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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생물 기반 생리활성 화합물의 확보와 응용·평가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해양생물은 화학적 자기 방어수단으로서의 생태학적 기능을 가지는 물질을 생산하

는 경우가 많음. 특히 조직이나 세포 수준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출현이 빈

번한데 이러한 독성은 심각한 중독을 초래하기도 하고 적절히 활용되어 항암제, 항

생제 개발로 연결되기도 함. 이러한 해양 천연물의 특성을 적절히 관리/활용하는

연구 필요

2. 연구개발의 목적
해양생물 유래의 생리활성 저분자 화합물을 유용성을 지닌 화합물과 독성을 지닌

화합물로 분류, (1) 활용이 가능한 유용 화합물의 경우 천연물 분리/규명과 생합성

경로 규명, (2) 관리가 필요한 독성 화합물 (해양생물독) 의 경우 표준시료를 확보

하여 정성/정량 분석 방법론을 확립하고 배양생물 활용의 생산기술 개발. 지속적인

생리활성 물질의 발굴을 위해 (3) 독성평가, (4) 형광 분자소재 응용 기술 개발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 연구내용 및 범위
○ 유효 추출물 유래 활성 천연물 규명과 유도체 합성 (5종)

○ 유용 천연물 생산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3종)

○ 마비성 독소 정성, 정량 분석 방법론 확립

○ 마비성패독의 원인종 선별과 독소 생산에 관여하는 환경 조건 탐색

○ 화합물 독성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미소 동물플랑크톤 및 독성 화합물 확보

○ 생체분자, 금속이온 탐지용 형광물질 도출을 위한 형광 유도체 합성 (15종)



Ⅳ. 연구개발결과
○ 6종의 고역가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 3종의 천연물 생산 해면으로부터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 재현성 높은 정성, 정량 분석 방법 (HPLC-PCOX법) 확립

○ 마비성 독소 생산이 가능한 종 선별 완료, 독소 생산 수율 18 ug/L 달성

○ 미소 동물플랑크톤 5종 배양 조건 확립, 독소 원인 생물과 독소 확보

○ 형광 유도체 22종 합성, 4종 검증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 발굴된 고역가 생리활성 천연물 기반의 의약소재 개발

- 천연물의 기능에 주목하는 화학생태학 연구주제 발굴

○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 생리활성 해양 천연물 생산에 활용하여 개발 연구 진행

○ 마비성 독소 정성, 정량 분석 방법론 확립

-마비성 독소 활용, 개발 연구를 위한 소재 공급

- 마비성 독소 모니터링 사업에 분석 툴 제공

○ 마비성패독 원인종의 독소 생산 조건 규명

- 마비성 독소의 활용, 개발 연구를 위한 소재 공급

- 생성 메커니즘 이해를 통한 마비성 패독의 관리 방법 확립

○ 화합물 독성 평가기법 개발

- MBA를 보완할 수 있는 생물독 평가기법으로 활용

- 활성 천연물 발굴·개발 연구에서 생리활성/독성 검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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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해양생물 유래의 생리활성 저분자 화합물을 유용성을 지닌 화합물과 독성을 지닌

화합물로 분류, (1) 활용이 가능한 유용 화합물의 경우 천연물 분리/규명과 생합성

경로 규명, (2) 관리가 필요한 독성 화합물 (해양생물독) 의 경우 표준시료를 확보

하여 정성/정량 분석 방법론을 확립하고 배양생물 활용의 생산기술 개발. 지속적인

생리활성 화합물의 발굴을 위해 (3) 평가(독성평가), (4) 응용(기능성 형광 분자소재)

기술 개발 (그림 1)

그림 1. 연구개발 개요 (개념도)

○ 핵심기술

-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HPLC 등)을 활용한 천연물 분리,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천연물 구조 규명, 세포나 효소를 활용한 화합물의 생리

활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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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 메타게놈 분석과 생합성 유전자 발굴, 이형발현: 천연물 분석 결과 기반 유

용 해면 선정, 메타게놈 추출 및 염기서열 분석과 해독, 생물정보학 기술 활용

천연물 생합성 유전자군 발굴, 미생물 숙주를 활용한 실험실 규모 수준의 생합성

유전자군의 이형발현

- 마비성 독소 표준시료 확보: 생합성 중간체를 와편모조류에 투여하는 반합성 방

법과 합성을 통한 패류독소와 유도체 제조, 독성 해양생물로부터 크로마토그래피

를 이용한 정성, 정량 분석방법 개발과 이를 응용한 독소 분리

- 와편모조류 활용 마비성 독소 생산 방법론 확립: 마비성 패독의 원인종 선별을

위한 분류학적 분석 방법 (형태적 특징 및 분자계통학적 위치), 배양 세포의 안정

화 기술, 와편모조류 대량 배양에 관여하는 생리, 생태학적 환경 조건 탐색 기술

- 미소 동물플랑크톤 활용 화합물 독성 평가기술 개발: 마우스 독성평가법의 한계

성을 극복하기 위한 독성실험생물로써의 미소 동물플랑크톤 확보, 독성 화합물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독성종말점 (toxicity endpoint) 조사를 통한 독성평가기술

개발

- 기능성 형광 분자소재 개발: 금속이온, 유기물질 등 분석 대상 물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물질 존재 여부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기형광 화합물 설계/합성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1) 최종목표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관리/활용이 필요한 저분자 화합물 분석/발굴하고,

화합물 평가/생산/응용 기술의 기초를 확립

- 유용 천연물; 활성 천연물 규명과 생물학적 합성 방법론 구축

- 독성 천연물 (생물독); 화학적, 생물학적 생산과 분석 방법론 구축

- 해양생물 활용 화합물 생리활성 평가기술 개발

- 형광 소재 개발을 통한 천연물 응용 기술 개발

(2) 연구원의 비전 및 기능, 중기전략계획 등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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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기원 임무 및 경영목표 등과의 연계성

- 천연물 발굴, 응용, 평가기술 개발은 해양생물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로 ‘해양 신산업 발굴, 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실현의 기반 구축

- 유용 천연물 발굴, 생산 연구, 특히 해면 메타게놈 기반 연구의 경우 ‘연구성과계

획서’ 평가 당시 도전성이 높은 과제로 선정된 내용으로서 우리 원 경영목표 ‘도

전적 융복합연구로 선도적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 실현에 일조

- 마비성 독소 표준시료 확보와 생산 기술 확립 연구는 생물독에 대한 이해도와 관

리 역량을 높여 경영목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

원’ 실현

○ 해양과기원 연구성과계획서 성과목표와의 부합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8-2022 연구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목표 ‘해양생물 유

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특히 성과목표 2-1-1의 ‘생리활성 성분 발굴 분석 기술 개

발’의 달성을 위해 제시된 세부 성과목표 (마비성패독 생산,분석 기술연구, 활성

천연물 분리와 규명, 활성 천연물 생합성 경로 규명과 이형발현 조건 탐색, 생체

분자 탐지용 형광센서 도출) 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아젠다와의 연계성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발생에 주목함과 동시에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유망 신산업의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생리활성 천연물과 생물독 연구는 제시된 5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생물, 유전자원 개발’, ‘국내외

다양한 생물소재 탐색 및 유전자원 발굴’에 해당

- 생리활성 해양 천연물 발굴과 유기형광소재 개발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에서 열거한 중점과학기술 목록 중 ‘유기·바이오소재’ 분야 ‘기능성 유

기소재,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술’과 ‘융복합소재’ 분야 ‘다기능 융복합소재 기술’

에 해당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 정한 과제 ‘생활 속 위협 요인에 대한 예

방 및 관리, 일상생활 유해요인을 관리하여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

성’에 ‘신종 유해물질 측정기술 개발 및 위해성 검증 안전기준 마련’이 명시. 수

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마비성 패독에 대한 기초 연구와 독성 평가기법 개발

이 이에 해당

- 천연물 생산, 분석 기술은 생명공학 융합형 산업(화학·의학·환경·식품·바이오매스·

에너지)에서 활용되는 범용 기반기술로 생물 유래 물질의 제품화 토대를 구축.

과기정통부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에서 제시한 정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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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영역 중 ‘산업선도’에 해당하며, 기술분야 중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투자방

향인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및 산업기반 기술 투자 강화’에 해당

- 해양생물로부터 생리활성 성분(천연물, 생물독)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제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에 제시된 전략 ‘동식물,

미생물, 해양생명자원 등 농림·수·축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유망 신소재 개발’

을 구현하며, 전략분야 중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식품안전·품질향상’에 해당

-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생명자원 주권 강화

를 위해 수립된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19-2023)’은 해양수산생

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과제의 생리

활성화합물 연구는 전략별 추진과제 중,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관리역량 제고’,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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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외 연구동향

○ 생리활성 천연물 연구 개발 현황

- NCI(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전임상 세포독성 측정 검색을 활용한 암

세포 억제 물질 확인 연구에서 육상 천연물은 0.1%가, 해양 천연물은 1%가 개발

가치 있음이 확인됨. 특히 해면 등의 해양동물은 세포독성 물질의 발견 비율이

2%에 육박하여, 육상생물이나 해양식물, 미생물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그림 2. 생물근원별 세포독성 물질 발굴 비율 (NCI)
Journal of Biotechnology, 1999, 70, 15

- 천연물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화합물 지속/대량 확보 가능 여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해양 천연물의 경우 이로 인해 개발이 좌절되는 경우가 대부분. 천

연물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 확립될 경우 해양 천연물의 개발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 해양 천연물 개발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해온 물질량 확보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생합성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특히 미생물이나 동물 전생체의

유전자 염기서열로부터 천연물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군을 찾아 이를 이형발현

에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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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연물 발굴에서 개발까지의 연구 과정과 화합물 수급 문제 발생 단계
Pharmacology & Therapy 2015, 162, 1

- 국내에서 해양생물 추출물이나 천연물로부터 의약품이 개발된 예는 없고, 특정

지표 물질을 함유하는 해조류, 미세조류 추출물을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음. 다양한 생물

로부터 여러 기능의 지표물질과 활성 성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해양생물독 분석과 생산 연구 현황

- 생물독은 자연에서 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성해양생물 채집, 분리를 통한

자연계에서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한 생산은 화학적, 생물학적 합성에

의존해야 함. 독성 천연물의 확보에 가장 선도적인 연구기관은 캐나다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로 자세한 연구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러 독

성 천연물을 보급하고 있음

- 가장 독성이 강한 마비성 패독의 분석과 확보는 미국,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데,

화학적 합성을 통한 생산과 이에 기반한 의약소재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군산대에서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통해 펙테노톡신 계열의 설사성 패

독을 생산한 바 있으나, 독성이 가장 강한 알칼로이드 계열 마비성 독소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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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

- 마비성 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의 발생은 패류의 먹이원인 유독

플랑크톤의 종류와 섭취량에 의해 결정됨. 마비성 패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패독의 원인종인 와편모조류와 패류독

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독이 생산되는 환경조건 탐색)를 수행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연안에 출현하는 다양한 유독 플랑크톤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마비성 패독의 원인종 탐색과 생산에 관여

하는 환경 조건 규명은 진행되지 않음 (그림 4)

그림 4. 2015년까지 기록된 마비성패독(PSP) 발생 해역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ebsite

