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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연구실 4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
1. 상수원, 하천, 하․폐수처리장 등의 수질 및 토양유해성 탐지에 적절한
다양한 형태의 센서 제작

재조합 발광박테리아의 지속적 개발 결과물로 난분해성 물질인 살리실산과 더 불어 그 유도
체를 탐지 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의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산화적 세포 칩의 기발기술로
자리 잡은 산화적 손상 탐지 균주의 다양한 개발은 앞으로 진행 가능한 기능적 세포 칩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포도당 대사에 연관되어있는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센서 균주로 개발함으로써 환경독성 물질이 대사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새로운 균주의 개발로 인해 위에서도 언급한 기능적 세포
칩 즉, 산화적 손상 분류용 세포칩을 개발, 그 응용을 확장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형 바이오 센서의 제작과 그 응용에도 기반 기술로 활용이 가능 한 것을 확인 하
였다.
¾

세포칩 방식의 환경 바이오센서 제작

- 세포칩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포 개발
균주 이름

프로모터

플라스미드

EBFumC

fumC

fumC::luxCDABE

EBInaA

inaA

inaA::luxCDABE

EBSoxR

soxR

soxR::luxCDABE

EBSoxS

soxS

soxS::luxCDABE

EBCydA

cydA

cydA::luxCDABE

EBHmp

hmp

hmp::luxCDABE

EBMalk1

malK

malK::luxCDABE

FPR

fpr

fpr::luxCDABE

ZWF

zwf

zwf::luxCDABE

DNT5

nagR-nagAa

nagR-nagAa::luxCDABE (thermolux based)

NAGK

nagR-nagAa

nagR-nagAa::luxCDABE

PGI

pgi

pgi::luxCDABE

표 1 본 연차에서 개발한 12 종의 신규 박테리아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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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적 손상 분류용 세포칩 개발
세포칩 제작을 위하여 산화적 손상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재조합 발광세포들은 다음과
같이 칩위에 고정화 되었으며 독성 반응에 의한 루미노센스의 변화는 cooled CCD 카메라
로 촬영한 image를 통하여 각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한 넓이의
spot에 있는 pixel 수를 측정하여 샘플 처리 이전에 획득된 pixel density로 나누어서
response ratio로 표현하여 발광 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에 사용된 세포칩의 세포 배열

세포칩의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슈퍼록사이드를 발생하는 파라콰트와 모
양이 유사하면서 라디칼을 생성하는 화학물질, 모양은 유사하지만 라디칼을 생성하지 않는
화학물질 그리고 모양은 다르지만 라디칼을 생성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구별하여서, 총 9가
지의 샘플에 대한 세포칩의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표 2. 본 연구에 사용된 독성물질과 화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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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파라콰트에 대한 세포칩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였다. 파라콰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하게 라디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인 1,1‘-Diethyl-4,4'bipyridinium (EV), 1-Heptyl-4-(4-pyridyl)

pyridinium (HEPPYR),

1,1-Diheptyl-4,4'-

bipyridinium (DHEPBIP), 그리고 1,1’-Dibenzyl-4,4'-bipyridinium (BV)에 대한 반응에서는
본래 라디칼의 생성으로 인해 파라콰트와 비슷한 발현 양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는 세포칩이 라디칼 형성뿐 아니라 미세한 화학구조의 변화까지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파라콰트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지만 라디칼
을

