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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MMMyyycccooobbbaaacccttteeerrriiiaaa의의의 일일일산산산화화화탄탄탄소소소 탈탈탈수수수소소소효효효소소소 유유유전전전자자자
돌돌돌연연연변변변이이이체체체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규규규명명명

사람에 결핵을 일으키는 Mycobacterium tuberculosis는 대식세포에
침입하여 성장한다.대식세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의 성장을 억제
하는데 IFN-γ의 자극에 의하여 NO를 생산하는 것이 그 기작의 한가
지이다.M.tuberculosis는 NO 및 그 유도체들의 살균작용에 저항하
거나 이들을 불활성화시켜 대식세포 내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확한 기작은 잘 밝혀져 있지 않다.본 연구는 1)
Mycobacterium sp.strainJC1의 일산화탄소 탈수소효소가 (carbon
monoxidedehydrogenase,CO-DH)NO를 기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2)CO-DH 유전자와 유사한 ORF들이 M.tuberculosis를 포함한 일
부 mycobacteria들에 보존되어 있고,3)몇 가지 mycobacteria가 실제
로 CO-DH의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M.tuberculosis
의 대식세포 내에서의 생존에 관련된 CO-DH의 기능을 밝히고자 하
였다.이를 위하여 몇 가지 mycobacteria들을 대상으로 CO-DH 유전
자 돌연변이체를 제작하고 특성을 규명하였다.Mycobacterium sp.
JC1에서 전체 CO-DH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체의 (∆cutBCA)제
작은 가능하지 않았으며,가장 큰 소단위의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
이체들을 (∆cutA)대상으로 대식세포 내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
cutA1∆cutA2돌연변이체가 ∆cutA1돌연변이체 혹은 야생형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한편 CO-DH의 활성을 상실한
M.smegmatis의 ∆cutBCA 돌연변이체는 대식세포 내 생존율에서
야생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tuberculosisH37Rv를 대상으
로 CO-DH 유전자가 제거된 돌연변이체를 제작하였으며 대식세포 감
염실험을 통하여 돌연변이체의 생존율이 야생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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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이와 같은 결과들은 CO-DH가 보이는
NO-DH 활성이 M.tuberculosis의 대식세포 내 생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핵심되는 말: 일산화탄소 탈수소효소, 일산화질소, 대식세포,
Mycobacterium sp. strain JC1, Mycobacterium smegmatis,
Mycobacterium tuberculosis



- 1 -

MMMyyycccooobbbaaacccttteeerrriiiaaa의의의 일일일산산산화화화탄탄탄소소소 탈탈탈수수수소소소효효효소소소 유유유전전전자자자
돌돌돌연연연변변변이이이체체체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규규규명명명

<지도교수 조 상 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유 지 영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결핵의 현황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20억 명에 감염되어 있는
주요 질병 중 하나이다1.국내에도 약 15만 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
가 있고,매년 35,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며 약 3,000명이
사망하는 실정으로 최근까지 전염성 질병으로는 유일하게 10대 사
망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였다2.결핵의 근절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방백신 및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균의 숙주 내에서의 생존 및 세균의 병원성과 관련된 요인들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2.결핵균의 대식세포 내 생존 기작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대식세포에 감염 되면 대식세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되는데,lysosome과 phagosome
이 융합하여 포식용해소체 (phagolysosome)를 형성하여 lysosome
내에 저장된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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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N-γ 자극에 따라 살균작용이 있는 활성산소종 (reactiveoxygen
intermediates, ROI)과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intermediates,RNI)을 생산하고 분비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
법이 있다3,4.RNI는 선천면역 작용에 있어 중요한 물질로 NO 및
그 유도체들을 포함한다4,5.NO는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의 작용에 의하여 L-arginine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며,
NO의 유도체인 HNO2,HNO3등이 결핵균과 살모넬라와 같은 세포
내 기생성 세균이나 암세포의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6,7,8.
결핵균은 대식세포에 감염하였을 때 대식세포의 다양한 살균기작
에 저항하여 생존함으로써 숙주에 질병을 유발한다.지금까지의 연
구에 의하면 식세포 내의 결핵균은 phagosome과 lysosome의 융합
을 저해하고9,10,11,ROI와 RNI에 의한 산화적 stress에 적응하며12,13,
ROI와 RNI의 불활성화를 통하여 대식세포 내에서도 생존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15,16,17,18.
특히,결핵균이 살균작용이 있는 RNI를 불활성화시키는 기작과 관
련하여 NO dioxygenase활성을 나타내는 M.tuberculosis의 Hmp
와14M.bovis의 truncatedhemoglobintrHbN이 보고되어 있고15,16,
M.tuberculosis의 KatG와 alkyhydroperoxidereductaseAhpC 등
이 나타내는 peroxinitritase활성이 NO를 불활성화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7,18.

3.일산화탄소 탈수소효소
환원된 무기 C1화합물인 일산화탄소를 (CO)유일한 에너지원 및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세균의 집단을
carboxydobacteria라고 하는데 이들 carboxydobacteria들에서 일산
화탄소를 산화시키는 주효소가 일산화탄소 탈수소효소 (carbon
monoxidedehydrogenase,CO-DH)이다19,20,21,22.CO-DH는 16kd,
34kd및 85kd크기의 3개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α2β2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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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물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
면서 두개의 전자를 발생시킨다.이 때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Calvincycle을 통하여 세포 구성물로 전환되고 전자는 전자전달계
에 전달되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 생산에 이용된다
20,22.

CO 산화에 대한 생리적인 연구와 더불어 CO-DH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Gram-음성 세균인 Oligotropha
carboxidovorans, Pseudomonas thermocarboxydovorans,
Hydrogenophagapseudoflava등에서 CO-DH 유전자가 클로닝되
었고 유전자의 염기서열들이 밝혀졌다25,26,27.모든 세균의 CO-DH
유전자들은 각 소단위를 암호화하는 3 개의 유전자들이
coxM-coxS-coxL 혹은 cutM-cutS-cutL의 순서로 operon을 이루
고 있다21,26,27.

4.Mycobacteria의 CO-DH
최근 지금까지 알려진 carboxydobacteria와 진화적으로 멀리 떨어
진 Mycobacterium sp.strainJC1DSM 3803가 CO-DH 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 세균에서 CO-DH 유전자가 클로닝되
어염기서열이 결정되었다24,28.이를 계기로 Mycobacterium 속의 다
양한 종들을 대상으로 CO-DH 활성의 존재 여부가 조사되었는데
Mycobacterium sp.JC1 DSM 3803 외에 M.flavescence,M.
gastri, M. parafortuitum, M. peregrinum, M. phlei, M.
smegmatis,M.vaccae가 CO-DH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29.한편 M.tuberculosisH37Rv를 비롯하여 이미 밝혀진 몇 종류
mycobacteria들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이들 세균들에

CO + HCO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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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ycobacterium sp.JC1및 Gram-양성 세균의 CO-DH 유전자
와 유사한 open reading frame들이 보존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30,31,32.Mycobacteria들에서 발견되는 CO-DH 유전자들은 이미 밝
혀진 Gram-양성 세균들과 같이 3개의 유전자가 cutB-cutC-cutA
의 순서로 배열되어 하나의 operon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coxM-coxS-coxL혹은 cutM-cutL-cutL에 해당함,그림 1).한
편 Mycobacterium sp.JC1DSM 3803에서는 3개의 유전자로 구
성된 operon이 유전체에 중복되어 존재한다 (cutB1cutC1cutA1과
cutB2cutC2cutA2)24.

