질 중

크게 감소한 10개의 spot을 비교한 결과 역시 약 10배정도 감소하였다(그림 38). 이

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 변화된 단백질들은 MALDI-TOF MS 분석을 통하여

peptide identification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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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방사선 조사 후 증가된 단백질 spot. A. 2DE 이미지. B. 상대적 발현
양>

<그림 38. 방사선 조사 후 감소된 단백질 spot. A. 2DE 이미지. B. 상대적 발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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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rphyra yezoensis 돌연변이 분리 배양

돌연변이 엽체를 유도하기 위해 0.1~1kGy 방사선을 조사 하였고 조사된 엽체들

을 petri-dish에 정치 배양하며 포자를 방출시켰다. 방출된 포자 중에 성장이 빠른

엽체를 선별하여 분리하였고 이를 3반복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선량별 돌연변이

(PY500G)를 wild-type과 통기 배양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39).

<그림 39.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 A. Wild-type, B. PY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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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 조사된 돌연변이의 형질특성 조사

1) 생장도 조사(실내배양 실험)

새로 유도된 선량별돌연변이체를 단포자 방출을 유도 할 수 있었던 500Gy와

700Gy 선량의 엽체를 배양하면서 온도별 생장도를 측정하였다. 온도는 12, 18, 20℃

로 조절하였고, 광도는 50 μmolㆍm-2ㆍsec-1, 광주기는 12L:12D 조건으로 배양하였

으며 매주 MGM 배지로 환수하였다. 4주 동안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생장이 빨랐다(그림 40). Wild-type의 경우 각 온도별 엽폭과 엽장이 거의 동일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돌연변이체인 PY500G의 엽폭은 wild-type과 비슷한

생장을 보였으나 엽장은 전반적으로 온도별 생장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12℃의 조건

에서 15일부터는 약 1.5배정도 길게 성장하였다. 돌연변이체 PY700G의 엽폭 생장은

wild-type에 비해 낮은 생장율을 보였으나 엽장의 경우 PY500G와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 방사선 조사를 통해 유도된 돌연변이체는

wild-type에 비해 엽장의 생장 속도와 크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얻어

진 PY500G의 돌연변이체로 특성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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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Wild-type과 PY500G, PY700G의 생장율 측정. A.엽장, B.엽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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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합성 색소분석

Wild-type과 돌연변이 엽체를 형태학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돌연변이는 질

감이 더 부드러웠고 엽체의 색감은 Wild-type은 적색, PY500G는 더 황적색의 특징

을 나타냈다. 현미경으로 각각의 세포를 관찰 해본 결과 세포의 크기나 두께는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방사선 조사된 wild-type과 PY500G의 추출물로 광합성 색

소 함량을 조사하였을 때 wild-type이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그림 41). 적색

색소인 phycoerythrin과 청색색소인 phycocyanin의 경우 wild-type은 90.7, 56.2 μ

g/ml의 함량을 나타냈고 PY500G는 62.1, 43.1 μg/ml로 나타났다. chlorophyll a + b

의 함량을 조사하였을 때도 wild-type은 12.3 μg/ml, PY500G는 9.5 μg/ml로 함량이

더 높았다.

<그림 41. Wild-type과 PY500G의 광합성 색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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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붉은갯병 내성평가

1) 붉은갯병균 내성조사

Wild-type과 돌연변이체의 어린 엽체를 대상으로 120시간 동안 내성을 조사하

였다. 감염은 붉은갯병균 유주자(그림)를 투입시켜 감염시켰고 30~60시간 경과 후

몇 개의 세포가 백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3; A, B). 120시간 후

wild-type은 엽체 전체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돌연변이체의 경

우 바깥쪽 부분위주로 감염이 되었다. 엽체의 중앙부분에서는 wild-type에 비해 감

염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4; A, B). 그 이후로는 감염된 세포들의

면적이 증가해 인접 감염세포와 서로 연결됨으로써 감염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돌연변이체가 wild-type에 비해 내성에 더 강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42. Wild-type과 Mutant의 시간별 감염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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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붉은갯병 감염사진. A. wild-type 60일, B. 돌연변이체 60일>

<그림 44. 붉은갯병 감염사진. A, C. wild-type 120일, B, D. 돌연변이체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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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리활성 조사

1) 산화적 손상에 대한 저항성 평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 Porphyra yezoensis의 산화 저항성을 확

인 하고자 H2O2를 처리하여 생존율을 조사하였으며 및 그 돌연변이체의 생리활성

평가를 위해 항산화 활성을 실험하였다.