- 해양생물독의 독성평가에 있어, 표준 독소의 이용성 및 복합 독성 평가의 한계성

을 지닌 화학적 분석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독성평가기법으로 마우스 독성평가법

(MBA, Mouse-based assay)가 사용되고 있으나 결과의 오류가 많고 윤리적 문제

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에서 이를 위해 다양한 해양생물독에 대해 척추/무척추동물, 미세조류 및 미생물

의 생태적 독성종말점을 조사한 바 있음. 최근 배양세포를 이용한 시험관(in

vitro) 분석법이 주목받고 있으나 정확성이 낮아 실용화되기는 어려운 상황

○ 천연물 기반 기능성 형광 소재 연구 현황

- 형광 프로브, 형광 화학센서 연구개발은 생명공학과 진단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품으로 개발된 물질이 다수 존재. 그러나 해양과학 분야에

서 형광화학센서 기술은 아직 도입 단계로 국가별 기술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와 기술 선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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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미생물 배양액으로부터 분리된 형광물질 에피코코논(epicocconone)은 최초

보고된 이래 약 5년 정도의 짧은 상품화 과정을 거쳐 ‘FluoroProfile’이라는 상품

명(시그마 알드리치, 단백질 정량 키트)으로 성공적인 시장 진입. 이는 긴 연구개

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연구와 비교되는 좋은 성공사례

이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의약품 개발과 소재 개발의 투트랙 전

략을 구사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

제 2 절 연구개발의 중요성

○ 생리활성 천연물의 개발 가능성과 필요성

- 해양생물은 화학적 자기 방어수단으로서의 생태학적 기능을 가지는 물질을 생산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조직이나 세포 수준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출현이

빈번한데 이러한 독성은 심각한 중독을 초래하기도 하고 적절히 활용되어 항암

제, 항생제 개발로 연결되기도 함. 이러한 해양 천연물의 특성을 적절히 관리/활

용하는 연구가 필요

- 해면은 해양생물 중 생리활성 천연물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동물이지만 물질

함유량과 확보 가능한 개체량이 적어 지속적인 물질 공급의 문제가 개발의 걸림

돌이 되고 있음 (그림 5). 생합성 연구를 통하여 물질 수급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해양 천연물을 다양한 소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5. 해양생물 분류군별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현황
Marine Drugs 2015, 1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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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독의 분석, 확보 기술 개발의 필요성

- 인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해양독은 마비성 패독으로 빈번하게 중독사고를

일으켜 2018년에는 시중에 납품된 홍합이 전량 회수되었음. 기후변화로 인한 연

안 수온 상승과 더불어 해양생물독에 의한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양생물독의 정성, 정량 분석은 표준물질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이루어지므

로 이의 확보가 분석가능 여부를 결정함. 현재 국내에서는 표준 독소를 구할 수

없어 캐나다 정부기관인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수입하고 있음.

일본은 삭시톡신을 제외한 표준 독소를 정부차원에서 자국 내에 공급하고 있음

- 독성 천연물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물질로서의 가치 외에도 이들 천연물이 특이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있음. 저분자물질 의약품 개발의 선도국가인 미국

에서는 패류 독소의 마비증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음

- 해양생물독의 독성평가에 있어, 표준 독소의 이용성 및 복합 독성 평가의 한계성

을 지닌 화학적 분석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독성평가기법으로 마우스 독성평가법

이 사용되고 있으나 결과의 오류가 많고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대

체할 평가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천연물 기반 기능성 형광소재 개발의 필요성

- 저분자 유기형광물질은 생명공학, 의료진단, 신약개발, 환경공학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유망 소재. 저분자 유기형광물질을 이용하여 특정 생물체, 세포기

관 또는 단일 분자 (단백질, 유기분자, 금속이온 포함)에 대한 높은 상호결합 선

택성을 갖는 형광화학센서의 제작이 가능하며, 이는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새

로운 분석도구로 응용될 수 있음

제 3 절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생산 관련

- 생리활성 천연물의 발굴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규 화합물 분리/규명과 기지

화합물의 활성 확장 탐색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메타게놈 기반 천연물 생합성 연구의 경우 토양 미생물 유래 herboxidien의 생산

을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나 (표 1), 해양 천연물의 경우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음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중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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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제의 제4세부과제가 ‘메타유전체(메타게놈)’로 설정됨. 이 과제의 최종 목표

는 국내 (광양만, 남해, 서해 (갯벌)) 정점에서 해수 또는 해양퇴적토를 채집하여

이로부터 해양 메타유전체/전사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됨. 해양 천연물 생합

성 경로 규명과 관련한 이 사업의 일부 내용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 내

해양메타유전체 세부과제와 비교하여 메타게놈 분석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

으나 연구개발목표, 최종성과물, 분석대상생물 등이 상이하며 연구개발의 성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각 항목별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표 1. 토양 미생물 유래 herboxidien 생합성 유전자 규명과 이형발현 관련 연구사업

부처명/연구기간 연구기관 과제명

농림수산식품부/2012

이화여자대학교
친환경 미생물제초제 herboxidiene의 생합성 유전자

확보 및 유도체 개발

국립농업과학원
토착 미생물 메타게놈을 이용한 고활성 천연제초제

heboxidien 유도체 생산 및 제형 개발

미래창조과학부/2014-2016 선문대학교
미생물제초제

herboxidiene 유도체 생합성 연구

표 2.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과의 비교

해양생물 기반 생리활성 화합물의 확보와

응용·평가 기술 개발

(해면 메타게놈 기반 천연물 생합성 경로

규명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제4세부과제)

연구개발목표
해면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생리활성 천연물

생합성 유전자 규명과 이형발현 조건 탐색
해양메타유전체/전사체 분석

최종성과물

해면동물 메타게놈 분석 자료,

생리활성 천연물 생합성 유전자군 규명과

이형발현 조건

해양 메타유전체/전사체 자료,

미생물 군집 분석, 유용 유전자 발굴,

생리활성물질 발굴

연구개발성격
항암물질의 산업적 생산에 적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자료수집, 모델정립 등 기초연구

분석대상생물 생리활성 천연물 함유 열대 해면
해수, 해양퇴적토, 갯벌 내 미생물 군집

(국내 40개 정점)

○ 마비성 독소 분석/생산 관련

-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수행했던 패류독소 관련 과제들은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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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독의 분석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관리를 위한 모니

터링 목적의 사업으로서 표준물질 확보를 위한 합성, 발생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원인종 탐색, 개발/활용 목적의 생산 연구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본원에서 수행했던 ‘해양유독 식물플랑크톤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개발 연구’는 마

비성 패독 외 3종의 생물독에 대한 바이오센서개발 및 생합성 유전자 분석이 주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생산을 목표로 하며 화학적 합성이나 원인종 배양기술 확립

등의 기술적 접근을 도모하는 본 과제와는 차이가 있음

표 3. 수산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목적의 마비성 독소 분석 연구사업

부처명/연구기간 연구기관 과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200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중 패류독 모니터링 연구
경상대학교

해양수산부/2005 신라대학교 양식패류독의 저감을 위한 생물전환기술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2006 경상대학교 패류독소류 분석법 확립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1996-2015 국립수산과학원 독물학적 위생안전 위해 관리

해양수산부/2007-2999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 위해요소 제어기술 개발

해양수산부/1977- 2037 국립수산과학원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과학기술부/2004-20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유독 식물플랑크톤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개발 연구

○ 저분자 유기 형광소재 개발 관련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유사과제를 검색해본 결과 기 수행과제,

타인등록과제, 공공 R&D과제에서 유사과제는 없다는 검색결과가 나왔음. 이는 유

기형광 화학, 형광 센서를 이용한 해양생명공학, 해양환경 연구는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줌.

-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형광프로브, 형광센서, 바이오센서 관련 연구과제들은 주로

기초연구, 질병진단과 치료, 특정 생체물질의 검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과 출연연에서 수행되었음.

- 수질 모니터링과 관련된 과제로서 ‘미래지향형 물관리 체계를 위한 형광

chemometrics 모니터링 기법 개발과 적용(허진, 세종대학교)’이 있으나 이 과제는

BOD, COD, 질소농도등 도시하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개발이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발굴한 화학골격이 참신하고 다양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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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형이 가능한 기능기를 갖고 있는 KIOST-Fluor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해양생

명공학과 해양환경 연구에 응용이 가능한 유기형광화학센서와 형광바이오센서 개

발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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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 해양생물 추출물에 HTS 효능 검색 기반 분석 대상 추출물 선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사업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과

제를 통해 확보된 해양생물 추출물 1824종에 대한 암세포 생장 억제 효능 (세포독

성) 검색 결과에 기반하여 분석 대상 해양생물 선정

- HTS 효능 검색에서는 6종의 암세포주 (A549, HeLa, ACHN, HCT116, MCF7,

A375SM)와 2종의 형질전환세포주(Beas-2B, Melan A)에 대하여 단일농도 (10 μ

g/mL) 2반복으로 시료를 48시간 처리한 후 MTS시약으로 정량한 % viability 측정

(그림 6)

그림 6. 암세포주 6종에 대한 세포독성 HTS 검색 결과

- 암세포에 대한 생장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시료에 대하여 추출물 분리/분석 연구

를 수행

○ Agelas속 열대 해면으로부터 방사선 감각 활성 천연물과 세포독성 천연물 발굴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진행)

- 추출물 활성 검색 결과에 기반 미크로네시아 축주에서 채집된 Agelas 속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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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102CH-501) 이 간암 세포 사멸 유도와 함께 방사선 감각 활성을 나타

냄을 확인

- 건조 중량 228.0 g의 해면으로부터 26.2 g의 추출물을 획득 (methanol (1 L x 2),

dichloromethane (1 L x 1)) 하여 간암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방사선 감각 활성

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면서 분획과 분리 과정을 진행. 먼저 n-butanol과 물로 일차

용매분획을 진행한 후 유기층을 감압농축하고, 이를 다시 15% aqueous metahnol과

hexane으로 용매분획하여 8.3 g의 aqueous methanol 분획을 수득. 이를

reversed-phase column chromatography (YMC Gel ODS-A, 60 Å, 230 mesh,

stepped gradient of 50%, 30%, 10% aqueous methanol, 100% methanol, and

acetone)으로 분리한 후 각각의 분획에 대해 간암 세포 (Hep3B) 에 대한 세포 사멸

유도 활성 (ATF, LC3B 등 apoptosis 관련 바이오마커 발현 측정) 과 방사선 감각

활성을 확인 (그림 7, 8)

그림 7. 활성 검색 기반 Agelas 천연물 분리 스킴

- 방사선 감각 활성이 확인된 100% methanol 분획 521.6 mg으로부터 MPLC

(Redisep-C18), size-exclusion choromatography (LH-20), HPLC (YMC-pack Pro

C18) 을 통해 화합물 A-1과 A-2를 각 5.2 mg, 5.6 mg 획득. NMR과 HRMS 분석

을 통해 A-1과 A-2가 각각 기지 화합물 agelasine D 와 ageloxime D 임을 확인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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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세포 사멸 유도 분획 (R2-R4)의 방사선 감각 활성

그림 9. 활성 천연물 A-1과 A-2의 구조

- A-1은 간암 세포 Hep3B의 사멸을 유도하는 활성이 강함. 특히 0.5 ug/mL (1.2

uM) 농도에서 72시간 이후 60% 이상의 Hep3B 세포 사멸을 유도 (그림 10, 활성

천연물 기준 IC50 5 uM에 부합)

그림 10. A-1 화합물의 간암세포(Hep3B) 생장 억제 활성

- 화합물 A-2의 경우, 2 ug/mL (4.6 uM) 농도에서 단독으로는 Hep3B 세포 사멸

유도 활성이 미미하였으나 (~2.5%), 6 Gy의 방사선을 함께 조사하였을 때 방사선

조사 단독 시보다 2 배에 달하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 관찰되어 높은 수준

의 방사선 감각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그림 11, 활성 천연물 기준 IC50 5

uM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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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2 화합물의 간암 세표 (Hep3B) 사멸 촉진 방사선 감각 활성

○ Reniochalina 속 열대 해면으로부터 세포독성 천연물 acetylenic alcohol 발굴

- 추출물의 세포독성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서 채집한

Reniochalina 속 해면 (Sample No. 1211CH-765, 그림 12)으로부터 생리활성 천연물

을 분리

- 해면 Reniochalina sp.(건조 중량 360 g) 로부터 92.1 g의 추출물을 획득한 다음

n-butanol과 물로 일차 용매 분획하여 34.6g의 유기물을 얻음. 이를 다시 15%

aqueous metahnol과 hexane으로 분획하여 각각 5.4, 28.1g의 유기물을 획득함.