5.CO-DH의 NO-DH 활성
최근 CO-DH의 기질로 사용되는 CO와 NO의 구조적인 유사성에
착안하여 CO-DH의 NO에 대한 활성이 조사되었다 (Song등,미
발표 결과). 무기염류배지에 CO를 공급하면서 배양한
Mycobacterium sp.JC1의 세포추출액을 NO+ 및 NO를 생성하는
sodium nitroprusside(SNP)를 기질로 첨가하여 반응시켰을 때 CO
를 기질로 사용하여 측정되는 CO-DH 활성의 약 25%에 해당하는
NO-DH 활성이 측정되었으며,각각 CO와 SNP를 기질로 사용한
activitystain에서 CO-DH와 NO-DH의 활성을 나타내는 단백질
band가 관찰되었고 두 단백질 band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A).유사한 위치의 단백질이 M.tuberculosisH37Ra를 이
용한 activitystain에서도 확인되었다.한편 CO,포도당 또는 메탄
올을 기질로 이용하여 성장하고 있는 Mycobacterium sp.strain
JC1의 배양액에 NO+donor인 sodium nitroprusside(SNP)를 첨가
하였을 때 CO-DH의 양이 증가하였음은 물론,CO-DH 및 NO-DH
의 활성도 같은 양상으로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그림 2,B).
이와 같은 결과는 CO-DH가 NO를 기질로 사용하는 NO-DH 활
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러한 CO-DH의 NO-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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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여러 세균의 유전체에 보존되어 있는 CO-DH 유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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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CO-DH의 NO-DH 활성 및 NO에 의한 CO-DH 발현의 증
가.
A)CO를 이용하여 배양한 Mycobacterium sp.JC1의 세포추출액을
nondenaturingPAGE로 전개한 후 각각 CO와 SNP를 기질로 공급
하여 나타나는 dehydrogenase 활성에 의하여 염색하였다. B)
Glucose를 이용하여 성장하는 Mycobacterium sp.JC1의 배양액에
SNP를 첨가하여 각 20분과 40분 후 분리한 균체의 세포추출액을
대상으로 동일한 activitystain을 통하여 CO-DH 활성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 CO SNP

A
+ SNP 0 20 40  (mim)

B
+ CO SNP

A
+ CO SNP+ CO SNP

A
+ SNP 0 20 40  (mim)

B
+ SNP 0 20 40  (mim)+ SNP 0 20 40  (mi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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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생리적으로 NO의 대사에 관계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6.연구 목적
결핵의 근절을 위한 예방백신의 개발 및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결핵균의 병원성과 관련된 세균의 인자들에 대한 기초적
인 연구가 필수적이다.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핵균을 비롯한
다양한 mycobacteria들에 CO-DH 유전자가 보존되어 있으며 이들
세균의 CO-DH들이 CO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NO
를 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NO가 대식세포의 살균기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하면 결핵균의 CO-DH가 이 세균의 병원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CO-DH가 나타
내는 NO-DH 활성과 결핵균의 대식세포 내 생존기작의 관계를 밝
히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M.tuberculosisH37Rv를 비롯한 몇 가
지 mycobacteria들을 대상으로 CO-DH 유전자의 돌연변이체를 제
작하고 대식세포 내 생존과 관련된 돌연변이체의 특성을 규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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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및및및방방방법법법

1.실험 재료
가.실험 균주
실험 균주로는 M.smegmatis mc2155와 Mycobacterium sp.
strainJC1DSM 3803,M.tuberculosisH37Rv를 사용하고 일반
적인 DNA 조작을 위해서 E.coliDH5α를 사용하였다 (표 1).

나.사용벡터와 oligonucleotideprimers
형질전환을 위한 subcloning벡터로는 pKO vector와 pRH135133

를 사용하였고 (표 1).사용한 oligonucelotideprimers에 대한 설
명은 표2에 나타내었다.

다.효소 및 시약
제한 효소는 KOSCO (Seoul,Korea)에서,T4 DNA ligase는
New EnglandBiolabs(NEB;Beverly,MA,USA)에서 구입하였
고,DNA polymeraseSolGent(Daejeon,Korea)에서 구입하였으
며, Hygromycin은 Roche (Mammheim, Germany)에서,
Kanamycin은 A.G.scientific(Sandiego,CA,USA)에서 구입하
였다.그 외의 시약들은 Sigma(Louis,Missouri,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실험 방법
가.균주 배양
E.coliDH5a는 액체 또는 고체 LB배지를 이용하여 37°C,200
rpm에서 배양하고,M.smegmatismc2155와 Mycobacterium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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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실실실험험험에에에서서서 사사사용용용된된된 균균균주주주와와와 ppplllaaasssmmmiiiddd...

Strain혹은 plasmid Genotype혹은 특징 Reference

Mycobacterium smegmatis
mc2155 Wildtype ATCC700083

△cutBCA acutBCA mutantofM.smegmatis Thisstudy
Mycobacterium sp.strain
JC1 Wildtype 34

△cutA1 cutAofcopyⅠ mutantderivedfrom
Mycobacterium ap.strainJC1 미발표자료

△cutA1△cutA2 cutAofcopyⅠ andⅡ mutantderived
from Mycobacterium sp.strainJC1 미발표자료

Mycobacterium
tuberculosisH37Rv Wildtype ATCC27294

△cutBCA::hyg cutBCA mutantderivedM.tuberculosis Thisstudy

pKO 8,366-bpplasmidderivedfrom pEX18T,
Hygr,Sucr

GenBank
No.AF004910

pRH1351 9,181-bpplasmidderivedfrom pPR23,
xylE,Sucr 33

pCV77 7,545-bpplasmidcontaining1.2-kb,Hygr MediImmune

pNBVⅠ 5,895-bpplasmidderivedfrom p16R1,
Hygr 35

pTS132 2,922-bpplasmidderived
pBluescriptⅡSK(+) 24

pJY1
pKOcontaining2-kbPCRfragment
amplifiedwithprimersmegCOLF-2
andsmegCORR-2from chromosomal
DNA ofM.smegmatis

Thisstudy

pJY2
pKOcontaining2-kbPCRfragment
amplifiedwithprimerJC1CO1LF-2and
JC1CORR-2from chromosomalDNA
ofMycobacterium sp.strainJC1

Thisstudy

pJY3
pKOcontaining2-kbPCRfragment
amplifiedwithprimerJC1CO2LF-2and
JC1CORR-2from chromosomalDNA
ofMycobacterium sp.strainJC1

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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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Y4
pTS132contaning2.9-kbPCRfragment
amplifiedwithprimerRvCOLFandRv
CORRfrom chromosomalDNA ofM.
tuberculosis

Thisstudy

pJY5 pJY4containing1.3-kbhygromycingene
ofpCV77 Thisstudy

pJY6 pRH1351contaning3.8-kbXbaⅠfragment
from pJY5 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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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MMMuuutttaaagggeeennneeesssiiisss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ppprrriiimmmeeerrr들들들...

Primer Sequences
JC1CO1LF-1 GCTCTGAGCACTGAACCGAT

JC1CO1LF-2 CCGATAAGCTT1GTCGACGTTGCTGGCCGAG

JC1CO2LF-1 GACGTCTTCGTGGAAGCGGT

JC1CO2LF-2 GCGGTAAGCTT1GACGACGTTCCCCAACT

JC1COLR TCGCCGAGTCCACTAGTCGATCCAGAAGGCTCACGG
CAT

JC1CORF CGACTAGTGGACTCGGCGAGCATTCCGCCCGAGGAT
ATC

JC1CORR-1 ACACTCGAGCCTGCCTGCAA

JC1CORR-2 GCCCGAAGCTT1AAACCCTCGATGGTGCCGTC

smegCOLF-1 CAGCGTTACGGCGTGAGCGA

smegCOLF-2 CACGTCTGCAG2GCATCCTCGACGTGTTCGTG

smegCOLR ATGTCCTCACTAGTCAACCGGTCCAGCAGTCCGA

smegCORF CGGTTGACTAGTGAGGACATCGACGTGGTGCAC

smegCORR-1 GCCTGGCGCACCGAGTTCTG

smegCORR-2 TCTGGAAGCTT1TGACCTCCGACGAATCCCTC

RvCOLF TGCTCTAGA3CTACGGAGTCAGCGACGATA

RvCOLR CGGTGTCGACTAGT4CATCGGAGTCCAGAATCTCTC

RvCORF CTCCGATGACTAGT4CGACACCGACCAGACACC

RvCORR TGCTCTAGA3CACAATCGCAGTTGGCA
1HindⅢ recognitionsequence.
2PstⅠ recognitionsequence.
3XbaⅠ recognitionsequence.
4SpeⅠ recogniti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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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PPPrrrooobbbeee제제제작작작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ppprrriiimmmeeerrr들들들...