생성하는

화학샘플에

대한

반응도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서는

2-Methyl-1,4-

naphthalenedione (MENA)와 hydrogen peroxide를 가지고 세포칩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두
샘플 모두 파라콰트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라디칼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구조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만 균주들에서 발현 반응을 탐지 할
수 있었으며 hydrogen peroxide에 대해서는 많은 균주들에서 발현량 증가가 나타났다.
MENA의 경우 파라콰트와 유사한 발현 반응이 나타났지만 DP1의 경우 파라콰트에 대해서
는 반응을 보였지만 MENA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파라콰트와 유사
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라디칼을 형성하지 않는 샘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 실험
에서 사용된 케미컬은 4,4‘-Dipyridyl (DP)와 4,4’-Dipyridyl N,N'-dioxide (DPD) 두가지로
모두 파라콰트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라디칼은 생성시키지 않는 화학물질이
다. 두 샘플에 대해서 세포칩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화학구조식의 유사성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독성에 결정적인 역할은 하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라
디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결과이다. 결국 이 결과를 통해서 유사한 모양의 샘플
에 대한 세포칩의 반응이 특이적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약간의 화학구조 변화에도 세포칩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성을 유발하는
라디칼에 대해서는 확연한 변화를 보여서 독성에 대한 반응을 확실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다양한 세포의 고정화를 통해 만들어진 세포칩은 샘플의 독성 스크리
닝뿐만 아니라 미세한 구조적 변화까지도 탐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균주에 대한 반응 데이
터베이스화를 통해서 미지의 샘플을 추적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약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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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화학물질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 파라콰트, 파라콰트와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지며 라디칼을 형성하는 1,1'-Dibenzyl-4,4'bipyridinium (BV), 파라콰트와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지지만 라디칼을 형성하는 2-Methyl-1,4'naphthalenedione (MENA) 에 대한 세포칩의 반응

- Glass Bead를 이용한 세포칩의 성능 향상
Glass bead 를 이용한 세포칩의 성능향상은 기존 실험에서 보고되었지만 어떤 형태로
성능이 향상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칩의 시그널 향상을
위하여 기존에 성능이 검증된 glass bead 를 고정화 물질에 첨가하여 발광 신호 향상을
시도하였다.

그림 3. Glass Bead 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 스팟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포 스팟의 밝기 비교

그림에서와 같이 glass bead 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시간에 따라서 cooled CCD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위아래가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스팟에서의
반응을 나타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스팟 모두 발광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발광반응의 시작은 두 스팟에서 차이가 났다. 독성 샘플 주입 후 먼저 glass
bead 를 포함하고 있는 스팟에서 시그널이 탐지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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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 가 없는 스팟에서도 빛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그 양을 비교하면 glass bead 를
포함하는 스팟에서 더 많은 빛이 나타났다.
¾

통합 소형 바이오센서 제작

지속적인 하천이나 폐수 처리장의 오염을 탐지하기 위해선 연속적 독성 탐지가 가능한
바이오센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양의 배지와 적은 양의 폐액을
배출하여서 외부적인 조작없이 장시간 독성 탐지가 가능한 통합형 소형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다. 재조합발광 박테리아는 자연계로 그냥 방출할 수 없고 특별한 처리를 하여
균주를 사멸시킨 후 배출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배지의 양을 줄이고 배출되는
폐액의 양을 줄이는 것은 외부적 조작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치가 운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속독성 탐지 장치보다 10 배 작은 양의
부피를 갖는 장치를 개발하여 필요한 배지의 양과 배출되는 폐액의 양을 10 배 감소하였다.
이는 동일한 양의 배지를 가지고 기존 시스템보다 10 배 오랫동안 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본 장치는 서로 다른 균주를 배양할 수 있는 4 개의 채널을 한 원통 내에 배치하여 이동과
설치가 간편하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은 장치의 현장 설치를 용이하도록 돕는다.

그림 3. 통합형 소형 바이오센서의 작동 모습.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지가 덮개를 통하여 첫 번째 반응기로 유입되면 첫 번째
반응기에 1ml 만큼만 채워지게 되며 1ml 이상의 배지와 균주 혼합액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반응기로 유입되게 된다. 두 번째 반응기에서는 샘플의 유입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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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반응을 위해서 산소가 공급된다. 또한 반응기 주변은 온도 조절을 위하여 water bath 가
존재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기존 반응기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펌프와
산소공급 장치를 제거하여 장치를 단순화하였으며 간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기존의 바이오 모니터링 기술(물벼룩/물고기) 및 기기분석과의 병행을 이용
하여 환경 바이오센서의 효율성 검증 및 비교 평가