<그림 45. 방사선 조사 후 H2O2에 대한 생존율>

H2O2 농도 의존적 처리에 의한 산화적 손상에 대한 저항성은 wild-type이 H2O2

0.03mM까지 생존하는 반면 Mutant의 경우 H2O2 0.625mM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45). 따라서 방사선에 조사에 의해 산화 스트레스 저항선 균주를 확보

한 것으로 사료되며 유도된 돌연변이체의 항산화 기작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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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mutant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측정하였다. Wild-tpye의 경우 56.9%의 활성에 비해 0.5 kGy 조사 후 얻어진

돌연변이 엽체(PY500G)은 67.3%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그림 46). 일부 연구에서 F.

vesiculosus를 비롯한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함황산성 다당류는 항산화 활성을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Rupérez et al., 2002; Xue et al., 2001).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mutant는 반응성에 매우 높은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의 소거능이 증

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6. Wild-type과 돌연변이체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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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AP을 통한 항산화 활성 측정

FRAP-assay를 통하여 활성을 비교하였다. Wild -type의 경우 68.1uM의 활성을

나타냈고, PY500G는 약 99.3uM의 함량을 나타냈다. 방사선 조사시 김의 항산화 메

커니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림 47. Wild-tpye과 돌연변이체의 F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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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 역시 DPPH 및 FRAP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wild-type와

mutant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돌연변이체인 PY500G가 페놀 함량이 높

게 나타났다(그림 48). 방사선 조사를 통해 유도된 돌연변이가 wild-type보다 항산

화력이 더 높아졌고, 이는 유용자원탐색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48. Wild-type과 돌연변이체의 페놀 함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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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미노산 함량

김의 영양성분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Wild-type과 PY500G의 추출물의 구성아미노

산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5). 12종의 각기 다른 필요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

며, 김 1 g당 구성아미노산 총량은 wild-type 116.9 mg, PY500G는 104.7 mg으로

많은 아미노산 함량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아미노산으로서는 alanine,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ycine이 높게 나타났으며, wild-type과 PY500G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아 방사선 조사를 통해 얻어진 돌연변이체 역시 영양

성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Wild-type과 PY500G 추출물의 구성아미노산 분석>

                   Conc(mg/L)

Name Wild-type PY500G

Combined amino acids

Asp 15.1 13.6

Thr 9.2 8,5

Ser 8.4 7.7

Glu 14.8 15.4

Gly 11.3 9.9

Ala 16.2 15

Val 7.7 6.7

Met 3.2 2.6

Ile 4 3.3

Leu 10.7 8.7

Phe 7.3 5.6

Lys 9 7.7

Total 116.9 104.7

유리아미노산으로는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lanine, glycine, serine, valine,

taurine 총 7종의 유리아미노산이 확인되었고, 더 많은 유리아미노산을 함유한다는

것은 더 다양한 풍미를 가질 것이라고 사료된다(표 6). 검출된 아미노산은 전체적으

로 wild-type에 비해 PY500G가 약 1.5배 높은 아미노산 함량을 나타났고 그 결과

방사선 조사를 통해 얻어진 PY500G는 풍미와 기호성에 연관되는 아미노산들이

wild-type에 비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6. Wild-type과 PY500G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 분석>

정재훈
텍스트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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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Wild-type과 PY500G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 분석>

                    Conc(mg/L)

Name Wild type mutant

Free amino acids

P-Ser 0.5 0.7

Tau 5.2 9.1

Asp 0.7 1.3

Glu 5.4 7.9

Gly 0.3 0.5

Ala 3 5.6

Val 0.1 0.4

Total 15.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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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식세포주에 대한 세포 독성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억제

염증반응은 어떤 자극에 대한 생체 조직의 비특이적 면역반응으로 조직의 변성, 순

환장애와 삼출, 조직 증식의 세 가지의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실험에

서는 wild-type과 PY500G에 추출물의 처리가 면역세포(RAW264.7)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알아보았다(그림 49).