Primer Sequences

JC1probeF CGTCTACCGTCGCAGACC

JC1probeR AGCCGTGAGACCGAAGTG

CODH1probeF GCTGCAATTCCTCCAAAGC

CODH1probeR GACCGCTATCGAAGTCAACG

CODH2probeF GTACGAACTGGCAACCGAAG

CODH2probeR GACAGCCGCAGCAAAGTC

BCA probeF CATTAACGGTGAGTCTGTGACC

BCA probeR CTGAACCGAGCGGACAATAG

smegprobeF CTGACGCACGATCCCAAG

smegprobeR CACGATCCTGGCGTCCTC

SprobecutCF CGGAAGGGAACTAATCAT

SprobecutCR GGTTTCGCGTCGTTGACC

RvprobeF ACCGGATGGATCGGCTAC

RvprobeR GAACCAGGTTGGGATTGTTG

RprobecutCF AACCAACCATGCAGGTGAAC

RprobecutCR GGCGTGACTCGATCG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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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JC1은 0.05% (v/v)Tween-80,0.2% (w/v)glucose가 함유
된 Difco Middlebrook 7H9(Becton,Dickinson and Company,
Sparks,MD,USA)액체 배지 그리고 0.5% (v/v)glycerol,0.2%
(w/v) glucose가 함유된 Difco Middlebrook 7H10 (Becton,
DickinsonandCompany,Sparks,MD,USA)고체 배지를 사용
하여,37°C에서 3～5일간 배양하였고,M.tuberculosis는 0.05%
(v/v) Tween-80,ADC [0.5% (w/v) bovine serum albumin
fractionV,0.2% (w/v)glucose,0.0003% (w/v)catalase]가 함유
된 7H9액체 배지나 0.5% (v/v)glycerol,ADC [0.5% (w/v)
bovineserum albuminfractionV,0.2% (w/v)glucose,0.0003%
(w/v)catalase]가 함유된 7H10배지에서 3주간 배양하였다.돌연
변이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0% (w/v) sucrose와
hygromycin(100㎍/㎖)을 첨가하였다.

나.Plasmid추출
PlasmidMiniPrepKit(SolGent,Daejeon,Korea)의 설명서를
참고하였다.Plasmid를 추출하기 위해서 LB 배지에 대장균을 밤
새도록 배양한 세포배양액에 3㎖을 microcentrifugetube에 넣고
원심분리 (18,000 × g,1분,25°C)하여 얻은 균체를 250 ㎕의
solution1에 현탁하였다.250㎕의 solution2를 넣어준 후 천천히
섞고 350㎕의 solution3을 넣고 다시 섞었다.원심분리 (18,000
×g,10분,25°C)하여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취한 후,silicabead
membrane으로 채워진 column에 넣고 원심분리 (18,000×g,10
분,25°C)를 하였다.Washingbuffer를 완전히 제거한 column을
상온에서 2분간 방치하여 건조 시킨 뒤 30㎕의 증류수를 넣고
상온에서 1분간 방치하였다.원심분리 (18,000×g,1분,25°C)하
여 plasmid를 포함하는 용액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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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romosomalDNA 추출
ChromosomalDNA의 분리는 GenomicDNA PrepKit(SolGent
Daejeon,Korea)의 설명서를 참고하였다.0.05% (v/v)Tween-80
과 0.2% (w/v)glucose가 함유된 7H9액체 배지에서 지수성장기
까지 진탕 배양 (37°C,200rpm)한 3㎖에 Mycobacterium sp.
strainJC1과 M.smegmatis의 배양액을 원심분리 (13,000×g,5
분,25°C)하여 얻은 침전물에 CellResuspensionSolution300㎕
를 첨가한 후 cell을 잘 풀어주었다.Lysozyme(100㎎/㎖)2㎕
를 넣고 잘 섞은 후 37°C에서 1시간 방치하고 CellLysis
Solution300㎕를 첨가하였다.여기에 RNaseA (4㎎/㎖)1.5㎕
첨가하여 잘 섞고 37°C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Protein
Precipitation Solution 100 ㎕를 첨가하여 20초간 강하게
vortexing하고,원심분리 (13,000×g,5분,25°C)하여 얻은 상층
액을 1.5 ㎖ microcentrifuge tube에 옮겼다.상층액에 100%
isopropanol300㎕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원심
분리 (13,000× g,10분,25°C)하여 얻은 침전물을 70% (v/v)
ethanol로 씻어 말리고 DNA HydrationSolution30㎕를 첨가하
여 4°C에서 밤새도록 녹인 뒤 사용하였다.

라.형질전환
형질전환은 대장균의 경우 CaCl2 방법을 실시하였고36, M.
smegmatismc2155와 Mycobacterium sp.strainJC1그리고 M.
tuberculosisH37Rv의 경우에는 electropor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37,38,39.Electroporation은 Bio-Rad(Hercules,Califonia)사의 Gene
Pulser와 Pulse Controller를 사용하였다. CaCl2 방법으로
competentcell을 만들기 위하여 대장균을 LB 액체 배지에 접종
하여 37°C에서 밤새도록 배양한 후,100㎖의 새 LB액체 배지에
접종하여 약 2시간 30분 진탕 배양하여 OD600값이 0.5정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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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멸균된 원심분리 tube에 옮기고 얼음에 30분 동안 방치하였다.
원심분리 (4,000×g,10분,4°C)하여 균체를 10㎖의 차가운 0.1
M CaCl2용액으로 재현탁하고 얼음에 30분 동안 방치하였다.다
시 원심분리 (4,000×g,10분,4°C)하여 균체를 모은 후 상층액은
버리고 여기에 15% (v/v)glycerol이 포함된 차가운 0.1M CaCl2
용액 2㎖을 넣고 균체를 풀고 100㎕씩 멸균된 microcentrifuge
tube에 분주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70°C에 보관하였다.DNA 적
당량을 competentcell과 섞고 얼음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2℃에
서 90초간 heatshock을 준 뒤 얼음에서 1분간 식히고 여기에
900㎕의 LB 액체 배지를 넣어주고 37°C에서 40분간 배양한 다
음 kanamycin(50㎍/㎖)또는 hygromycin(100㎍/㎖)이 첨가된
LB고체 배지에 도말하고 37°C에서 배양하였다.
Mycobacteria의 경우에는 electroporation용 competentcell을 준
비하기 위하여 지수성장기 (OD600에서 0.8)까지 진탕 배양한 후
얼음에서 2시간 방치한 뒤 원심분리 (4,000×g,10분,4°C)하여
균체를 얻었다.이를 배양액과 같은 양의 멸균된 차가운 10%
(v/v)glycerol용액으로 씻어준 후,부피를 1/3씩 줄여나가며 2번
더 씻어주었다.최종적으로 10% (v/v) glycerol용액에 풀어
-70°C에서 보관 하였다가 competentcell로 사용하였다.0.2㎝의
형질전환용 cuvette에 100㎕의 competentcell과 5㎍의 DNA를
넣고 2.5㎸/㎝,25㎌,1000Ω의 조건으로 timeconstant20msec
간 electroporation하였다.형질전환을 수행하기 전 얼음에 10분
간 방치하였고,형질전환 수행 후 얼음에 10분간 방치한 뒤
cuvette당 0.9㎖의 ADC [0.5% (w/v)bovineserum albumin
fractionV,0.2% (w/v)glucose,0.0003% (w/v)catalase]가 포함
된 7H9액체 배지를 첨가하여 37°C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 smegmatis mc2155와 Mycobacterium sp. strain JC1은
hygromycin (100 ㎍/㎖),0.5% (v/v) glycerol,0.2% (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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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e가 포함된 7H10고체 배지에 도말하였고,M.tuberculosis
H37Rv 경우에는 hygromycin (50㎍/㎖),0.2% (v/v)glycerol,
ADC [0.5% (w/v)bovine serum albumin fraction V,0.2%
(w/v)glucose,0.0003% (w/v)catalase]가 함유된 7H10배지에
도말 한 후 37°C에서 배양하였다.