Aqueous methanol 분획을 reversed-phase column chromatography하여 50%, 40%,

30%, 20%, 10% aqueous methanol, 100% methanol, acetone의 일곱 개의 분획으

로 얻음. 100% methanol 분획에서 얻은 282mg의 혼합물로부터 화합물 R-1, R-2,

R-3, R-4, R-5를 각각 2.3, 23, 1.7, 2.7, 13.4 mg 씩 얻음

그림 12.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서 채집한 Reniochalina 속 해면

- 화합물의 화학 구조는 NMR과 HRMS 분석으로 규명하였으며 동일계열 화합물의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확정 (그림 13)

- 화합물 R-1 ~ 5가 세포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10uM 단일농도에서 조사. R-5를

제외한 모든 화합물이 MCF7 (유방암) 세포주를 제외한 인간 암세포주 (HCT-116,

대장암; A375SM, 흑색종; ACHN, 신장암; HeLa, 자궁경부암; A549, 폐암)와 형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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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세포주 (Melan A, Beas 2B)의 세포 생장을 70% 이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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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eniochalina 속 해면으로부터 분리한 acetylenic alcohol계 화합물

- 각 세포주에서 농도별 (0~40 uM, 2-fold, 9point) 세포 성장율을 측정하여 GI50

값을 도출 (표 9). 치환기 없이 terminal acetylenic hydrogen이 존재하는 화합물

R-1 ~ 4에서 높은 수준의 세포 독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HCT 116, A375SM,

HeLa, Melan A 세포주에 대해 5 uM 이하의 GI50가 확인됨 (활성 천연물 기준

IC50 5 uM에 부합)

표 9. R-1 ~5 화합물의 암세포주, 형질전환세포주 억제 활성

Compound MCF7 HCT116 A375SM ACHN HeLa A549 Melan A Beas-2B
R-1 50< 1.74 1.51 12.53 4.82 9.82 5.12 8.65 
R-2 50< 1.62 1.32 12.47 3.24 9.78 3.95 9.28 
R-3 50< 2.41 1.49 11.59 3.45 6.81 3.71 5.73 
R-4 50< 2.42 1.54 12.02 4.01 9.88 5.14 11.99 
R-5 35.11 14.34 26.46 35.78 19.56 14.56 17.69 7.34 

제 2 절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 메타게놈과 대사산물 분석을 위한 해면의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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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방식으로 선정 (‘1. 가. 연구수행의 적절성’ 참조) 된 분석 목표 해면을 마

이크로네시아 축 섬 연안에서 채집. Agelas (194CH-01), Ircinia (194CH-02), Stylissa

(194CH-03 ~ 05), Aaptos (194CH-08) 해면은 확보하였으나, Suberea 해면 채집에는

실패 (표 10). Suberea 해면의 경우 다년간의 축 해양생물 조사 결과에서도 매우 드

물게 확인/채집되는 해면으로 보고됨 (해양수산부 해양생명공학사업 ‘해외 해양생

물자원 개발 및 활용 기반 구축’과제 보고서 참조)

- Stylissa 해면의 경우 계획했던 대로 다양한 형태의 종을 각각 채집 (194CH-03 ~

05) 하였으며, Agelas 해면의 경우 현장에서의 유전자 추출에 있어서의 난점으로

인해 채집 출장 후반부 추가 채집 진행 (194CH-09)

- 목표종은 아니었으나 형태적으로 다양한 천연물을 함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면

2종 (194CH-06, 07) 추가 채집. 194CH-06은 현장에서의 유전자 추출에 있어서의 난

점으로 인해 추가 채집 진행 (194CH-10)

- 채집된 해면에 대해서는 각각 조직 관찰을 통한 형태학적 동정, 18S rRNA 분석

을 통한 유전학적 동정 진행 (EukA, B primer set 이용 V9 region 증폭, 분석) (표

10, 그림 14)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형태 분류와 유전학적 분류 결과에 차이를 보이

는데, 이는 해면 동정에 있어 집적된 유전 정보량과 형태 정보량의 불충분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 연구에서는 대사산물 분석 결과와 유전 정보 분석 결과

가 함께 도출되므로 해면 동정의 문제는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표 10. 메타게놈과 대사산물 분석을 위한 해면 채집과 동정 결과

생물 번호 채집 일자 채집 좌표 현장 분류 형태 분류 유전학적 분류

194CH-01 19.04.02 Agelas sp. Agelas clathrodes 
(Schmidt,1870) -N 07.31.18.90

E 151.57.56.07

194CH-02 19.04.02 Irinia sp. Ircinia sp. Sarcotragus 
spinosulus

N 07.31.18.90
E 151.57.56.07

194CH-03 19.04.02 Stylissa sp.
(fan-shaped)

Stylissa carteri
(Dendy,1889) Axinella corrugataN 07.31.18.90

E 151.57.56.07

194CH-04 19.04.02 Stylissa sp. 
(bowl-shaped)

Hymeniacidon sp.2 Axinella corrugataN 07.31.18.90
E 151.57.56.07

194CH-05 19.04.03
Stylissa sp. 

(pipe-shaped) Hymeniacidon sp.3 Axinella corrugataN 07.31.18.93
E 151.57.55.22

194CH-06 19.04.03 N 07.31.24.14 unidentified 
(green)

Leucetta avocado 
de Laubenfels, 1954 

Pericharax 
heteroraphisE 151.57.59.32

194CH-07 19.04.03 N 07.31.24.14 unidentified
(yellow) Fasciospongia sp. -E 151.57.59.32

194CH-08 19.04.04 Aaptos sp. Aaptos aaptos 
(Schmidt,1864) -N 07.31.18.90

E 151.57.56.07

194CH-09 19.04.05 Agelas sp. 
(194CH-01) - -N 07.31.18.90

E 151.57.56.07

194CH-10 19.04.05 unidentified
(194CH-06)

- -N 07.31.24.14
E 151.5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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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산물 (천연물) 분석을 위한 바이오매스는 실험실에서의 추출, 분석, 분리를

위해 운송이 용이하도록 건조 처리 (표 11)

Complete deletion (1206 bps) Pairwise deletion (1847 positions)

그림 14. 18S rRNA 기반 해면 분류 결과

표 11. 대사산물 분석을 위한 해면 현장 처리 결과

생물 번호

생물 사진

생물 번호

생물 사진
현장 분류 현장 분류

건조 방법 건조 방법

건조 중량 (g) 건조 중량 (g)

194CH-01 194CH-05

Agelas sp. Stylissa sp. 
(pipe-shaped)

air-dried 
(50 °C)

air-dried 
(50 °C)

330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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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 전생체 DNA 추출

- 사전 실험을 통해 수립한 프로토콜에 따라 194CH-01~10의 1해면 샘플을 이용하

여 시료 전처리와 DNA 추출을 진행. DNA 수득량을 늘이기 위해 확장된 규모로

추출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진행 시 필요에 따라 멸균 해수와 pronase 양을 조절

(표 12)

- 194CH-03과 04 시료에서는 비교적 양질의 DNA 단편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 외

샘플에서는 10 kb 이상의 DNA 단편이 확인되지 않음 (그림 15). 이러한 차이는 각

해면의 특성 (화합물, 해면 조직의 성격, 공생 미생물의 양)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됨

- 194CH-01과 06 시료의 경우 DNA를 추출하여 전기 영동으로 확인하였을 때 선

명한 band를 얻지 못해 추가로 동일종을 채집하여 다시 추출 진행 (194CH-09, 10).

DNA 수율을 높이기 위해 500g의 샘플을 처리하였으나 결과는 개선되지 않음

194CH-02 194CH-06

Irinia sp. unidentified 
(green)

lyophillized air-dried 
(50 °C)

700 500

194CH-03 194CH-07

Stylissa sp.
(fan-shaped)

unidentified
(yellow)

lyophillized air-dried 
(50 °C)

750 1300

194CH-04 194CH-08

Stylissa sp. 
(bowl-shaped) Aaptos sp. 

lyophillized lyophillized

28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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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메타게놈 분석용 해면 전처리 방법 (멸균 해수, pronase 부피)

생물
번호

생물량
(g)

멸균
해수
(mL)

Pronase
(mL)

생물번
호

생물량
(g)

멸균
해수
(mL)

Pronase
(mL)

194CH-
01

300 600 2.0
194CH-
06

200 300 2.0

194CH-
02

200 400 1.0
194CH-
07

100 300 1.0

194CH-
03

230 500 1.5
194CH-
08

100 300 1.0

194CH-
04

200 400 1.0
194CH-
09

500 600 3.0

194CH-
05

100 300 1.0
194CH-
10

500 600 3.0

그림 15. 해면 별 DNA 추출 결과 (DNA 단편 크기)

- 16S rRNA와 18S rRNA를 target으로 하는 PCR을 수행하여 추출된 각 해면 전생

체 DNA에서 microbial cell과 eukaryote cell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그림 16).

01, 08, 09의 경우 두 primer set에서 모두 PCR band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02, 03,

04, 05, 07 시료의 경우 16S rRNA target PCR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됨. 06 시료의

경우 18S rRNA targeted PCR product만 확인됨

- 여러 차례 DNA 추출 과정을 진행. 얻어진 모든 DNA를 시료별로 합쳐 DNA 크

기와 수율을 측정한 결과, 194CH-01, 03, 04, 06에서 Miseq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

(그림 17, 표 13) 06 시료의 경우 대부분의 DNA가 eukaryote cell에서 확인되었고

(그림 16), 04 시료의 경우 염기서열 분석 전 진행한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01, 03 시료에 대하여 Illumina-Miseq 방법의 시퀀싱을 진행

- 시판 kit을 사용하는 추출된 DNA 단편의 크기가 여러 시료에 있어 시퀀싱 기준

에 못 미칠 만큼 짧고 다양하게 확인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뉴얼 방법

을 사용하여 해면 전생체 DNA 추출을 시도 (Cell pellet 상태로 실험실로 운반된

시료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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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6S rRNA & 18S rRNA target PCR 결과

그림 17. FastDNA® SPIN kit for Soil을 활용한 DNA 추출 결과 (DNA 단편 크기)

표 13. FastDNA® SPIN kit for Soil을 활용한 DNA 추출 결과 (수율과 순도)

Sample
OD measurement Fluorescence quantitation

DNA conc. 
(ng/uL) A260/280 A260/230 DNA conc. 