NO(nitric oxide)는 자유라디칼로서 염증성 또는 항염증성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체 내 과도한 분비는 오히려 세포독성을 통해 세포를 파

괴하고 shock에 의한 혈관 것장 및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을 유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염증단계에서는 TNF-α,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이 체내에서 분비되어 염증을 가속화시킨다. 본 연구 내 wild-type과 PY500G의

추출물은 대식세포주인 RAW264.7의 세포 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보아 세포독성을 통해 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성 물

질에 의해서 매개되는 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49. 대식세포 생존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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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자학적 비교 분석

1) RAPD를 이용한 DNA 변화 비교

Wild-type과 mutant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Random primer 15개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증폭시켰다. RAPD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다형성 밴드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3, 4, 7, 8번 primer에서 mutant의 특이적 밴

드를 확인하였다(그림 50). 본 연구를 통해 wild-type과 돌연변이체의 비교가 가능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0. Wild-rtpe과 돌연변이체의 RAP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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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의 proteome변화를 확인하고 새

롭게 발현된 단백질을 동정하여 돌연변이의 표현형 및 형질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며

그 단백질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 돌연변이 maker로 활용

하고자 proteome분석을 수행 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분석은 2DE를 통해 수행되었다. wild-type

과 감마선에 의해 유도된 mutant의 총 단백질을 분리하여 정량한 후 2DE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총 90여개의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다(그림 51).

<그림 51. 2DE 이미지분석. A. Wild-type gel image. B. Mutant image>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wild-type과 mutant의 변화된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유

의하게 발현양이 변한 14개의 단백질 spot을 확인하였으며 mutant에서 6개의 spot

은 wild-type에 비해 증가하였고 8개의 단백질 spot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52). 증가된 6개의 단백질은 wild-type에 비해 약 1.5배정도 증가하였

고, 조사 후 감소한 8개의 단백질 중 7302와 8202를 제외한 spot들은 크게 감소하였

다(그림 53).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 변화된 단백질들을 MALDI-TOF MS 분

석을 통하여 peptide identification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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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방사선 조사 후 증가된 단백질 spot. A. 2DE 이미지. B. 상대적 발현
양>

<그림 53. 방사선 조사 후 감소된 단백질 spot. A. 2DE 이미지. B. 상대적 발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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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type에 비해 돌연변이체에서 높게 발현된 단백질들은 energy metabolism

에 관여하는 ATP synthase subunit beta와 oxidative metabolism에 관여하는

pentafunctional AROM polypeptide, cytochrome P450 52A12, 9-divinyl ether

synthase로 동정되었다(표. 7). 증가된 단백질인 cytochrome P450의 경우 자연계의

거의 모든 생물종(식물, 박테리아, 동물 등)에서 발견되며, 포유동물에서는 주로 간

세포의 endoplasmic reticulum 막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내로 유입된

화학 물질(xenobimtics)의 산화를 촉매하는 주요 효소체계이며 지방산의 대사 및

steroids, eicosanoids의 생합성에도 관여한다. 이러한 항산화 단백질들의 증가함은

앞서서의 생리활성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 7. 방사선 조사에 의해 높게 발현된 단백질들의 peptide identific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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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l-Time PCR

정상적인 환경에서 활성산소는 대부분 생체내 효소 또는 비효소 계열의 방어기작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활성산소에 대한 효소적 방어기작은 크케 SOD, APX,

monodehydroascorbate reductase(MDAR), dehydroascorbate reductase(DHAR),

glutathione reductase(GR)로 구성된 일련의 효소반응을 일컫는다(그림 54).