마.Agarosegel로부터 DNA 절편의 분리
Agarose gel로부터 DNA 절편의 분리는 GelExraction Kit
(Solgent,Daejeon,Korea)를 사용하였다. 제한효소로 처리한
DNA sample을 agarosegel상에서 전기 영동 한 후,원하는
DNA 절편 위치를 UV transiluminator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원하는 부분의 agarosegel을 잘라내서 microcentrifugetube에 옮
긴 후 gel무게 (㎎)의 3배 volume의 GB buffer를 넣고 50°C
oven에 10분간 방치하였다.Gel이 녹으면 상온에서 잘 섞어준 후,
elutioncolumn에 sample을 주입하여 원심분리 (18,000×g,1분,
25°C)하여 통과시켰다.통과한 sample을 버리고 column에 700㎕
의 washing buffer를 주입한 후,원심분리 (18,000 × g,1분,
25°C)하여 통과시킨 후,통과한 sample을 버리고 상온에서 1분간
말렸다.Column을 완전히 말린 후,30㎕ 증류수를 column의 가
운데 부위에 떨어뜨려 실온에서 2분간 방치하였다. 사용한
collectingtube를 제거하고 멸균된 새로운 microcetrifugetube로
교체한 후,원심분리 (18,000×g,1분,25°C)하여 분리된 DNA 절
편을 얻었다.

바.돌연변이체 제작
돌연변이체 제조 및 선별을 할 때에는 Parish와 Stocker의 방법
을 사용하였고38,pKO vector와 pRH1351vector를 이용하였다33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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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돌연변이체 선별을 위해 사용한 vector.
A)pKO vector.Mycobacterialsuicidalvector로 hygromycin저항
유전자, kanamycin 저항 유전자, sacB 유전자를 가진다. B)
pRH1351 vector. Mycobacterial shuttle vector이며,
temperature-sensitive mycobacterial replication origin과
gentamycin내성 유전자,sacB유전자,xylE유전자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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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smegmatismc2155의 돌연변이체 제조
cutBCA 근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cutB의 일부를 포함하고,
약 1kb의 PCRproduct를 얻기 위한 primer인 smegCO LF-1
과 smegCO LR를 제작하였고,cutC의 일부를 포함하고,약 1
kb의 PCR product를 얻기 위한 primer인 smeg CO RF와
smegCO RR-1을 제작하였다.M.smegmatis의 chromosomal
DNA를 template로 하여 PCR product를 얻고 원하는 크기의
DNA 절편을 agarose에서 gelelution한 후,각각의 product를
overlappingPCR로 연결하고 pKO vector에 클로닝 하기 위해
primersmeg CO LF-1와 smeg CO RR-1의 안쪽으로 각각
PstⅠ과 HindⅢ enzyme site를 달아준 primer인 smeg CO
LF-2와 smegCORR-2를 제작하였다.이들 primer로 PCR하여
1kb의 product를 얻었고,이것을 template로 하여 overlapping
PCR한 뒤,product를 gelelution하여 PstⅠ과 HindⅢ로 자르
고,pKO vector도 동일한 효소로 잘라서 gelelution 한 후
ligation시켰다.이것을 대장균에 형질전환하여 형질전환체로부
터 재조합 플라스미드 pJY1를 얻었다 (그림 4).

(2)Mycobacterium sp.strainJC1의 돌연변이체 제조
cutBCA 근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cutB의 일부를 포함하 고,
약 1kb의 PCRproduct를 얻기 위한 primer인 JC1CO1LF-1,
JC1CO2LF-1그리고 JC1CO LR을 제작하였고,cutC의 일부
를 포함하고,약 1kb의 PCR product를 얻기 위한 primer인
JC1CO-RF와 JC1CO RR-1를 제작하였다.Mycobacterium
sp.strainJC1의 chromosomalDNA를 template로 하여 PCR
product를 얻고 원하는 크기의 DNA 절편을 agarose에서 gel
elution한 후 각각의 product를 overlapping PCR로 연결하고
pKO vector에 클로닝 하기 위해 primerJC1CO1LF-1,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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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pJY1의 모식도.
M.smegmatis의 CO-DH 유전자 근처 염기서열 5'과 3'을 a와 b,
c와 d로 각각 PCR하여 얻은 product를 overlapping PCR을 하고
pKOvector의 제한효소 PstⅠ과 HindⅢ site에 클로닝하여 pJY1를
얻었다.a:smegCO LF-1,b:smegCO LR,c:smegCO RF,d:
smegCORR-1,e:smegCOLF-2,f:smegCOR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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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1그리고 JC1CO RR-1의 안쪽으로 HindⅢ enzymesite를
달아준 primerJC1CO1LF-2,JC1CO2LF-2그리고 JC1CO
RR-2를 제작하였다.이들 primer로 PCR하여 얻은 1 kb의
product들을 template로 하여 overlappingPCR을 수행 한 뒤,
product를 gelelution하여 HindⅢ로 자르고,pKO vector도 동
일한 효소로 잘라서 gelelution한 후 ligation시켰다.이것을
대장균에 형질전환하여 형질전환체로부터 재조합 플라스미드
pJY2와 pJY3을 얻었다 (그림 5).

(3)M.tuberculosisH37Rv의 돌연변이체 제조
M.tuberculosisH37RvCO-DH 유전자 근처염기서열 바탕으
로 cutB의 일부를 포함하고,약 1kb의 PCRproduct를 얻기 위
해서 primerRvCOLF와 RvCOLR을 제작하였고,cutC의 일
부를 포함하고,약 1kb의 PCR product를 얻기 위한 primer인
Rv CO RF와 Rv CO RR을 제작하였다.이들 primer로 M.
tuberculosisH37Rv의 CO-DH 유전자 근처 염기서열 5'과 3'을
각각 PCR하여 얻은 product를 Rv CO LF와 Rv CO RR로
overlappingPCR을 한 후,PCRproduct를 gelelution하여 xbaI
으로 자르고,pTS132 vector도 동일한 효소로 잘라서 gel
elution하고 ligation시켰다.이것을 대장균에 형질전환하여 재
조합 플라스미드 pJY4를 얻었다 (그림 6).
pCV77의 hygromycincassette를 SpeI과 NheI로 처리하여 분
리해 낸 후,pJY4의 SpeIsite에 클로닝하여 pJY5를 만들었고,
pJY5와 pRH1351vector를 XbaI으로 잘라 gelelution한 뒤
ligation하고 대장균에 형질전환하여 최종적으로 재조합 플라스
미드 pJY6를 얻었다 (그림 6).