(ng/uL)
volume

(uL)
Amount 

(ng)
194CH-01 21.31 1.33 0.03 1.81 320 580.8
194CH-02 171.34 1.79 0.22 139.12 90 12521.1
194CH-03 185.92 1.78 0.19 135.45 90 12190.7
194CH-04 147.42 1.73 0.13 94.63 90 8516.4
194CH-05 366.91 1.78 0.37 283.54 90 25518.2
194CH-06 41.58 1.75 0.06 21.01 85 1786.0
194CH-07 385.33 1.87 0.23 255.59 90 23003.0
194CH-08 222.66 1.84 0.21 128.29 90 11546.4
194CH-09 247.93 1.06 0.36 13.21 90 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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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추출 결과 194CH-01 ~ 05 샘플의 경우에서 약 10 kb 이하의 다양한 크기

의 DNA 단편들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06~09 샘플의 경우 약 20 kb에

해당하는 DNA 단편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8)

- 194CH-05~09 샘플을 대상으로 시퀀싱 DNA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07, 09 시료에

대하여 염기서열 분석 실시 (표 14)

그림 18. 매뉴얼 추출법을 활용한 DNA 추출 결과 (DNA 단편 크기)

표 14. 매뉴얼 추출법을 활용한 DNA 추출 결과 (수율과 순도)

Sample
OD measurement Fluorescence quantitation

결과DNA conc. 
(ng/uL) A260/280 A260/230 DNA conc. 

(ng/uL)
volume

(uL)
Amount 

(ng)
194CH-05 2094.2 1.55 1.31 825.1 100 82505.5 Fail
194CH-06 1492.9 1.75 1.37 189.7 100 18972.2 Fail
194CH-07 669.2 1.71 0.90 299.8 100 29975.2 Check
194CH-08 1820.0 1.62 1.28 278.2 100 27821.2 Fail
194CH-09 2173.7 1.15 1.14 786.2 100 78616.2 Check

○ 해면 메타게놈 염기서열 분석

(Sequencing of metagenome)

- TruSeq Nano DNA LT kit을 사용하여 추출된 DNA로부터 라이브러리를 제작하

고 농도를 정량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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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메타게노믹 DNA 라이브러리의 크기와 농도 (예, 194CH-01)

- MiSeq Sequencing system에서 2 x 300 bp로 염기서열 생산. 평균적으로 각 시료

로부터 8.47 ± 1.90 Gb (≈14,131,186 reads) 의 대용량 염기서열 획득 (표 15)

표 15. 대용량 염기서열 생산 결과

194CH-01 194CH-03 194CH-07 194CH-09
Total read pairs (%) 10,569,620 (100.0) 14,478,008 (100.0) 12,407,411 (100.0) 19,069,712 (100.0)

Read pairs <Q30 (%) 3,107,368 (29.4) 3,072,038 (21.2) 1,908,090 (15.4) 6,376,446 (33.4)

High quality reads (%) 7,462,252 (70.6) 11,405,964 (78.8) 10,499,321 (84.6) 12,693,266 (66.6)

(Quality trimming of reads)

- Skewer v.0.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시료로부터 생산된 reads들에 대해 Q30

기준으로 quality trimming 와 size selection을 수행 (21.2% ~ 33.4 % 의 paired

reads가 제거). Raw data에 포함되어 있는 phiX174 genomic DNA는 BWA를 활

용한 reference mapping로 필터링

(De novo sequence assembly)

- MetaSPAdes assembl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시료의 read data에 대한 de

novo assemble을 진행. 최소 contig 크기는 1,000 bp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k-mer

크기 21, 33, 55, 77, 99을 사용하여 assemble을 수행 (표 16). Maximum contig size

(194CH-07)은 3,576 kb 로 일반적인 미생물 유전체와 비슷한 크기의 contig를 획득.

총 조립된 크기는 약 1.0 Gb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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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De novo assembly 수행 결과

No. of contigs Total size (bp) GC ratio Size of max. contig N50 N90
194CH-01 38,294 89,532,356 56.86 169,778 2,610 1,138
194CH-03 116,900 230,614,909 45.00 311,960 2,025 1,137
194CH-07 85,623 346,460,911 63.08 3,575,507 9,518 1,367
194CH-09 140,613 357,303,635 55.65 755,827 2,783 1,215

- Bowtie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립된 결과에 대해 read-mapping 수행한 결과

total read 대비 mapping된 비율이 73.8 〜 91.6 % 에 달해 획득된 read의 상당량

이 조립 서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표 17)

표 17. Read-mapping 수행 결과

194CH-01 194CH-03 194CH-07 194CH-09
No. of total reads 

(used for assemble process) 14,893,596 22,729,378 20,954,178 24,781,572

No. of Aligned Reads
(%)

12,686,235
(85.2)

16,784,204
(73.8)

19,194,598
(91.6)

20,213,570
(81.6)

(Gene prediction/annotation)

- Prodigal v.2.3.1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립된 염기서열로부터 유전자 예측을 수행

한 결과, 총 938,641 개의 유전자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로 예측됨 (그림

20)

- COG database에 상동성 검색을 수행한 결과 383,955 개의 유전자가 기존 COG

목록에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subsystem database를 reference로 기능 유

추 수행 결과, 266,066개의 유전자를 annotation함

그림 20. Gene prediction/annotation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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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의 abundance는 transcripts per million 기법을 차용하여 gene per million

(GPM) 값을 계산. 같은 기능으로 배정된 유전자들의 GPM을 합하여 function들의

abundance 값을 표준화하여 정리함 (그림 21)

그림 21. GPM 기준 기능의 상대적 분포 분석 결과 (일부)

(NRPS, PKS search)

-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로부터 조립된 염기서열로부터 이들 유전자를 찾기 위해

HMM-search를 수행 중이며, 검색된 서열을 PFAM database를 이용한 HMM-scan

알고리즘을 통하여 검증하고 COG database 검색을 통하여 재확인할 예정

(Taxonomic profiling)

- SILVA database와 RDP classifier를 활용하여 small subunit rRNA 유전자 염기

서열을 수집하고 이를 BWA, BLAST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16S와 18S rRNA 추정

read를 확보 (표 18). 각 read의 서열을 분석하여 메타게노믹 DNA 시료 내 다양한

미생물과 숙주의 rRNA 비율을 확인

- 각 시료 내에 host (Demospongiae)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read들이 존재

함을 확인 (그림 22, 23). 194CH-01 시료의 경우 81%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03과 09에서도 각 49%, 58% 정도로 과반을 차지

- 194CH-03에서는 특이하게 bacteria 보다 archaea가 우세. Nitrosopumilaceae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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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Cenarchaeum 속이 100%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속이 전체 집단에서 우점

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Gammaproteobacteria 그룹이 bacteria 그룹 전

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메타게놈 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낮을 것

으로 추정됨

- 194CH-07에서는 bacteria 유래 서열이 98% 이를 뿐 아니라 class 수준에서 다양

한 그룹들이 1% 이상의 비율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기능 유전자 발굴

이 기대됨

표 18. Small subunit rRNA reads 분석 결과

No. of total small
subunit rRNA reads

No. of small subunit rRNA from
Eukaryote Bacteria Archea

194CH-01 2,796 2,271 505 20
194CH-03 11,337 5,572 2,105 3,660
194CH-07 8,820 92 8,636 84
194CH-09 27,111 15,716 11,311 84

그림 22. Ribosomal small subunit 기반의 원핵생물 군집 구조 분석 결과 (일부)



- 28 -

그림 23. Ribosomal small subunit 기반의 시료의 taxonomic profiling 결과

○ 채집 해면의 대사산물 분석

- 건조/냉동 상태로 운송된 해면 일부를 취하여 실험실에서 추출 진행 (methanol

(1 L x 2), dichloromethane (1 L x 1)) 한 후, n-butanol과 물로 일차 용매 분획을

진행한 후 유기층을 감압농축하고, 이를 다시 15% aqueous metahnol과 hexane으

로 용매 분획 (그림 24, 표 19). 각 단계에서 1H NMR 분석을 진행하여 추출물 내

대사산물 조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획득

- 조추추물로부터 일차 용매 분획을 통해 염을 제거되고, 이차 용매 분획을 통해

지질 성분이 제거된 상태의 15% aqueous methanol 층에 대부분의 이차대사산물이

존재하는 것이 각 층에 대한 1H NMR 분석을 통해 확인 되었으며, 각 해면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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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대사산물은 채집 전 예상했던 바와 일치함을 확인 (그림 25)

그림 24. 대사산물 분리/분석을 위한 해면 추출과 용매 분획 과정

표 19. 대사산물 분리/분석을 위한 해면 추출 용매 분획 결과

생물량 (g)
(Dry wt.)

조추출물
(g) 

n-butanol층
(g) 

수층
(g)

aq. methanol 
층 (g)

n-hexane층
(g)

194CH-01 150.0 34.7 15.5 19.2 12.8 5.7

194CH-02 150.0 11.2 3.1 8.5 1.6 2.3

194CH-03 150.0 14.7 6.6 8.1 3.5 2.1

194CH-04 150.0 19.3 9.8 9.5 6.2 3.7

194CH-05 75.0 19.7 10.7 9.1 7.7 3.0

194CH-06 75.0 13.6 3.5 10.1 2.6 0.9

194CH-07 43.6 8.5 3.6 4.9 2.4 1.2

194CH-08 75.0 19.5 7.8 11.5 5.3 1.8

- 194CH-01의 1H NMR spectra에서는 agelasine 화합물의 특징적인 시그널이 8.5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으며, 02에서는 irciniastatin의 생합성 중간체로 예상되

는 aromatic terpenoid로부터 유래하는 시그널들이 관찰됨 (irciniastatin의 경우 이

전 연구에서 함유 농도의 문제로 인해 용매 분획 단계에서는 시그널이 관찰되지

않음이 확인됨)

- 194CH-03 ~ 05의 경우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각각 simple bromopyrrole,

complex bromopyrrole과 NRP가 주된 대사산물로 확인됨

- 194CH-06의 경우 대사산물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관찰되지 않았고, 07

의 경우 terpenoid 류의 화합물이 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08의 경우

aaptamine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관찰되는 것이 형태, 유전적 분류 결과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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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해면 추출물 15% aqueous methanol 분획의 1H NMR spectra

제 3 절 마비성 독소 분석 방법론 확립

○ 마비성 독소의 분석 방법 확립

- 기존에 보고된 분석 방법 (IOC manual)의 재현성 문제 때문에 2011년 캐나다

NRC에서 개발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 (표 20). 이

방법으로 STX, GTX 계열의 독소들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 두 번의 분석으로

모든 마비성 패류독소를 분석할 수 있음

- NRC를 통해 STX, dcSTX, NEO, dcNEO, GTX1, GTX2, GTX3, GTX4, GTX5,

GTX6, dcGTX2, dcGTX3, C1, C2 총 14가지 독 분석 표준물질을 확보함

-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마비성 패류독소의 표준물질을 단일물질로 또는 혼합물질