¾

DNA microarray 와 Real Time RT-PCR 을 이용한 연속독성 탐지 장치의 안정성 평가

본 연구실에서 기존에 개발한 이단계 연속독성 탐지 장치는 세포의 배양과 테스트 반응기를
분리하여 여러 번의 독성 테스트에도 장치의 독성 탐지 장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독성을 탐지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그림 4. 이단계 연속독성 탐지 장치

본 장치는 장시간의 운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한 발광값을 나타내며 여러번의 독성 주입에도 반응 후
다시 원래의 발광값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칩과 Real Time RTPCR 을 이용하여 장시간의 장치 운전에서 발광량의 변화가 오직 타겟 유전자의 프로모터 작용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인지와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빛의

증가를

나타내는

정확한

리포터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유전자칩을 통한 분석에서는 lux 유전자의 발현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DPD2794 나 DK1 과 같은 재조합 균주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RFM443 만을
사용하였다. (RFM443 는 재조합되지 않은 host 균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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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모든 샘플링 포인트에 대한 91 개 유전자의 유전자 clustering 결과. (B) 1,2,3 그룹에 대한
유전자 발현. (C) 그룹 1,2,3 에 대한 Log2 비율의 변화. 실선은 모든 유전자의 발현 평균량을
나타내며, 점선은 katG, recA, uspA 유전자의 발현 비율을 나타냄. (D) 샘플링 지점에 따른 clustering

본 연구에서는 발현된 유전자들을 토대로 hierarchical clustering 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현저하게 투입된 독성 샘플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 양상에서 차이가 났다. OxyR
regulon

에

속한

유전자들은

하이드로젠페록사이드를

주입한

이후에

매우

높게

발현하였으며 유전자 손상과 관계된 유전자들은 마이토마이신시 주입 이후에 매우 높게
발현하였다. 보다 집중적인 분석을 위해서 샘플링 지점에 따라서 4 개의 서브그룹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각각의 조건은 첫째, 매우 높은 마이토마이신시의 주입시,
둘째 마이토마이신시의 약한 독성 조건, 셋째 하이드로젠페록사이드의 약한 독성 조건,
넷째, 하이드로젠페록사이드의 강한 독성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각 독성에 대한 방어기작 관련 유전자들이 발현하고 일반적 독성에 대해 반응하는 유전자의
경우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Real Time RT-PCR의 경우 강한 반응을 보이는 recA와 katG에 대해서만 측정하여서
유전자칩 결과를 확인하는데 사용하였다. endogenous 유전자인 rrnD의 경우 매번의 샘플링
지점에 대해서 특이적인 변화없이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katG와 recA의 경우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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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지점에 따라서 CT 값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또한
유전자칩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3. 유전자 칩을 이용한 환경독성평가 기법의 활용성 검증
¾

송사리를 이용한 의약품 유전자 독성 평가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쉽게 분해가 되지 않아 생태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의약 화학물인 dichlofenac 과 ibuprofen 의 송사리에 대한 영향을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제환경에 존재하는 1ppb 의 농도와, 급성독성
실험을 통한 8ppm 의 농도에서의 유전자칩 실험을 각 노출후 12 시간 48 시간 96 시간의
샘플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양의 비교하였다. 스캔된 이미지는 스캔 프로그램을 통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수치

데이터로

변환

되었으며,

데이터의

신뢰도를

위해

노말라이제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변환하였다.

1ppb 12h

1ppb 24h

1ppb 96h

8ppm 12h

8ppm 24h

8ppm 96h

그림 7. 유전자칩 스캔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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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발

분석된 유전자칩의 데이터는 유전자의 발현 패턴별로 구분되는 Self Organized Map
(SOM)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또한 유전자칩상에 이미 알려져있는 유전자로 구성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유전자들의 과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랜덤 콜로니를 이용한 부분의 경우
4 배이상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있어 이런한 유전자는 추후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하여
의약품의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로서 사용될 수 있다.
¾