- 21 -

ori
(ColE1)

sacB

HindⅢ(3,356)

kan

Rv0376c'
HindⅢ(5,553)

orf2’

∆cutBCA

hyg

pJY3
10,363 bp

overlapping PCR

B. copy II
Rv0376 cutC cutAcutB orf2’

f

e d

cHindⅢ HindⅢ

pJY2
10,340 bp

kan

sacBhyg

ori 
(ColE1) HindⅢ(3,556)

HindⅢ(5,530)

∆cutBCA

orf2’

cutR’

overlapping PCR

HindⅢ

A. copy I
cutR cutC cutAcutB orf2

HindⅢ

d

b

a

c

HindIII

∆cutBCAcutR’ orf2’

HindⅢ HindⅢ

∆cutBCARv0376c’ orf2’

HindⅢ HindⅢ

HindIII

pKO
8363 bp

aph

sacBhpt

ori 
(ColE1) HindIII 

HindIII HindIII

ori
(ColE1)

sacB

HindⅢ(3,356)

kan

Rv0376c'
HindⅢ(5,553)

orf2’

∆cutBCA

hyg

pJY3
10,363 bp

ori
(ColE1)

sacB

HindⅢ(3,356)

kan

Rv0376c'
HindⅢ(5,553)

orf2’

∆cutBCA

hyg

pJY3
10,363 bp

overlapping PCR

B. copy II
Rv0376 cutC cutAcutB orf2’

f

e d

cHindⅢ HindⅢ

overlapping PCRoverlapping PCR

B. copy II
Rv0376 cutC cutAcutB orf2’

ff

ee dd

ccHindⅢ HindⅢ

pJY2
10,340 bp

kan

sacBhyg

ori 
(ColE1) HindⅢ(3,556)

HindⅢ(5,530)

∆cutBCA

orf2’

cutR’

pJY2
10,340 bp

kan

sacBhyg

ori 
(ColE1) HindⅢ(3,556)

HindⅢ(5,530)

∆cutBCA

orf2’

cutR’

overlapping PCR

HindⅢ

A. copy I
cutR cutC cutAcutB orf2

HindⅢ

d

b

a

c

overlapping PCR

HindⅢ

A. copy I
cutR cutC cutAcutB orf2cutR cutC cutAcutB orf2

HindⅢ

dd

bb

aa

cc

HindIII

∆cutBCAcutR’ orf2’

HindⅢ HindⅢ

HindIIIHindIII

∆cutBCAcutR’ orf2’

HindⅢ HindⅢ

∆cutBCAcutR’ orf2’

HindⅢ HindⅢ

∆cutBCARv0376c’ orf2’

HindⅢ HindⅢ

∆cutBCARv0376c’ orf2’

HindⅢ HindⅢ

HindIIIHindIII

pKO
8363 bp

aph

sacBhpt

ori 
(ColE1) HindIII 

pKO
8363 bp

pKO
8363 bp

aph

sacBhpt

ori 
(ColE1) HindIII 

HindIIIHindIII HindIIIHindIII

그림 5.pJY2와 pJY3의 모식도.
Mycobacterium sp.JC1의 copyⅠ의 CO-DH 유전자 근처 염기서
열 5'과 3'을 a와 b,c와 d로 PCR하고 copyⅡ의 CO-DH 유전자
근처 염기서열 5'과 3'을 e와 f,c와 d로 PCR하여 얻은 product를
overlappingPCR하고 pKO vector의 제한효소 HindⅢ site에 클로
닝하여 pJY2와 pJY3를 얻었다.a:JC1CO1LF-1,b:JC1CO1LR,
C:JC1CO LR,d:JC1CO RR-1,e:JC1CO2LF-1,f:JC1CO2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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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pJY4,pJY5,pJY6의 모식도.
M.tuberculosisH37Rv의 CO-DH 유전자 근처 염기서열 5'과 3'을
a와 b,c와 d로 각각 PCR하여 얻은 product를 overlappingPCR하
고 pTS132 vector의 XbaIsite에 클로닝하여 pJY4를 만들었고,
pCV77의 hygromycincassette를 SpeI과 NheI를 처리하여 분리한
후 pJY4의 SpeIsite에 클로닝하여 pJY5를 만들었다.PJY5를 XbaI
으로 잘라서 pRH1351vector의 XbaIsite에 클로닝하여 pJY6얻었
다.a:RvLF,b:RvLR,C:RvRF,d:Rv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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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돌연변이체 선별
M.smegmatismc2155와 Mycobacterium sp.strainJC1을 돌
연변이용 벡터로 형질전환 한 후 hygromycin (100㎍/㎖),
0.5% (v/v)glycerol,0.2% (w/v)glucose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에 형질전환 시킨 균주를 도말하여 37°C에서 배양하였다.
약 7일 동안 성장한 colony를 hygromycin(100㎍/㎖)과 0.2%
(w/v)glucose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에 streaking한 다음,
colony를 7H9액체 배지 1㎖에 접종하여 37°C에서 배양하고
배양액을 10-1,10-2,10-3까지 serial dilution하여 0.5% (v/v)
glycerol,10% (w/v)sucrose,0.2% (w/v)glucose가 첨가된
7H10 고체 배지에 도말하고 37°C에서 배양하였다.생성된
colony들을 hygromycin (100㎍/㎖)과 0.2% (w/v)glucose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와 10% (w/v)sucrose와 0.2% (w/v)
glucose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에 동시에 streaking하여 10%
(w/v)sucrose와 0.2% (w/v)glucose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
에서만 생성된 colony를 돌연변이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M.tuberculosisH37Rv의 경우에는 돌연변이용 벡터로 형질전
환 한 후 hygromycin(50㎍/㎖),0.5% (v/v)glycerol,ADC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에 형질전환 시킨 균주를 도말하여 30°C
에서 3주간 배양하였다.성장한 colony에 catechol을 떨어뜨려
yellow pigment가 형성된 colony를 선택하여47hygromycin(50
㎍/㎖),0.05% (v/v)Tween-80,ADC가 첨가된 7H9배지에 접
종하여 30°C에서 배양하였다.3주 후에 hygromycin(50㎍/㎖),
0.5% (v/v)glycerol,ADC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에 모두 도
말하여 30°C 에서 배양하였다.3주 동안 배양하여 얻은 colony
를 선택하여 hygromycin(50㎍/㎖),0.05% (v/v)Tween-80,
ADC가 첨가된 7H9배지에 접종하여 30°C에서 배양하였다.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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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hygromycin(50㎍/㎖),0.5% (v/v)glycerol,10% (w/v)
sucrose,ADC가 첨가된 7H10고체 배지 도말하여 39°C에서 배
양하고, 성장한 colony들 중 catechol을 떨어뜨려 yellow
pigment가 형성되지 않은 colony를 최종 돌연변이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46,47.

사.Polymerasechainreaction(PCR)실험
20ng의 M.smegmatismc2155,Mycobacterium sp.strainJC1,
그리고 M.tuberculosis H37Rv의 genomic DNA,12.5 mM
dNTP,각 20uM의 forward와 reverseprimer,1X BandDoctor
(SolGent,Daejeon,Korea),Pfubuffer[50mM Tris-HCl(pH
9.0),15mM (NH4)2SO4,2.5mM MgCl2,0.1㎎/㎖ BSA,0.5%
DMSO],2.5U Pfupolymerase(SolGent,Daejeon,Korea)를 넣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반응액을 50 ㎕로 맞춘 후 다음 조건으로
PCR을 수행하였다.
cutBCA 유전자를 클로닝을 위한 PCR 조건으로,95°C에서 5분
간 pre-denaturation하여 DNA를 완전히 해리 시킨 후,95°C에서
30초간 denaturation,60°C에서 30초간 annealing,72°C에서 2분간
extension을 30cycles수행 한 후,72°C에서 10분 동안 extension
을 실시하였다.돌연변이체를 PCR로 확인할 때는 extension을 5
분으로 하였고,이 외의 PCR조건은 cutBCA 유전자를 클로닝 할
때의 조건과 동일하였다.