로 여러 가지 농도에서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base line과 peak shape를 관찰 할

수 있었고 30분 내 분석이 완료됨을 확인

- 미지시료의 정량분석을 위해 표준물질을 여러 가지 농도에서 분석했을 때에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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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직성선 (linearity, r2 > 0.9980)을 보여 신뢰성 높은 분석 방법임을 확인함. 분

석물질 ng 수준의 미량에서도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이 방법을 도입해서 마비

성 독소의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

표 20. HPLC 활용 마비성 독소 분석 조건

HPLC conditions STX, GTX toxins C toxins

Column Agilent Zorbax Bonus RP, 3.5 um,
4.6 x 150 mm

C8, 5 um, 4.6 x 250 mm

Flow rate 0.8 mL/min 0.8 mL/min

Solvent A
11 mM heptane sulfonate, 5.5 mM
phosphoric acid, pH 7.1 w/NH4OH
(28 – 30 %)

2 mM tetrabutyl ammonium

phosphate, pH 5.8 w/1% NH4OH

Solvent B
11 mM heptane sulfonate, 16.5
mM phosphoric acid, 11.5% MeCH
pH 7.1 w/NH4OH (28 – 30 %)

2 mM tetrabutyl ammonium

phosphate, in 4% MeCN, pH 5.8
w/1% NH4OH

Gradient conditions
0-8 min (solvent A), 8-19 min
(solvent B), 19-30 min (solvent
A)

0-15 min (solvent A), 15-16 min
(solvent B), 16-30 min (solvent
A)

Oxidation conditions

100 mM phosphoric acid, 5 mM periodic acid, pH 7.8 w/5 M NaOH

Flow rate: 0.4 mL/min

Neutralizer: 0.75 M HNO3 (0.4 mL/min) at 85 °C

- 상기의 분석 조건에서 GTX4 와 GTX6, GTX5 와 dcGTX2, NEO와 dcNEO는

peak이 중첩되고, GTX4, GTX6, GTX5, dcGTX2는 상대독력 (TEF) 의 차이가 작아

서 전체 독력계산에 문제가 없지만 NEO와 dcNEO는 독력의 차이가 커서 분리 조

건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 (그림 26)

- 분석물질의 HPLC내 체류 시간은 일반적으로 용매 조성의 변경을 통해 조절을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에서는 gradient condition의 시간 조절과 pH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조건 변화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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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NRC 분석 방법을 이용한 마비성 독소 표준물질(독소 혼합물)의 분석 결과

○ 유독 와편모류의 마비성 독소 함량 분석

- 배양된 와편모조류의 최적화된 추출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에서 Gymnodinium

catenatum 배양액 1.0 L 당 0.5 mL의 0.5 M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1시간 동안 초음

파 분쇄한 후 3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를 진행하는 것이 최적인 조건인

것으로 밝혀짐

- 원심분리를 통해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한 후 0.22 um syringe filter (BIOFIL)

를 통해 여분의 세포를 제거하였으며, sep-pak filter의 회수율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sep-pak filter 실험군과 필터를 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함 (그림 27). sep-pak

filter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가 더 높은 수율을 보였으며 순도는 sep-pak filter를

진행했을 때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HPLC 시 column에 가해지는 압력도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제거되지 않은 입자가 분석에 주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

- 얻어진 HPLC chromatogram에서 독소 성분 이외의 특별한 peak이 발견되지 않

았으므로, 미세조류의 마비성 패류독소 분석에는 담치류의 독소 분석과 다르게

trichloroacetic acid를 이용한 단백질 침전과 sep-pak filter가 오히려 회수율에 역효

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림

- 분석 결과의 재현성을 시험하기 위해 마비성 패류독소의 종류와 농도를 모르는

유독성 미세조류의 추출물을 3가지 다른 부피로 주입한 후 세포 당 농도 (pg/cell)

로 환산한 결과 검출된 모든 독소에서 값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확

인 (표 21)

- HPLC 주입량의 최대, 최소치를 결정하기 여러 가지 다른 부피로 시료를 주입을

하였으며 그 결과 5~20 uL 범위에서 peak 퍼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 이 범위 안에서 주입량에 비례한 뛰어난 직선성 (r2 > 0.998) 을 보였으며

working standard를 각기 다른 농도로 제조하여 주입하기 보다는 하나의 working

standard로 주입량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농도를 재현하는 것이 실험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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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ep-pak filter 전후의 마비성 독소 수득율 비교

표 21. 미지 시료의 다른 농도에서 유효성 실험

Injection 
volume (uL)

Toxins (pg/cell)

GTX6
GTX1 GTX3 GTX2

dcNEO
STX

GTX4 NEO

7 39.9 1.4 129.7 12.8 15.0 30.7104.1 10.3

12 39.5 1.4 126.2 12.3 15.1 30.799.5 11.0

17 39.7 1.4 126.1 12.8 15.1 30.598.4 11.3

제 4 절 마비성 독소 생산 조건 규명

○ 마비성 독소 원인종의 선별과 독소 생산 (목표 10 ug/L)

- 한국 연안에 발생하는 마비성 독소 원인 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으로부터 확보한 해수 시료와 진해만, 가막만 등에서 확보한 해수 시료에서 와편모

조류를 분리하여 배양주 (strain) 로 보존

- 해수 시료를 통해 확보된 마비성 독소 원인 종은 8종 (Alexandrium 6 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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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nodinium catenatum, Centrodinium punctatum)을 확보하여 보존 중이며, 실

내 실험을 통해 이들 종의 성장 능과 독소 생산능을 평가하여 종을 선별

- 독소 생산능을 평가한 결과, Alexandrium concavum과 A. leei의 경우 독소가

검출이 되지 않았고, A. catenella, A. pacificum, A. pseudogonyaulax, A.

fraterculus, Gymnodinium catenatum, Centrodinium punctatum에서는 독소가 검

출됨 (표 22)

- 독성 유전자 stxA와 stxG는 독성이 검출되지 않은 종 (A. concavum) 에서도 나

타나 독소 생산 환경 탐색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 독소를 생산하는 와편모조류 중 독소 함량이 높고 독성이 강한 Gymnodinium

catenatum, Alexandrium catenella, Centrodinium punctatum을 선정하여 마비성

독소 생산 10 ug/L 이상을 달성 할 수 있는 배양 환경 조건을 확립 (자세한 배양

조건은 특허 출원의 문제로 비공개)

- Centrodinium punctatum의 의 경우 toxicity level이 높은 GTX1 독소를 10.085

ug/L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였고, Gymnodinium catenatum에서는 toxicity

level이 중간 정도 인 C1 독소를 13.247 ug/L를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

- Gymnodinium catenatum 의 경우 마비성 독소 총 생산량이 약 18 ug/L 수준인

것으로 확인

표 22. 마비성 독소 생산 가능 와편모조류와 독소 생산량 분석 결과 (ug/L)

Toxin
Toxicity 

level

C.

punctatu
m

G.

catenatu
m

A.
catenella

A.
pacificum

A.
pseudogonylaulax

A.
fraterculus

STX

High

2.44 0.00 0.00 0.00 0.00 0.00
NEO 0.90 0.00 0.03 0.00 0.01 0.01

GTX1 0.11 0.00 0.04 0.00 0.00 0.00
GTX2 1.03 0.12 0.00 0.00 0.00 0.00
GTX3 10.09 0.35 0.02 0.00 0.00 0.00
GTX4 7.87 0.19 0.03 0.00 0.00 0.00
GTX5

Medium

0.00 1.18 0.00 0.07 0.00 0.00
GTX6 3.17 0.18 0.00 0.00 0.00 0.00

C1 0.00 13.25 0.22 0.07 0.01 0.01
C2 0.00 3.52 0.37 0.00 0.00 0.00

dcSTX

Low

0.00 0.10 0.00 0.00 0.00 0.00
dcNEO 1.20 0.00 0.00 0.00 0.00 0.00

dcGTX2 0.00 0.20 0.00 0.01 0.00 0.00
dcGTX3 0.00 0.06 0.00 0.00 0.00 0.00

- Centrodinium punctatum의 경우 마비성 독소을 가지는 Alexandrium 종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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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위치에 포함되는 새로운 종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양주로 확보하였고

강한 독성도 확인하여 독소 생산과 관련한 연구에 독보적 위치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28)

그림 28. Centrodinium punctatum의 형태적 특징과 분자계통학적 위치

○ Gymnodinium catenatum의 대량 배양을 위한 환경조건 탐색

- 선별된 종의 대량 배양을 위한 환경 조건 탐색을 위하여 N(질산염), P(인산염),

Se, Cu, Fe, thiamin (비타민 B1) 을 첨가하여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확인 (그림 29)

그림 29 N, P, Se, Cu, Fe, Thiamin 첨가에 따른 Gymnodinium catenatum의 성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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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 일간의 배양기간 동안, N을 농도별로 첨가한 결과, 약 15일까지 성장한 후

점차 하강기에 접어들며, N의 농도가 높을 때 가장 성장이 둔화 되는 것을 확인. P

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성장이 활성화 되었고 배양 기간 동안 세포 성장의 하강

기도 나타나지 않음

- 비타민 B1의 첨가 실험 결과, 세포는 약 15일까지 성장을 지속 하다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지만 비타민 B1의 농도에 따른 성장 차이는 보이지 않음

- Fe, Cu, Se을 첨가 하였을 경우, 30일간의 배양 기간 동안 성장의 하강기는 관찰

이 되지 않았고 정체기에 최고 농도 세포가 유지 되는 것을 확인

- 배양 기간 동안 최대 세포 농도를 나타내는 환경 조건은 N과 Fe의 경우 f/2배지

에서 제시한 농도에서 가장 높았고, P의 경우 농도를 두 배로 하고 비타민 B1의 농

도는 1/10로 희석하여 첨가한 농도로, Se은 10-2으로 첨가 하였을 때 세포 농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30)

그림 30. N, P, Se, Cu, Fe, Thiamin 첨가에 따른 Gymnodinium catenatum의 최대 세포

농도

○ Alexandrium catenella의 대량 배양을 위한 환경조건 탐색

- Alexandrium catenella의 경우 f/2배지에서 N을 첨가 하거나 제거한 실험구에서

배양 22일 이후 세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P를 첨가 했을 경우에는 세포농도

가 지속되고 농도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그림 .0)

- 비타민 B1의 첨가 실험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

았지만 약 28일째 배양에서 감소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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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와 Cu의 첨가 실험에서 A. catenela는 G. catenatum과 같이 세포의 성장이 배

양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f/2배지에서 Fe를 제거 할

경우 배양 20일 이후 세포 성장이 급격하게 하강 하였고, Cu의 경우 농도별 차이

가 세포 성장의 경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Se의 첨가 실험에서 . catenela는 G. catenatum과 같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Se의 농도가 높아지면 20 일 이후 세포가 성장을 멈추는

것을 확인

그림 31. N, P, Se, Cu, Fe, Thiamin 첨가에 따른 Alexandrium catenella의 성장 곡선

- A. catenella의 배양기간 동안 최대 세포 농도를 나타내는 환경 조건은 N, Fe, 비

타민 B1의 경우 f/2배지에서 제시한 농도에서 가장 높았고, P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Cu의 경우, f/2배지에서 제시한 농도에서 1/10로 희석한 농도에

서 최대 세포수를 보였고, Se은 10-2으로 첨가 하였을 때 높게 나타남 (그림 32)