그림 54. ROS Scavenging system

항산화 유전자들의 wild-type과 돌연변이체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Porphyra

yezoensis의 항산화 유전자로 cytosolic ascrobate peroxidase(APX), manganese

superoxide dismutase(MnSOD), catalase(CAT), glutamate dehydrogenase(GDH),

glutathione S-transferase(GST)를 Oligonucleotide primer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β

-actin gene을 control로 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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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Antioxidant gene primer 제작

수행한 결과, MnSOD, CAT, GST의 유전자는 control에 비해 증폭량이 거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H 유전자의 경우 약2배 이상의 증폭량을 확인

하였고 APX는 3배정도로 가장 높은 증폭을 나타내었다(그림 55). APX는 heme

peroxidase이며, 아미노산 서열로 볼 때 cytochrome c peroxidase(CPX)와 같은

heme-peroxidases(Class Ⅰ) superfamily에 속한다. 식물과 eukaryotic algae에서

H2O2를 제거하는 peroxidases는 전자공여체로 ascorbate를 사용한다. 이러한 APX

유전자의 증가는 위의 2-DE MALDI-TOF MS 분석을 통해 보여진 cytochrome

protein의 증가함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5. Real-time PCR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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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ransformation on Chlamydomonas reinhardtii

1) 항산화 유전자의 Primer 제작 및 PCR

항산화 유전자인 APX와 MnSOD의 primer를 제작하여 Blunt-end PCR을 수행하였

다(표 9).

<표. 9. Antioxidant gene primer>

APX유전자의 size는 729bp, MnSOD는 675bp이므로 PCR을 통해 증폭된 band size

역시 약 700bp임을 확인하였다(그림 56).

<그림 56. PCR을 통한 항산화 유전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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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정제한 후 GeneArt® Chlamydomonas TOPO® vector set (Invitrogen)로

subcloning을 하였고, LB agar plate[final concentration : Amp(100 µg/ml)]에서 선

별된 E. coli의 plasmid DNA를 농축시켜 Chlamydomonas의 형질전환에 사용하였

다(그림 57).

<그림 57. 농축된 plasmid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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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roporation을 이용한 Chlamydomonas reinhardtii 형질전환

hygromycin이 처리된 agar plate에서 각각 유전자의 colony 50개를 선별하여

hygromycin을 처리한 TAP medium에서 생장시켰을 때 Control에서 1개, APX에서

1개 그리고 MnSOD에서는 4개의 colony가 배양되었다(그림 58).

<그림 58. Hygromycin 내성을 가진 형질전환된 Chlamydomonas. A. Control, B.

APX, C. MnSOD)

이렇게 hygromycin 내성을 지닌 control과 항산화유전자를 가진 형질전환체가 산화

적 저항성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H2O2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생장율을 조사하

였다(그림 59). 처리 5일 후 10mM에서는 모두 사멸하였으며 5mM의 농도에서는

control보다 항산화 유전자를 가진 형질전환된 Chlamydomonas가 더 높은 생장을

보였다. 이는 항산화 유전자를 가진 Chlamydomonas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더 강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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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형질전환된 Chlamydomonas의 H2O2 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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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사상체(패각사상체) 배양 및 양식(Field-test)

가. 배양방식 및 배양자재

1) 배양방식(평면식)

평면식배양방법으로는 패각을 상자에다 평면으로 배열하여 배양하는 방법으로 배양

장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으나 배열하면 3.3m2(1평)에 약 20상자를 배양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대량 배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개인이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병해관리, 물갈이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방법

으로 배양하였다(그림 60).

<그림 60. 패각사상체의 평면식배양방법>

2) 배양자재

배양자재로는 사상체를 배양할 굴, 가리비 등의 비교적 편평하고 진주층이 손상되

지 않은 패각을 사용하였고 배양상자는 벽돌과 나무를 이용하며 바닥은 장판이나

폴리에틸렌으로 깔았다. 저면은 경사를 약간 두어 환수가 잘되도록 평탄하게 하였

다. 배양해수는 비중 1.020~1.024 pH 7.5~8.0 정도인 침적 소독한 해수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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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양장

목포해조류연구센터에서 관리하는 목포의 개인 양식장 건물을 사용하였고(그림 61),

양식장은 창문을 많이 내어 광선이 고르게 비치게 하고(직사광선 피함) 여름철 수

온상승을 막기 위하여 통풍이 잘 되는 배양장을 선택하였다.