아.Southernblotanalysis
Southern blotanalysis는 Hybond™-N+ membrane instruction
manual(Amersham Corp.,ArlingtonHeights,IL)에 따른 Alkali
blotting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Mycobacterium sp.strainJC1,
M.smegmatismc2155,M.tuberculosisH37Rv의 야생형과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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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체의 ChromosomalDNA를 각각 SacI,BamHI,XhoI으로 자
른 후,0.8% (v/v)agarose에 전기영동을 수행하였다.전기영동
후에 gel은 0.25N HCl용액에 담궈 10분간 depurination을 시킨
후 증류수로 씻어 주었다.Gel을 다시 denaturation용액 (0.5N
NaOH,1.5M NaCl)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neutralization용액
(1M Tris-HCl[pH7.5],1.5M NaCl)으로 옮겨 10분간 씻은 다
음 nylonmembarane에 0.4N NaOH 용액으로 밤새도록 transfer
시켰다.Probe의 표지는 ECLDirectNucleicAcidLabellingand
Detection System (Amersham Corp.,Buckinghamshire,UK)의
protocol에 따라 수행하였다.probe로 사용될 DNA 조각 100ng을
증류수 10㎕에 녹이고 100°C에서 5분간 끓인 다음 즉시 얼음에
넣어 5분간 방치한 후,여기에 10㎕의 labellingreagent를 섞어
주고 여기에 10㎕의 glutaraldehyde를 섞어서 37°C에서 15분간
방치하여 probe를 제작하였다.
Transfer된 nylon membrane을 2X SSC [300 mM NaCl,30
mM sodium citrate(pH 7.0)]로 1분간 씻어주고 membrane을 20
㎖의hybridizationbuffer[5% (w/v)blockingagent,0.5M NaCl]
이 들어있는 bottle에 넣고 42°C에서 4시간 동안 prehybridization
시켰다.Membrane을 다시 labelling reagent와 glutaradehyde로
표지된 probe를 포함하는 prehybridizationbuffer로 옮겨 42℃에
서 밤새도록 hybridization시킨 뒤,primary wash buffer[6M
urea,0.4% (w/v)SDS,0.5X SSC]로 20분간 42°C에서 두 번 씻
어 주고 다시 secondarywashbuffer(2XSSC)로 5분간 씻어 주
었다. Detection을 위해 membrane을 detection reagent 1과
detection reagent2를 섞어 1분간 방치한 후 빛을 차단하고
X-rayfilm으로 감광하였다.

자.CO-DH의 발현양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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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DH 활성 측정
야생형과 돌연변이체들을 다양한 탄소원을 공급하면서 496nm
의 OD6000.6-0.8까지 배양한 후 원심분리하여 (11,000×g,4°C,
5분)회수하고,50mM Tris-HCl(pH 7.5)3㎖에 재현탁 하였
다.균체를 초음파 파쇄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11,000×g,4°C,
30분)얻어진 상등액을 효소 추출액으로 사용하여 CO-DH의 활
성을 측정하였다. CO-DH 활성은 CO 존재 하에 2-(4-
indophenyl)-3-(4-nitrophenyl)-2H-tetrazolium chloride (INT)
의 환원률을 측정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때
1-methoxyphenazinemethosulfate(MPMS)를 CO-DH와 INT
사이의 전자전달매개체로 사용하였다40.19.2 ㎖의 50 mM
Tris-HCl(pH 7.5),250㎕의 INT (9.8mM),50㎕의 MPMS
(8.9mM)와 500㎕의 25% (v/v)TritonX-100을 혼합한 용액
을 CO gas로 포화시킨 후,이것을 plasticcuvette에 800㎕를
넣고 여기에 100㎕의 효소 추출액을 첨가하여,30°C에서 60초
간 반응시킨 후 일산화탄소 가스로 포화된 50mM Tris-HCl
완충용액을 100㎕를 cuvette에 첨가 시켜 최종 부피가 1㎖ 되
게 한 후 반응을 시작하였다.온도 조절 장치가 장착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96nm에서 INT의 환원 결과
생성되는 redformazan에 의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효
소활성은 분당 ㎎의 단백질 당 환원되는 INT의 양을 nmol로
나타내었다.

(2)CO-DH 활성 염색
CO-DH 활성 염색은 변형된 방법22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효
소추출액을 non-denaturing 전기영동한 후 gel을 50 mM
Tris-HCl(pH 7.5)완충용액이 든 tube에 넣고 알루미늄 foil로
감싸 빛을 차단한 후,0.05% (w/v)phenazinemethosulfat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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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w/v)nitrobluetetrazolium을 첨가하였다.10분간 CO를
공급하여 포화시킨 다음 실온에서 선명한 활성염색 band가 나
타날 때까지 방치하였다.이 때 모든 과정은 빛을 차단한 상태
해서 수행하였다.

차.대식세포 내 생존율 측정
대식세포는 mousebonemarrow-derivedmacrophages와 mouse
macrophagecelllineJ774.1(ATCC,TIB-67)을 사용하였다.10%
(v/v)Gibcofetalbovineserum (Invitrogencorp.,NY,USA),
penicillin(100units/㎖)그리고 streptomycin(100㎍/㎖)가 포함
된 RPMI배지 (Gibco,NY,USA)를 사용하여 5%의 CO2가 공급
되는 37°Cincubactor에서 대식세포를 배양하였다.
Bonemarrow-derivedmacrophage는 C57BL/6mice의 대퇴부로
부터 분리해냈다41. Mycobacteria들의 돌연변이체와 야생형을
macrophage에 감염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균체들을 대수성장기
(O.D6000.7～0.8)까지 키운 후,원심분리 (400×g,20분,25°C)하
여 0.5㎛로 filtering하여 singlecell로 분리시킨 후,대식세포에
감염시켰다42.대식 세포의 감염은 균체를 MOI에 맞게 FBS가 포
함된 RPMI배지에 희석하여 대식세포에 잘 섞고,4시간 동안 3
7℃에서 배양한 후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은 RPMI배지로 3번
wash하여 감염되지 않은 균체들을 제거하였다.시간별로 상층액
을 제거하고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은 RPMI배지로 3번 wash한
후 대식세포를 터뜨려서 살아남은 균의 숫자를 세기 위해 0.1%
saponin(w/v)을 1㎖씩 처리하여 37°C에서 10분간 CO2가 공급
되는 incubactor에 방치하였다.10분 뒤에 resuspension하여 10-1,
10-2,10-3까지 희석 한 뒤 각각을 0.5% (v/v)glycerol,0.2%
(w/v) glucose가 포함된 7H10 고체 배지 또는 0.5% (v/v)
glycerol,ADC [0.5% (w/v)bovineserum albuminfracti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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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v)glucose,0.0003% (w/v)catalase]가 함유된 7H10배
지에 100㎕씩 도말하여 37°C에서 배양하여 나온 colony숫자를
세어 야생형과 돌연변이체의 대식세포 내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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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돌연변이용 벡터 제조 및 확인
가.돌연변이용 벡터 제조
M.smegmatismc2155는 cutBCA근처의 염기서열 5'과 3'을 각
각 PCR하여 얻은 약 1kb의 product를 overlappingPCR을 하고
PCR product와 pKO vector를 제한효소 PstⅠ과 HindⅢ로 잘라
서 ligation 시킨 다음 대장균에 형질전환하여 돌연변이용 벡터
pJY1을 얻었다 (그림 4).
Mycobacterium sp.JC1은 copyⅠ과 copyⅡ의 cutBCA근처의
염기서열 5'과 3'을 각각 PCR 하여 얻은 약 1kb의 product를
overlappingPCR하였고,각 copy의 overlappingPCR product와
pKO vector를 제한효소 HindⅢ로 잘라서 ligation시킨 다음 대
장균에 형질전환하여 돌연변이용 벡터 pJY2와 pJY3를 얻었다 (그
림 5).
M.tuberculosis는 cutBCA 근처의 염기서열 5'과 3'을 각각
PCR하여 약 1.2kb의 product를 얻고,이것을 overlappingPCR하
여 pTS132vector의 XbaⅠ site에 클로닝 한 후,pJY4를 얻었다
(그림 6).pCV77의 hygromycin유전자를 제한효소 NheI과 SpeI
으로 잘라서 pJY4의 SpeIsite에 클로닝하여 pJY5를 만들었고,
pJY5와 pRH1351 vector를 제한효소 XbaⅠ site로 자른 후,
ligation시킨 다음 대장균에 형질전환하여 최종 돌연변이용 벡터
pJY6를 얻었다 (그림 6).