- A. catenella의 경우 성장은 G. catenella와 달리 P와 비타민 B1의 첨가가 최대 세

포 수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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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N, P, Se, Cu, Fe, Thiamin 첨가에 따른 Alexandrium catenella의 최대 세포 농도

제 5 절 화합물 독성 평가기법 개발

○ 미소동물플랑크톤의 채집/분리 및 배양 안정화기술 확립

- 7종의 미소동물플랑크톤을 채집, 분리하여 최적 배양 조건을 확립하고 현재 배양

/유지 중 ( rotifer 5종 (Proales sp., Colurella sp. 및 3 종의 Brachionus

rotundiformis), 요각류 1종 (Tigriopus japonicus) 및 새각류 1종 (Artemia

franciscana)) (표 23)

○ 독성 화합물 원인생물 (유독 와편모조류)와 표준독의 확보

- 마비성 독소를 생산하는 해양와편모조류 4종 (A. minutum, A. pacificum, A.

catenella, G. catenatum)을 KIOST 시료 도서관으로부터 분양받았으며 ciguatoxin을

생산하는 Gambierdiscus sp. 및 palytoxin을 생산하는 Ostreopsis sp.를 마이크로네

시아에서 분리하여 현재 배양/유지 중. 마비성 독소 표준 물질로 saxitoxin과

neosaxitoxin을 Sigma-Aldrich사로부터 구매하여 확보 (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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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Sampling site

(provider)
Temperature

(℃)
Salinity
 (‰)

Diet

Proales sp. Micronesia 28-32 15-35 Chlorella/TISO

Colurella sp. Micronesia 28-32 5-15 Chlorella/TISO

Brachionus rotundiformis Younggang 28-32 15-35 Chlorella

B. rotundiformis Hwajinpo 28-32 15-35 Chlorella

B. rotundiformis Meho 28-32 15-35 Chlorella

Tigriopus japonicus (KIOST) 24-32 5-35 Tetraselmis suecica/TISO

Artemia franciscana (Inve) 28-30 25-35 No feed

표 23. 채집, 분리, 배양 안정화된 미소동물플랑크톤

Toxicants Species/toxin
Sampling site

(provider)

Dinoflagellate

Alexandrium minutum

(KIOST)
Alexandrium pacificum

Alexandrium catenella

Gymnodinium catenatum

Gambierdiscus sp.
Micronesia

Ostreopsis sp.

Toxin
Saxitoxin dihydrochloride solution (Sigma-Aldrich)

Neosaxitoxin solution (Sigma-Aldrich)

표 24. 확보된 유독와편모조류와 표준독

○ 유독 와편모조류에 노출된 시험생물의 행동 추적 시험

- 96 well plate 뚜껑 (lid) 의 각 칸에 실험 생물을 30 uL 여과 해수에 한 마리씩

취함. 이 후 멀티채널 파이펫으로 독성 와편모조류를 준비한 plate에서 각 열을 60

uL 를 동시에 취하여 실험생물이 있는 30 uL 여과해수에 넣어줌 (working

volume, 90 uL). 10분 동안 노출 시킨 후, 카메라(Nikon digital camera D7500에

AF-S Micro Nikkor 60mm f/2.8G ed 렌즈) 로 촬영 (그림 33). 촬영한 영상을

ToxTrac (beta) v.2.83 추적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실험생물의 이동거리를 분석

- T. japonicus에 G. catenatum을 처리하여 행동 추적시험 실시 결과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 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험생물의 연령 (age)

을 동일화시키면 결과값의 편차가 연령 조정전 대비 69% 감소하여 보다 정확한 평

가가 가능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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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미소동물플랑크톤을 이용한 행동 추적시험

그림 34. T. japonicus의 운동성에 대한 G. catenatum의 영향 (age 조정 전,후)

- Artemia franciscana에 4종류의 PST생산 와편모조류 (A. minutum, A. pacificum,

A. catenella, G. catenatum) 를 처리한 결과, A. minutum, A. pacificum, A.

catenella의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러나 G. catenatum은 대조구 대비 처리구가 차이를 보

여 다른 와편모조류에 비해 독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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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 franciscana의 운동성에 대한 와편모조류 배양체 4종의 영향

제6절 생체분자, 금속이온 탐지용 형광물질 도출

○ KIOST-Fluor의 기본 화학골격에 납 이온에 대해 선택적 킬레이션이 가능한 인

지단 도입

- 선행 연구를 통해 합성된 유기형광소재들의 다양한 중금속 이온들에 대한 형광

세기 변화를 탐색한 결과 납 이온에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합성물질을 발굴 (그림

36)

그림 36. 선행연구를 통해 발굴된 Pb2+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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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물질은 납 이온에 대한 최소 감응농도가 1 mM 정도로 감도에 대한 개선연구

가 필요한 상황. 아래 합성 scheme을 바탕으로 pyridinone의 질소(N)위치에 인지단

이 도입된 화합물을 제작해 테스트해본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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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세대 납 이온 센서의 합성

- 도출된 납 이온 센서의 초기 화학 구조에서 페닐기에 도입되는 기능기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형광 세기와 파장에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유기형광소재 (L-8) 를 디자인하여 합성 연구를 진행중 (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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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 phalloidin 기반 F-actin 선택적 형광 단백질 표지시약 개발

- Phalloidin은 Amanita phalloides에서 분리된 천연물로서 단백질 F-actin과 선택적

으로 결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 이러한 특성을 세포 표지시약 개발에 응용한다

면 다양한 파장대의 phalloidin 기반 F-actin 형광표지시약을 도출할 수 있음. 형광

물성이 우수한 KIOST-Fluor와 phalloidin의 중합체는 새로운 F-actin 표지시약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합성 루트를 통해 목표물질 KF-P1을 제작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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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KF-P1의 합성

- 위 합성경로를 통해 제작된 KF-P1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동연

구 파트너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석 교수 연구실에서 추가실험을 수행. 보유

하고 있는 5개의 세포주 중 F-actin이 가장 높게 발현되는 CaR1를 실험에 사용. 시

판중인 F-actin antibody (Alexa 568) 와 본 연구 생성물 KF-P1을 사용하여 비교실

험을 수행한 결과 anti-body를 사용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획득 (그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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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세포주 선택과 F-actin anti-body와 KF-P1의 이미지 비교

- 동일한 세포에서 DAPI/anti-F-actin antibody (Alexa 568)와 KF-P1 활용 세포 이

미지를 overlap한 결과 antibody의 표지 부위와 KF-P1의 표지부위가 동일한 것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F-actin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TGF-β를 첨가하여 세포에서의

F-actin 이미지를 획득 (그림 41)

그림 41. DAPI/anti-F-actin antibody (Alexa 568)/KF-P1 이미지 overlap

- KF-P1를 이용한 세포이미지 실험은 KIOST-fluor와 phalloidin 중합체의 F-actin

표지물질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함. 그러나 세포핵 염색물질인 DAPI와 형광파

장이 비슷하여 다른 파장대의 형광물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 칼슘 이온 센서의 구조 설계와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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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OST-Fluor 기반 칼슘 이온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칼슘 이온에 선택적으로 킬

레이션 (chelation)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APTA를 인지단으로 도입하는 분자

설계 후 합성을 완료했으나 중금속 용액에 적용하는 후속 실험에서 형광강도, 파장

의 변화를 보이지 않음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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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KF 기반 1세대 칼슘 센서의 합성

- 상기의 1세대 칼슘 이온 센서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칼슘 이온 인지

단인 BAPTA의 위치를 형광강도와 파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thienopyridinone

의 2번 탄소로 변경하여 합성을 진행중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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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2세대 칼슘센서의 분자 설계

○ Caged-thienopyridinone 형광단을 이용한 혈액 내 타겟 검출용 형광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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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내 존재하는 타겟에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인지단을 4 종의

caged-thienopyridineone 화합물을 합성 (그림 44). HSA과 결합하여 높은 형광 증

가를 보이는 8a, 14a dye와 각각 구리 이온 (Cu2+), 수은 이온 (Hg2+),

hypochlorite (ClO-), biothiol (RSH)에 선택적으로 cleavage되어 8a 또는 14a 구조

로 변화하는 Cu-8a, Hg-8a, ClO-8a, RSH-14a dye에 대하여 HSA 단백질 결합 차이

를 비교함. Dye가 HSA와 결합하여 complex를 이루어 높은 형광 신호 증가가 나타

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그림 44. 신규 합성된 4 종의 caged-thienopyridineone 유도체

- 8a의 경우 HSA과 결합하였을 때 500 nm 파장의 높은 형광 신호 증가를 보임.

이와 비교하여 caged-thienopyridinone dye인 Cu-8a, Hg-8a의 경우, HSA 존재하

에도 큰 형광 신호 증가를 보이지 않음. 반면, ClO-8a의 경우 dye 자체가 높은 형

광 신호를 보였고, 오히려 HSA 존재 시 형광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그림 45)

그림 45. 8a와 유도체의 HSA 단백질 결합에 따른 형광 신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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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a와 그 유도체의 경우 14a-HSA complex 형성 최적 조건인 pH 7 조건에서 그

림 46과 같은 결과를 보임. RSH-14a의 경우 HSA 존재시 매우 미미한 형광 증가를

보여, HSA 결합 및 형광 신호 차이를 통해 14a와 RSH-14a 구분이 뚜렷하게 가능

함을 확인

- Thienopyridinone의 특정 작용기를 타겟에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인지단으로 구조

를 일부 변형함으로써 HSA 단백질에 대한 결합을 조절하고 HSA와 결합했을 때

변화하는 형광 신호를 통해 구분 가능함을 확인

그림 46. 14a와 유도체의 HSA 단백질 결합에 따른 형광 신호 비교

- Caged-thienopyridinone 형광단을 타겟 검출에 응용하기에 앞서 control system인

8a-HSA complex 및 14a-HSA complex가 특정 타겟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

- 8a-HSA complex의 경우 구리 이온, 수은 이온 등 금속 이온 존재 시 형광 세기

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그림 47). HSA 단백질 내 여러 metal binding site에 금

속 이온이 결합하여 형광 소광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됨. 반면, ClO-의 경우

8a-HSA complex 형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

그림 47. 8a-HSA complex의 Hg2+, Cu2+, ClO-에 대한 간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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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a-HSA complex의 경우 biothiol인 cysteine (Cys), homocysteine (Hcys),

glutatione (GSH)에 대해 간섭을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형광 변화도 없음을 확인

(그림 48)

- HSA 단백질에 대한 caged-thienopyridinone 형광단의 HSA 단백질 결합 여부와

control system에 대한 타겟 간섭 여부 확인 실험 결과를 통해 control과 큰 형광

신호 차이를 보이지 않는 ClO-8a와 control system의 형광 변화를 야기하는 Cu-8a,

Hg-8a의 경우 추후 형광 화학 센서 플랫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

에 control system이 타겟 존재 하에서도 안정하고 HSA 결합에 따른 형광 신호 증

가 차이를 통해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한 RSH-14a를 이용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

그림 48. 14a-HSA complex의 RSH에 대한 간섭 확인

- RSH 선택적 인지단인 2,4-dinitrobenzenesulfonyl (DNBS) moiety로 변형된

RSH-14a를 이용하여 RSH 타겟 검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함. Biothiol인 Cys, Hcys,

GSH와 hydrogen sulfide (H2S)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

- 타겟에 대한 감응 정도 차이를 보기 위하여, pH 7.4 sodium phosphate 버퍼, 37

℃ 온도 조건하에 dye와 HSA 단백질 농도를 다양하게 조정하였고 100 uM의 RSH

이 있을 때 14a-HSA complex의 형광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 (그림 49).