박테리아를 이용한 Dioxin 유전자 독성 평가

환경 내 그리고 생물체 내에 축적되어 잔류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 다이옥신
(PCDDs)과 바이페닐 (PCBs)글은 그 독성이 가장 강력하고 유독한 물질로 분리 되어 있다.
이러한 다이옥신과 PCBs 의 독성정도는 면역 독성학이나 발암 물질 그리고 내분비
장애물질로 널리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분야에 적용되는 생물체는 모두
유핵 생물로 동물세포나 쥐 그리고 물고기등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무핵 생물일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가 없는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내분지 장애 물질인 다이옥신과
PCBs 가 박테리아네 어떤 독성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이옥신과 PCBs 에 의한 유전자 칩의 결과를 clustering 과 SOM (self-organizing map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

(b)

(d)

(e)

(c)

그림 8. SOM 결과 나타난 6 가지 다이옥신과 PCBs 의 유전자 발현 패턴
(a) 1,2,3,4-TCDD, (b) 2,7-DCDD, (c) PCB-14, (d) PCB-30, (e) PCB-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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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된 패턴을 각각 화학물질마다 6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패턴이 그 농도에 따라 불규칙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농도에따라 그 발현 정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그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 발현
양상이 줄어드는 dose-dependent 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5 가지 화학물질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유전자 칩 분석 방법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화학물질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그 유전자 발현양상이 증가하는 패턴을 선택하여 5 가지 화학물질,
즉 내분비 장애 물질이 대장균에 어떠한 독성학적 모드를 나타내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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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NRL 세미나 시리즈

1. 2005 NRL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칩 세미나 시리즈 보고
본 세미나 시리즈에는 각각의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 발표와 토론을 수행하고자 기존
워크샵 방식을 탈피하여 하루에 한 명씩의 연사를 초청하여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세미나 시리즈”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소개된 연
구들은 국제 유명 저널에 소개되었던 내용들로, 국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칩/바이오센
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초청을 통해 최신 연구에 관한 발표를 들얻으며 집중
적인 연구 발표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진행된 장시간 토론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의 바이
오칩과 바이오센서의 활용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사들은 나노과학, 시스템공학, 생체
진단기술,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로써, 금번 세미나 시리즈는
일회적인 발표 기회가 아닌 지속적인 학술 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¾

2005 NRL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칩 세미나 시리즈 내용
일시

제

목

연

Influence of micro- and nanostructure on dynamic mobility
2005. 6. 7

사

소

속

이화여자대학교
박성수교수
나노과학부

of cells and biomolecules

부산대학교
2005. 6.14

Synthetic gene-metabolic circuits
Diagnosis of human genetic mutations based on DNA

2005. 6.15

이선구교수
응용화학공학부
한국과학기술원
박현규교수
생명화학공학과

microarray technology
Agrobacterium sp.의 in silico 모델을 이용한 beta-1,3-

조선대학교

2005. 6.21 glucan 생산 최적 metabolic pathway 설계 및 생산조건 이중헌교수

생체의용화학공학과

최적화
Electrical and fluorescence based detection for biospecific
2005. 6.28
interactions using SW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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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철교수

포항공대 화학과

알 림

[수상]
¾

Outstanding Poster Presentation Award ( APBioChEC’05 )

김연석 학생이 2005 년 5 월 15 일부터 19 일까지 5 일간 제주 롯데 호텔 에서 열린 7 회
Asia-Pasific Biochemical Engineering Conference (APBioChEC’05) 에서 “Development of
Aptamer Based Biosensor for 17β-estradiol Detection” 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로
Outstanding Poster Presentation Award 를 수상하였습니다.

[해외공동연구]

¾

해외 공동 연구 수행

연 구 자 : 김병찬 박사
파견기관 :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 USA
기

간 : 2005년 4월 11일 ~ 2005년 10월 10 일

연구내용 : nano-size materials 혹은 nano-porous materials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다른
기능을 가진 효소를 고정화 하여서 stability를 극대화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들 물질을
바이오센서, 바이오 assay, 산업용 효소변환공정, 효소활용 환경처리공정 및 난분해성 물질
분해 및 제어공정등에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사용되는 nanosize 혹은 nano-porous materials들은 quantum-dots, 산화철 나노입자, 카본 나노입자,
나노파이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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