나.돌연변이용 벡터 확인
대장균에서 형질전환하여 얻은 M.smegmatismc2155의 돌연변
이용 벡터 후보들 중에서 BglⅡ와 BamHI으로 잘랐을 때 7.8kb



- 31 -

와 2.5kb의 fragment가 생성되는 플라스미드 DNA를 pJY1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7).
Mycobacterium sp.JC1재조합 벡터는 HindⅢ로 잘랐을 때 약
8kb와 10kb의 fragment를 형성하고 NotⅠ과 sphⅠ으로 잘랐을
때에 9.2kb와 1.1kb의 fragment가 생성되는 것을 pJY2와 pJY3
로 선택하였다 (그림 8).
M.tuberculosis는 돌연변이용 벡터 후보들 중에서 XbaI으로 잘
랐을 때,9.1 kb와 3.8 kb의 fragment가 생성된 플라스미드를
pJY6로 선택하였다 (그림 9).

2.cutBCA돌연변이체의 분리 및 확인
가.cutBCA돌연변이체의 분리
돌연변이 수행을 위해 M.smegmatismc2155에서는 pJY1을 사
용하였고,Mycobacterium sp.strainJC1에서는 pJY2와 pJY3를
사용하여 0.5% (v/v)glycerol,0.2% (w/v)glucose,hygromycin
(100 ㎍/㎖)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생성되는 colony를 single
crossover로 선택하였고,최종적으로 0.5% (v/v)glycerol,0.2%
(w/v)glucose,10% (w/v)sucrose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살아남
은 것을 돌연변이체 후보군으로 선택하였다.
M.tuberculosisH37Rv의 돌연변이 수행은 pJY6를 사용하였고,
singlecrossover가 일어난 colony를 선별하기 위해서 30°C에서
배양하였다.0.5% (v/v)glycerol,ADC,hygromycin(50㎍/㎖)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성장한 colony에 catechol을 뿌려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singlecrossover로 선택하였고 액체배지에서 배양한
후,39°C에서 0.5% (v/v)glycerol,ADC,hygromycin (50㎍/
㎖),10% (w/v)sucrose가 들어있는 7H10 배지에서 살아남은
colony들 중 catechol을 뿌려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을 최종 돌연
변이체 후보군으로 선택하였다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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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M.smegmatis재조합 벡터 pJY1의 확인.
M,sizemarker(1-kbladder);lane1～10,E.coli에 형질전환하여
얻은 pJY1plasmidDNA 후보. BglⅡ와 BamHI을 처리하여 7.8
kb와 2.5kb의 fragment가 형성되는 것을 pJY1으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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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Mycobacterium sp.JC1재조합 벡터 pJY2와 pJY3의 확인.
M,sizemarker(1-kbladder);lane1～3과 lane8～10,E.coli에
형질전환하여 얻은 pJY2plasmidDNA 후보;lane4～7와 lane1
1～15,E.coli에 형질전환하여 얻은 pJY3plasmidDNA 후보.Lane
1～7은 HindⅢ를 처리하여 2kb의 insert와 8kb의 pKO vector
fragment를 확인하였고,Lane9～15는 NotⅠ과 sphⅠ을 처리한 것
이며 9.2kb와 1.1kb의 fragment가 생성되는 것을 pJY2,pJ3로 선
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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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M.tuberculosisH37Rv재조합 벡터 pJY6의 확인.
M,sizemarker(1-kbladder);lane1～4,E.coli에 형질전환하여
얻은 pJY6plasmidDNA 후보;lane5～10,XbaI을 처리한 pJY6후
보.XbaI을 처리하여 9.2kb와 3.8kb의 fragment가 형성되는 것을
pJY6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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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utBCA돌연변이체의 확인
(1)M.smegmatismc2155
PCR과 Southern blotanalysis를 수행하여 M.smegmatis
mc2155의 cutBCA의 돌연변이체를 확인하였다.SmegCOLF-2
와 smegCORR-2을 이용하여 야생형과 cutBCA돌연변이체를
PCR하였을 때,돌연변이체에서 야생형의 4.8kbPCRproduct
보다 2.8kb감소된 약 2kb의 PCR product를 얻었다 (그림
10,A).또한 SprobecutCF와 SprobecutCR을 이용하여 PCR
을 수행하였을 때,야생형에서는 510bp의 PCRproduct가 생성
된 반면 cutBCA 돌연변이체에서는 PCR product가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0,B).
SmegprobeF와 smegprobeR을 PCR하여 제작한 probe를
이용하여 Southernblotanalysis를 수행하였을 때,야생형은 3.7
kb의 band가 생성된 반면,cutBCA 돌연변이체에서는 3.4kb의
band가 생성되었다(그림 11,A).또한 S probe cutCF와 S
probecutCR을 PCR하여 제작한 probe를 이용하여 Southern
blotanalysis를 수행한 결과,야생형에서는 3.7kb의 band가 생
성된 반면 cutBCA 돌연변이체에서는 band가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1,B).

(2)Mycobacterium sp.strainJC1
JC1CO1LF-2, JC1CO RR-2,JC1CO2LF-2룰 가지고
Mycobacterium sp.strainJC1야생형,copyⅠ의 cutBCA 돌
연변이체 그리고 copyⅡ cutBCA 돌연변이체에서 PCR을 수행
하였을 때,각각의 cutBCA 돌연변이체에서 야생형의 4.7kb
PCRproduct보다 2.7kb감소된 약 2kb의 PCRproduct를 얻
었다 (그림 12).
Southern blotanalysis의 결과에서는 JC1 probe F와 J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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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PCR로 확인한 M.smegmatis△cutBCA.    A)Primera와
primerb로 PCR한 M.smegmatis와 △cutBCA.B)Primerc와
primerd로 PCR한 M.smegmatis와 △cutBCA.M,sizemarker
(1-kbladder);Lane1,M.smegmatislane2,M.smegmatis△
cutBCA-1;lane 3,M.smegmatis △cutBCA-2.a:smeg CO
LF-2,b:smegCORR-2,c:SprobecutCF,d:Sprobecut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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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Southernblot으로 확인한 M.smegmatis△cutBCA.A)
Probea를 사용하여 Southernblot을 수행한 M.smegmatis와 △
cutBCA.B)Probe b를 사용하여 Southern blot을 수행한 M.
smegmatis와 △cutBCA.M,sizemarker(1-kbladder);lane1,
M.smegmatis;lane2,M.smegmatis△cutBCA-1;lane3,M.
smegmatis△cutBCA-2;lane4,singlecrossover가 일어난 M.
smegmatis.probea는 smegprobeF와 smegprobeR을 PCR하여
제작하였고,probeb는 SprobecutCF와 SprobecutCR을 PCR하
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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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PCR로 확인한 Mycobacterium sp.JC1△cutBCA.
M,sizemarker(1-kb ladder);lane1,copy Ⅱ의 cutBCA에서
singlecrossover가 일어난 Mycobacterium sp.strainJC1;lane2～
8,Mycobacterium sp.strainJC1;lane9,copyⅠ의 △cutBCA-1;
lane 10, copy Ⅰ의 c△cutBCA-2; lane 12, copy Ⅱ의 △
cutBCA-1; lane 13, copy Ⅱ의 △cutBCA-2; lane 14,
Mycobacterium sp.strainJC1.Lane2～5와 lane9～11은 primer
a와 primerb로 PCR하였고,나머지 lane은 primec와 primerb로
PCR 하였다.a:JC1CO1LF-2,b:JC1CO RR-2,c:JC1CO2
L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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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R을 PCR하여 만든 probe로 Southernblotanalysis를 수
행하였을 때 ,야생형은 copyⅠ의 4.6kb의 band와 copy2의
6.3kb의 band가 생성된 반면 (그림 13),copyⅠ의 cutBCA 돌
연변이체에서는 1.7kb의 band가 생성되었지만 copyⅡ band가
결실되거나,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고 (그림 13,A,B),BCA
probeF와 BCA probeR을 PCR하여 제작한 probe로 Southern
blotanalysis를 수행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Copy
Ⅱ의 경우에는 BCA probeF와 BCA probeR을 PCR하여 제작
한 probe로 Southernblotanalysis를 수행한 결과,copyⅡ의
cutBCA 돌연변이체에서는 copyⅠ의 cutBCA band가 결실되
었다 (그림 13,C).