<그림 61. 패각사상체를 배양한 양식장>

나. 배양준비

1) 모조 선발 및 보관

사상체 패각 이식은 3~4월경에 시작하게 되므로 조사를 통해 선별된 돌연변이체의

사상체를 유도하여 사용하였다(그림 62).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성숙이 잘된 모조를

선발 후 이물질 등을 제거한 다음 보관해 두었다가 패각 이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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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배양된 돌연변이 사상체>

2) 패각 이식과 배양관리

얻어진 사상체를 가정용 분쇄기(믹서기)에 10~30초동안 세단한 후 해수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믹서기내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찬 해수를 사용하였다. 준

비된 배양장에 해수를 패각이 잠길 정도로 채우고 희석한 사상체액을 골고루 살포

한다(그림 63). 뿌리는 방법은 1상자의 사상체 양이 결정되면 면적을 계산하여 물뿌

리개로 고루 살포하였다.

<그림 63. 패각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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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후 10월 채묘기까지 실내에서 물갈이 및 비료로 영양염의 결핍, 미생물의 번

식, 사상체 노폐물에 의한 해수의 악화 등에 유의하며 배양하였다. 또한 수온계나

조도계, 비중계 등을 이용하여 2주에 1번씩 측정하였다.

3) 과포자 투입직후의 관리(잠입확인)

과포자 투입 후 3일에서 1주일 지나고 패각상태를 확인하였다. 잠입율은 현미경

100배 시야에서 확인하였고, 잠입초기에는 사상체가 적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요

오틴크액, 메틸렌블루, 말라카이트 그린 등 수용액으로 염색하여 해부현미경 40~100

배로 관찰하였다(그림 64).

<그림 64. 패각 잠입확인 >

4) 사상체 생장기 및 성숙기 관리

사상체 영양 생장기에는 광선조절만으로 배양이 잘되기 때문에 수온이 15~20℃에서

1000~1500Lux 밝기로 상하를 바꾸며 유지하였다(그림 65). 물갈이는 1개월에 1~2회

실시하였고 교환량은 1/2정도하여 환경급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시하였다. 사상체

성숙기인 7~8월에는 수온과 조도가 높아지기에 조도는 500~800Lux, 비중은

1.018~1.020사이로 조절하였고 풍통을 좋게하여 배양해수 온도를 최대한 낮추어 배

양하였다. 10월인 채묘 시기가 가까워지면 사상체는 각포자가 성숙되어 자연 방출

현상이 일어나므로 배양해수를 빼고 어둡게 하면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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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사상체의 잠입 전과 후의 패각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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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외 인공채묘

실내에서 배양한 패각 사상체를 발에 직접 매달아서 채묘하였다(그림 66).

<그림 66. 바다로 이동 양식 전 패각을 발에 이식>

매달은 발은 대조때 언제나 해면에 떠있도록 설치하였고 설치된 발에 사상체는 직

사광선에 약하므로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였다. 채묘작업 3~5일 후 포자

부착을 확인한 후에 발을 발아층으로 올렸고 채묘 후 현미경으로 각포자 발아(곤봉

형)가 확인하였다(그림 67). 바다로 이동 양식을 실시하였다(그림 68).

<그림 67. 채묘 후 부착된 포자와 발아된 각포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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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채묘 후 바다로 이동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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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수 형질의 돌연변이 선발

<그림 69. 우수 형질의 돌연변이 선발>

앞으로 생리학적으로 돌연변이를 이용한 온도내성 실험을 통한 내온성 균주와

Pytium sp., Olpidiopsis sp.등을 이용한 내병성 균주를 선별할 것이며 이상의 결과

들과 proteome 분석를 종합해 얻어진 단백질 발현 양상을 통해 돌연변이 균주의 물

질대사, stress 반응, 단백질 합성 기작 등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거대조류에 방사

선 조사를 통해 바이오에너지인 에탄올 함량이 높은 돌연변이체를 유도하여 육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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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거대 조류