14a-HSA complex가 갖는 500 nm 파장 형광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RSH에 의해

RSH-14a의 DNBS moiety가 효과적으로 cleavage되어 14a-HSA complex가 형성됨

을 확인. 특히 처리 후 약 30분 후의 결과에서 H2S가 가장 좋은 DNBS moiety

cleavage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

- H2S 농도에 따른 RSH-14a complex의 형광 신호 변화를 확인한 결과, H2S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형광 신호 증가 정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임 (그림 50). 이러

한 형광 신호 변화와 더불어 RSH-14a와 HSA 단백질을 포함하는 샘플 용액의 색깔

이 H2S 처리 후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화하는 비색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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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 이는 이 시스템의 형광 및 비색 검출 시스템으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시사

- 혈액 내 존재하는 H2S 검출에 응용 가능한 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검출 조건

최적화 실험 진행 중. Biothiol에 의한 간섭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masking reagent

를 처리하여 H2S를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 혈액 시료

내 H2S 검출에 응용할 예정

그림 49. RSH-14a – HSA complex의 RSH에 대한 타겟 감응 여부 확인 결과

그림 50. RSH-14a와 HSA 단백질을 이용한 의 H2S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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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제 1 절 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연구 목표
가중
치

달성 실적
달성율
(%)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유용 추출물 유래 활성

천연물/유도체 발굴

(5종)
0.20 6종의 고역가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표 5) 120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천연물 생산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해면 3종) 
0.15 3종의 천연물 생산 해면으로부터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표 6) 100

마비성 독소

분석법 확립

마비성 독소 정성, 정량
분석 방법론 확립 (1건) 0.15 재현성 높은 정성, 정량 분석 방법 확립

(그림 23) 100
마비성 독소

원인종과

독소 생산

조건 규명

마비성 패독의 원인종

선별과 독소 생산에

관여하는 환경 조건

탐색

0.15
마비성 독소 생산이 가능한 종 선별 완료

(3 종, 그림 24), 환경 조건 탐색으로 독소

생산 수율 18 ug/L 달성 (표 7)
100

화합물 독성

평가기법

개발

미소동물플랑크톤 및

독성화합물 확보
0.15

미소동물플랑크톤 5종 배양 조건 확립 (그림

25), 독소 원인 생물 (그림 26) 과 독소 확보
100

생체분자

탐지용

형광물질

도출

형광 유도체 합성

(15종), 형광센서

분자합성 및 검증

0.20
형광 유도체 22 종 합성, 4 종 검증

(그림 27, 표 8)
100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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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표적 우수성과

우수성과- 1 마비성 독소를 생산하는 신종 와편모조류 Centodinium punctatum 발견

성과

내용

○ 마비성 독소 생산 신종 와편모조류 확보

- 전 세계 연안에서 마비성 독소를 생산하는 와편모조류 주요 종은 Alexandrium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마비성 독소 생산 신종 와편모조류 Centrodinium punctatum 발굴,
분석, 배양

성과의

우수성

○ 세계 유일 Centrodinium punctatum 발굴, 배양, 보유

- 본 연구를 통해 강한 마비성 패독을 생산하는 C. punctatum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확보

- 확보한 종은 기존에 보고된 Alexandrium 종들 보다 강한 독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에 대량 배양 연구가 완성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

○ 마비성 독소 생산과 발생 관련 연구 비전 제시

- Alexandrium 종들과 유전학적으로는 관련 있으나 형태적으로 전혀 다른 종인 C.
punctatum 발견을 통해 마비성 독소 생산종의 진화 연구에 새로운 비전 제시

증빙 자료
Discovery of a new clade nested within the genus Alexandrium (Dinophyceae): 

Morpho-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Centrodinium punctatum (Cleve) F.J.R. 
Taylor. Protist 2019, 170, 16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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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2 새로운 형광 분자소재의 분자 설계와 합성, 광물리학적 성격 분석

성과

내용

○ 신규 저분자 형광단 발굴

- 합성이 용이하고 물성이 우수한 thieno[3,2-b]pyridine-5(4H)-one기반 신규 형광단
KIOST- Fluor를 도출

- KIOST-Fluor 유도체들의 기초적 광물리적 성질을 토대로 화학구조와 물성 사이의 관계
를 파악

○ Thieno[3,2-b]pyridine-5(4H)-one기반 저분자 형광단의 효율적 합성법 구축

- BOP를 이용하는 aza-[3+3] 고리첨가반응법을 개발하여 다양한 기능기를 갖는
thieno[3,2-b]pyridine-5(4H)-one형광단을 합성

○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형광특성 관찰

- 합성된 KIOST-Fluor 유도체의 용매 극성 변화에 따른 형광 파장의 변화 (solvato-
chromism) 와 수소 이온 농도에 따른 형광 세기의 변화를 관찰하여 최적의 물성을 갖는 유
도체 선별

성과의

우수성

○ 형광파장의 미세조정

- 형광단 기본구조에 다양한 치환기를 도입하여 형광파장 390 nm부터 670nm까지 가시광
선 영역에 해당하는 저분자 형광단 유도체를 도출

- 유도체들 중 높은 Stokes shift 값과 우수한 밝기 등 형광소재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유도
체를 도출

○ 결과 게재지 - The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 1939년에 출판을 시작한 미국 화학회 발간 학술지로서 유기 화학 분야 영향력 지수가
89.3 % (2019)에 달함

- 본 연구 실적의 내용이 2019년 1호의 cover art로 소개됨

증빙 자료
Synthesis, Molecular Engineering, and Photophysical Properties of Fluorescent 

Thieno[3,2-b]pyridine-5(4H)-ones (J. Org. Chem. 2019, 84, 3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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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 3 Agelas 해면으로부터 방사선 감각 활성 천연물 발굴

성과

내용

○ Agelas 속 해면 함유 방사선 감각 활성 불질 추적 연구

- 추출물 수준에서 방사선 감각 활성을 보인 Agelas 속 해면에 대한 유효 천연물
추적 연구 진행

- 방사선 감각 활성의 ageloxime D 와 암세포 생장 억제 활성의 agelasine D 분
리, 분석, 규명
○ Ageloxime D의 방사선 감각 활성 기전 규명

- 다양한 apoptosis 관련 biomarker 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ATF induction을 확인
○ 동물 실험을 통한 생체 내 활성 확인

- 쥐 실험을 통해 ageloxime D와 방사선 병용 처리가 방사선 단독 투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암세포 부피 감소에 효율적임을 확인 (암세포 부피 50% 이상 감소
효과) 

성과의

우수성

○ Ageloxime D의 의약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

- Ageloxime D 는 우수한 수준의 방사선 감각 활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 낮은 수
준의 세포독성을 나타내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음

- 쥐실험을 통해 생체 내에서의 활성이 확인되어 후속 개발 연구의 위험성이 낮
음

- 해면 메타게놈 연구 (194CH-01, 09)로 생합성 가능성 탐색중
○ 다양한 방사선 민감성 증진용 의약 소재 발굴에 기여

- Terpenoid와 adenine의 연결로 구성된 aglexoime D의 구조로부터 다양한 유도체
합성,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구조와 합성으로 대량 생산 가능한 신물질 개발
가능

- 단순화된 terpenoid 유도체와 adenine 유도체로부터 시작되는 pharmacopore 규
명과 유도체 개발 연구 진행중

(간암세포(Hep3B) 이식 쥐에서 ageloxime D가 방사선 요법에 미치는 영향)

증빙 자료 특허 출원번호 10-2019-0140230 (PCT 출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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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량적 연구성과

구분
가중치

(%)
과제 설정 목표(건)

세부
가중치

(%)
달성(건)

달성도
(%)

과학적
성과

논문 60

mrnIF 81점 이상 1 20 2

>100

mrnIF 61~80 4 60 3

mrnIF 41~60 1 10 1

mrnIF 40점 이하 - - 2

KCI/SCOPUS 2 10 2

소계 8 100 10

학술발표 10 학술대회 발표 3 100 18 100

기술적
성과

특허 25

국제특허 출원 1 40 -

>75

국제특허 등록 - - -

국제특허 추가등록 - - -

국내특허 출원 3 60 2

국내특허 등록 - - 1

기타 대외활동 5
사업 관련

대외/홍보 활동
1 100 4 100

계 - 100 -

1. 연구논문

번호 논문명
저자명

(KIOST저자)
게재일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ISSN mrnIF

1

Prorocentrum shikokuense Hada and P. 
donghaiense Lu are junior synonyms of 

P. obtusidens Schiller, but not of P. 
dentatum Stein (Prorocentrales, 

Dinophyceae) 

신현호
외

2019. 
10 Harmful Algae SCI 1568-

9883 98

2
Synthesis, Molecular Engineering, and 
Photophysical Properties of Fluorescent 

Thieno[3,2-b]pyridine-5(4H)-ones

성단비, 
이종석, 
외

2019.0
1

The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SCI 0022-

3263 89

3
Morphology, phylogeny and life cycle of 

Fragilidium mexicanum Balech 
(Gonyaulacales, Dinophyceae) 

Zhun Li, 
신현호

2019. 
6 Phycologia SCI 0031-

8884 62

4

Molecular phylogeny and morphology of 
Torquentidium gen. et comb. nov. for 
Cochlodinium convolutum and allied 

species (Ceratoperidiniaceae, 
Dinophyceae) 

신현호
외

2019. 
3

European Journal 
of Phycology SCI 0967-

026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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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발표

번호 논문명
저자명

(KIOST저자)
발표일 학술대회명 구분 국내/외

1
Enantioselective Total Synthesis of 

(+)-Ieodomycin B and its Analogs: Synthesis and 
Biological Evaluation

최두봉, 
이종석 외

2019.08.28
ACS 

National 
Meeting

초록 국제

2
Studies directed toward the total synthesis of 

saxitoxin: Addition of 
1,3-dihydro-2H-imidazol-2-one to aldehyde

이희승, 
이지훈 외

2019.08.27
ACS 

National 
Meeting

초록 국제

3
Chemical explorations of the manzamenones 

from the tropical marine sponge, Plakortis sp 이희승 외 2019.08.27
ACS 

National 
Meeting

초록 국제

5
Cytotoxic Furan- and Pyrrole-Containing 
Scalarane Sesterterpenoids Isolated from 

the Sponge Scalarispongia sp.

이연주
외

2019. 
3 Molecules SCI(E) 1420-

3049 61

6

Discovery of a new clade nested within 
the genus Alexandrium (Dinophyceae): 
Morpho-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Centrodinium punctatum (Cleve) F.J.R. 
Taylor 

Zhun Li, 
신현호
외

2019. 
4

Protist SCI 1434-
4610

57

7

Parashewanella tropica sp. nov., a 
mesophilic bacterium isolated from a 
marine sponge from Chuuk lagoon,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nd 
emended description of the genus 

Parashewanella

T. 
Namirimu, 
권개경
외

2019. 
11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SCI(E) 1446-
5026

30

8

Harmful dinoflagellate Prorocentrum 
donghaiense Lu is widely distributed 

along the East China Sea and Korean 
coastal area

신현호
2019. 