배양기술

확립

- growth chamber에서의 김 배양

시스템 확립

- 김, 다시마와 같은 다양한 거대

조류 확보

- 해조류의 갯병 발생을

실험실에서 재현

- 온도, 조도, 배지에 따른 성장

특성 파악

- 실험실 chamber에서 거대조류의

성장 크기 증대

40 100
- 연구결과를 8편의 국

제 SCI 학술지와 14

편의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6건의

특허출원과 3건의 특

허등록이 되었음

- 현재 개발된 우수 품

종을 현장에서 실증

양식을 수행하고 있

으며, ‘13년 품종 등

록을 추진할 예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사업을 진행중인

Golden Seed Project

(‘13년 ~ ’21년, 년

300억 규모)에 현재

기획과제 위원으로

참여하여 본 연구의

실증화와 부처사업화

를 추진중에 있음

○ 방사선

이용 우수

돌연변이

선별

-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배양기간의 성장률 측정

- 김, 다시마 등의 거대 조류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사멸률 측정

- 방사선 육종 기술을 이용한 갯병

내성 기의 개발

- 생태학적으로 우수한 돌연변이주

확보

- 방사선 조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거대 조류 확보

- 항산화능 증대, 고온 내성우수

특성 돌연변이 선별

- 돌연변이 균주의 안전성 평가

- 김 배양양식장에서의 실증 배양

40 100

○ 유용

유전자원

탐색

- 방사선 조사에 따른 단백질 발현

변화 분석

- 다양한 거대 조류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단백질 발현 변화

연구

- 모균주와 선별된 돌연변이주의

단백질체 분석

- 돌연변이주에서 변이된 단백질

탐색

20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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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해조류의 실내 배양 기술 개발

- 해조류의 생물학적 실험 방법 확립

- 극지 및 심해 해양 생물의 배양 기술 개발에 활용

- 환경에 따른 해조류 성장 주기의 영향 평가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해조류 육종기술 개발

-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적인 생산을 위한 높은 성장률, 다당 함량이 높은 돌연

변이주 확보

- 갯병 내성 및 오염된 해양 환경에서 성장 가능한 돌연변이주의 분리

- 자생종의 개량을 통하여 관능이 개선된,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증가된 신품

종 개량

○ 신품종 개발을 통한 UPOV 협약에 의한 로열티 지불 및 수출 손실액 절감과

안정적인 해조류 양식사업 발전에 기여

○ 해조류 우량종 생산으로 김, 미역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 신규 유전자원 및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 물질의 확보

- 돌연변이주의 단백질 발현 분석을 통한 신규 효소 탐색 및 유전자의 확보

- 해조류의 생물학적 대사에 관한 지식 제공○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있지 않

은 거대조류의 proteomics를 이용한 연구기법 개발

- 다른 omics 기법들과 함께 해조류내의 대사 정보를 제시

- 거대조류에서 대사공학 기술의 응용을 위한 기반 자료 확립

○ 거대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에 활용

- 거대조류 육종을 위한 기반 자료 확립

- 경제적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 할 수 있는 돌연변이주 개발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거대조류 구성 성분의 변화 영향 연구 및 성장 속도 연

구

○ 육상 생물과는 다른 해양 생물의 방사선에 의한 영향 연구

- 육상 생물의 해양 생물로부터의 진화에 관한 유전적 정보와 해양 식물 고유

의 방어 기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

- 오존층 파괴에 의한 해수면에 조사되는 방사선의 변화에 따른 해조류를 포

함하는 해양생물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해조류는 다량의 필수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비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식량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지고 있으므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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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해조류 생장의 영향이 밝혀진다면 우주 식량으로서의 해조류 연구

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유전자원 및 해조류 유래 생리활성 물질의 확보

-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oteome 변화 분석을 통한 신규 효소 및 유전자의 확

보

- 방사선 방어 기작의 결과로서 새로운 생리 활성 물질의 탐색

○ 이러한 해조류에 관한 정보들로부터 단순히 식용으로만 이용하였던 해조류

자원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국내 어민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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