10
Ocean Science 

Journal SCI 1738-
5261 8

9

Vertical and horizontal distributions of 
ellipsoidal Alexandrium (Dinophyceae) 
cysts in coastal sedi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caused by tsunamis 

신현호
2019. 

10 환경생물학회 KCI 1226-
9999 -

10

거제도 장목항에서 적조원인생물
Akashiwo sanguinea (Dinophyceae): 
형태, 분자계통학적 특성 및 온도와

염분에 따른 성장 특성

한경하, 
신현호

외

2019. 
5

환경생물학회 KCI
1226-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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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asonal produc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Jinhae-Masan Bay, Korea: One-year sediment 
trap observation 

신현호 2019.5.20 2019JpGU 초록 국제

5
Morphology, phylogeny and life cycle of 

Fragilidinium mexicanum Balech (Gonyaulacales, 
Dinophyceae)

신현호 2019.04.27 Harmful 
Organisms 초록 국제

6
Prorocentrum shikokuense Hada and P. 

donghaiense Lu are synonym of P. obtusidens 
Schiller (Prorocentrales, Dinophyceae)

신현호 2019.04.27 Harmful 
Organisms 초록 국제

7 A new diatom species, Thalasisoisra youngranga 
sp. nov. from Youngrang lake of South Korea

박준상, 
이균우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Abs)

국내

8
Tycoplanktonic diatoms in reef flats around 

Moen Island (Weno) in Chuuk Lagoon, 
Micronesia

박준상, 
박예은, 
이균우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Abs) 국내

9 A cloud-like mass bloom forming dinoflagellate, 
Bysmatrum sp. at the tidal pool of South Korea 

박준상, 
박예은, 
이균우

2019.05.15 한국해양학
회

초록 국내

10 The genus Alexandrium Halim (Dinophyceae) in 
Korean coastal waters

Zhun Li, 
신현호

2019.10.18 환경
생물학회

초록 국내

11

Morphology and phylogeny of calcareous cyst 
producing dinoflagellate Scrippsiella precaria 
Monstresor ＆ Zingone (Thoracosphaeraceae) 

from Korean coastal area

김현정,
신현호,
외

2019.10.18 환경
생물학회

초록 국내

12
규조류 Skeletonema pseudocostatum Medlin 

(Thlassiosirales, Bacillariohyta)형태적 특징과
분자 계통학적 위치

한경하, 
신현호,
외

2019.10.18
환경

생물학회
초록 국내

13

Discovery of a new clade nested within the 
genus Alexandrium (Dinophyceae): 

Morpho-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Centrodinium punctatum (Cleve) F.J.R. Taylor

Zhun Li, 
신현호 외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국내

14
Prorocentrum shikokuense Hada and P. 

donghaiense Lu are synonym of P. obtusidens 
Schiller (Prorocentrales, Dinophyceae)

신현호, 
윤주연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국내

15

First record of record diatom species 
Plagiolemma distortum Nezan (Navicuales, 

Bacillariophyceae) from the East China Sea and 
Korean coastal areas

신현호, 
윤주연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국내

16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 surface 

sediments from the northern East China Sea and 
Korean coastal carea

신현호, 
윤주연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국내

17
진해-마산만에서 분리한 Alexandrium 

catenella/pacificum complex 휴면포자의 온도
영향에 따른 발아 특성

김현정, 
신현호
외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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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산권

번

호
특허명(SW명) 등록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1

중형 동물 플랑크톤의 행동학적
반응을

이용한 마비성 패독의 독성 평가 장치
및 그 방법

대한민국
10-2019-
0137955

2019.
10.31

2
아젤록심 D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방사선 민감성 증진용 조성물

대한민국
10-2019-
0140230

2019.
11.05

3
저분자 형광물질

thieno[3,2-b]pyridine-5(4H)-one 유도체의
제조법

대한민국
10-2017-
0163722 

2017.
11.30

10-2014077 2019.
08.20

4. 기타(대외 및 홍보활동)

번

호
활동명 유형 활동/시행일

계약

체결일

1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견학 특별강연 대중강연 2019.05.15 -
2 신라대학교 식품공학과 견학 특별강연 대중강연 2019.06.10 -
3 SBS 취재협조와 자문 홍보(방송) 2019.07.25 2019.07.22
4 유해 독소 분석 관련 기업 자문 기업 자문 2019.09.16 2019.09.16

18
거제도 장목항에서 적조 원인생물 Akashiwo 
sanguinea (Dinophyceae): 형태, 분자계통학적
특성 및 온도와 염분에 따른 성장 특성

한경하, 
신현호
외

2019.05.15 한국
해양학회

초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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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성과의 의의

○ 총괄

- 모든 지표에 있어 성과 목표 달성 완료

-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과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가 유기적으로 진행됨 (활성

천연물 발굴 해면에 대한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Agelas clathrode, 194CH-01, 09)

- 마비성 독소 분석법 확립, 마비성 독소 생산 와편모조류 배양, 화합물 독성 분석

법 확립 연구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수월성 제고 (시료와 분석 결과 공유)

○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 천연물 발굴 성과 목표 (IC50 5 uM 이하 활성 천연물 5종 발굴) 초과 달성 (6종)

- 천연물 1종 (A-2, ageloxime D) 의 경우 동물 실험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

선 감각 활성을 보여 의약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 확인

○ 해면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 메타게놈 데이터 확보 성과 목표 (천연물 생산 해면 3종) 달성

- 194CH-07의 경우 시료 내 bacteria의 비율과 다양성이 매우 높고, read mapping

에 있어서의 maximum contig size (3,576 kb) 도 일반적인 미생물 유전체 크기에

달함. 이로부터 천연물 생합성 유전자군, 기능성 유전자 발굴이 기대됨

- 분석된 4종 시료 전반에서 raw read의 mapping 비율이 74-92% 의 매우 높은 수

준에 달하여 획득된 DNA 추출 시료와 시퀀싱 데이터의 질이 높은 수준임을 증명

- 획득된 메타게놈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질과 다양성의 NRPS, PKS 유전

자군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마비성 독소 정성, 정량 분석 방법론 확립

- 관련 성과 목표 (분석법 1건) 달성, 신뢰성 있는 HPLC chromatogram을 생산하

는 분석법 확립

- 시료의 전처리법 (Sep-pak filter) 최적화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정확도 확보

- 분석조건을 확립함으로써 배양된 유독 와편모조류 선별과 독서 생산 조건 최적화

연구 수월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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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성 독소 원인종과 독소 생산 조건 규명

- 마비성 독성이 강한 와편모조류 신종 Centrodinium punctatum 확보로 표준시료

국산화 가능 (신종 배양주 세계 유일 보유)

- 독소 생산을 위한 대량 배양 조건 탐색으로 다양한 목적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

고 산업체와 협업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화합물 독성 평가기술 개발

- 미소동물플랑크톤의 행동학적 반응을 이용한 마비성패독의 급성독성평가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물질의 독성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

로 기대됨

○ 생체 분자, 금속 이온 탐지용 형광물질 도출

- F-actin의 세포표지를 위한 KIOST-fluor기반 phalloidin 형광중합체 KF-P1/KF-P2

를 개발하여 세포생물학, 생화학 분야에서 F-actin 표지시약으로 활용이 가능해짐.

- 확보된 thienopyridinone 형광단 library 활용하여 혈액 내 존재하는 단백질 검출

에 응용될 수 있는 형광 센서 개발함. 나아가 thienopyridinone 형광단 library의 특

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caged-thienopyridinone 화합물을 디자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혈액 내 H2S 검출에 응용

- Caged-artificial peroxidase 및 caged-thienopyridinone을 이용한 chemodosimeter

개발 연구를 통해 신규 화학 센서 플랫폼 개발 가능

제2절 연구개발 성과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성과물 중요성 활용방안

생리활성
천연물 발굴

신의약품,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활성·지표 성분 발굴 필요

개발, 활용 연구가 기대되는 천연물

타겟

발굴

천연물의 기능 규명을 통해 해양 생

태계에 대한 이해 증진
화학생태학 연구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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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메타게놈
기반 천연물
생합성 경로
규명

생물소재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화합물 수급의 문제 해결 시도

생리활성 해양 천연물 생산에 활용하

여 개발 연구 진행 (다양한 활성·독성
평가, 전임상/임상 연구, 제형/제제연
구)  

마비성 독소
표준시료
확보

마비성 독소 분석의 난점으로 작용했

던 표준시료 공급

마비성 독소 생산, 활용 연구의 분석

수단으로 활용

마비성 독소 모니터링 사업에 표준시

료 공급

와편모조류
활용 마비성
독소 생산
방법론 확립

마비성 독소 생산 방법론 확립을 통

한 연구용 시료 공급

마비성 독소의 활용, 개발 연구를 위

한 소재 공급

마비성 독소의 생산 메커니즘 이해
생성 메커니즘 이해를 통한 마비성

패독의 관리 방법 확립

미소
동물플랑크톤
활용 화합물
독성
평가기술
개발

해양 천연물/유도체의 활성/독성 평가

방법론 확립

MBA를 보완할 수 있는 생물독 평가

기법으로 활용

활성 천연물 발굴·개발 연구에서 생

리활성/독성 검정에 활용

기능성 형광
분자소재
개발

저분자형광소재를 활용한 해양생명공

학, 해양환경 적용 성공사례 도출

활성 해양 천연물 타겟 단백질 발굴

에 활용

해양환경 내 중금속 등 독성물질의

검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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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의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 해양생명공학 연구수준 향상

- 천연물/생물독의 생산기반 확립으로 천연물 소재개발 연구와 생물독 활용성 발견

연구 촉진

- 마비성 독소 표준시료의 국내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다양한 목적의 분석 연구 활

성화

○ 화학생태학 연구 주제 발굴

- 천연물/생물독 물질 공급을 통해 이들의 화학생태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 가능

- 해양생물을 활용한 독성평가 기법 확립으로 화합물의 생태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

- 마비성 독소의 생합성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생물, 생태계에 대한 이해 증진

[경제 산업적 측면]

○ 신규 소재 발굴로 부가가치 창출

- 개발/생산 단계에서 요구되는 화합물양을 확보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천

연물 유래 신규 의약품 개발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임

- 마비성 독소 활용의 의약소재 (진통제 등) 개발 연구의 초기 개념을 정립

- 생명공학, 진단의학, 환경 등의 분야에 활용되는 분석용 형광소재 제품화

○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분석 역량 증대

- 표준 시료의 안정적 국내 공급으로 패독 발생 모니터링의 효율성과 자료의 신뢰

성 증진

- 신규 독성 평가기법, 화학적 정량 분석법을 MBA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여 분석

의 효율성 증진

- 독성원인물질 생합성 저해인자 파악으로 해양생물독 발생의 근본적인 저감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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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

○ 국가R&D 정책수립 및 성과활용·환류에 활용

- 천연물/생물독 생산기술 개발이 신약개발로 연결, 이에 따라 국민 보건·복지, 식

품/의약품 안전 등과 관련한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활용 가능

- 해양생물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와 활용, 중독현상 발생시 신뢰성 높은

원인분석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축척된 해양생물독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선

진화된 국가 연안 관리와 해양수산 전략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