(3)M.tuberculosisH37Rv
M.tuberculosis의 야생형과 hygromycin casette가 삽입된
cutBCA 돌연변이체를 Rv CO LF와 Rv CO RR을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을 때,야생형은 5.2kb의 PCRproduct를 얻었
고,cutBCA 돌연변이체에서는 hygromycin 유전자가 포함된
3.8kb의 PCR product를 얻었다 (그림 14).또한 cutC 유전자
내에서 디자인한 RprobecutCF와 RprobecutCR로 PCR을 수
행하였을 때,야생형에서는 약 500bp의 PCR 산물이 생성된
cutBCA 돌연변이체 후보 8개 중 4개는 band가 생성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Rv probe F와 Rv probe R을 PCR하여 probe를 제작하여
Southern blotanalysis를 수행하였을 때 야생형은 3.5 kb의
band가 나타났고,hygromycincasette가 삽입된 cutBCA 돌연
변이체는 야생형보다 1.5kb가 줄어든 2kb의 band를 얻었다
(그림 15,A).또한 pRH1350vector에서 잘라낸 hygromycin
gene을 probe로 사용한 Southernblotanalysis결과 야생형은



- 40 -

그림 13.Southernblot으로 확인한 Mycobacterium sp.JC1△cutBCA.
A)Probea를 사용하여 Southernblot을 수행한 Mycobacterium sp.JC1
과 copy Ⅰ △cutBCA. M, size marker (1-kb ladder); lane 1,
Mycobacterium sp.strainJC1;lane2,Mycobacterium sp.strainJC1
copyⅠ △cutBCA-1;lane3,Mycobacterium sp.strainJC1copyⅠ △
cutBCA-2. B) Probe b를 사용하여 Southern blot을 수행한
Mycobacterium sp. JC1과 △copy Ⅰ △cutBCA. Lane 4,
Mycobacterium sp.strainJC1;lane5,Mycobacterium sp.strainJC1
copy Ⅰ △cutBCA-2.C)Probeb를 사용하여 Southern blot수행한
Mycobacterium sp.JC1과 copy Ⅱ△cutBCA.Lane6,Mycobacterium
sp.strain JC1;lane 7,Mycobacterium sp.strain JC1 copy Ⅱ △
cutBCA-1;lane8,Mycobacterium sp.strainJC1copyⅡ △cutBCA-2.
Probea는 JC1probeF와 JC1probeR을 PCR하여 제작하였고,probeb
는 BCA probeF와 BCA probeR을 PCR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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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PCR로 확인한 M.tuberculosisH37Rv△cutBCA::Hyg.
Primer a와 Primer b를 사용하여 M.tuberculosis H37Rv △
cutBCA::Hyg를 확인하였다.M,sizemarker(1-kbladder);lane
1～8,M.tuberculosisH37Rv △cutBCA::Hyg 1～8;lane9,M.
tuberculosisH37Rv.a:RvCOLF,b:RvC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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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Southern blot으로 확인한 .M.tuberculosisH37Rv △
cutBCA::hyg.A)Probea를 사용하여 Southernblot을 수행한 M.
tuberculosisH37Rv와 △cutBCA::hyg..B)Probeb를 사용하여
Southernblot을 수행한 M.tuberculosisH37Rv와 △cutBCA::hyg.
M,sizemarker(1-kbladder);lane1,M.tuberculosisH37Rv;
lane2～4,M.tuberculosisH37Rv△cutBCA::Hyg. Probea는
Rv probeF와 Rv probeR을 PCR하여 제작하였고,probeb는
pRH1350의 hygromycingene을 probe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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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가 생성되지 않은 반면,hygromycin casette가 삽입된
cutBCA돌연변이체는 2kb의 band를 얻었다 (그림 15,B).

3.CO-DH 활성염색 및 측정
가.CO-DH 활성염색
얻어진 M.smegmatismc2155의 CO-DH 돌연변이체에서 실제로
CO-DH 활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7H9-glucose배지에서 정
체기까지 배양시킨 M.smegmatis야생형과 CO-DH 돌연변이체 중
절반은 세균을 수확하고,나머지 절반은 포도당을 제거하기 위해
7H9배지로 3번 씻어준 후,7H9-CO 배지에서 사흘간 배양하여 세
균을 수확하였다.이렇게 수확된 세균으로부터 효소추출액을 얻어
CO-DH의 활성염색을 수행한 결과,M.smegmatis야생형에서만
CO-DH 활성이 확인되었고,M.smegmatisCO-DH 돌연변이체서
는 CO-DH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16,lane2와 4).

나.CO-DH 활성측정
7H9-glucose배지에서 정체기까지 배양한 후,7H9-CO 배지에서
사흘간 배양하여 얻어진 효소 추출액으로 CO-DH 효소 활성을 측
정한 결과,CO-DH 활성염색 결과와 동일하게 M.smegmatis야생
형의 효소추출액에서만 CO-DH 효소 활성이 측정되었다 (그림 17).

4.대식세포 내 성장율
가.M.smegmatismc2155
야생형과 cutBCA 돌연변이체를 5MOI로 2시간 동안 J774.1과
Bonemarrow-derivedmacrophage에 감염시켜서 항산성 염색으
로 감염을 확인하였다43.0.1% saponin처리 후 serialdilution하
고 고체배지에 도말하여 나온 colony숫자를 세어서 대식세포 내
생존한 야생형과 cutBCA 돌연변이체의 숫자를 비교하였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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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1      2      3      4

그림 16.M.smegmatis와 △cutBCA의 CO-DH활성염색.
Lane1,7H9-glucose배지에서 성장한 M.smegmatis야생형의 효
소추출액 (20㎍ each);lane2,7H9-glucose배지에서 성장시킨 후,
7H9-CO 배지에서 사흘동안 성장시킨 M.smegmatis야생형의 효
소추출액 (20㎍ each);lane3,7H9-glucose배지에서 성장한 M.
smegmatisCO-DH 돌연변이체의 효소추출액 (20㎍ each);lane4,
7H9-glucose배지에서 성장시킨 후,7H9-CO배지에서 사흘동안 성
장시킨 M.smegmatisCO-DH 돌연변이체의 효소추출액 (20㎍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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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M.smegmatis와 △cutBCA의 CO-DH 효소 활성측정.
7H9-glucose배지에서 성장시킨 후,7H9-CO배지에서 사흘동안 성
장시킨 M.smegmatis야생형의 효소추출액 (검정 막대그래프)과
M.smegmatisCO-DH 돌연변이체의 효소추출액 (회색 막대그래
프)의 CO-DH 효소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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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함에 따라 야생형과 cutBCA 돌연변이체 모두 48시간 내에.
또한,2시간,4시간,6시간,24시간 간격으로 감염수를 비교하였을
때,야생형과 cutBCA 돌연변이체의 대식세포 내 성장율 곡선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18).

나.Mycobacterium sp.strainJC1
Mycobacterium sp.JC1의 copyⅠ의 cutA 돌연변이체와 copy
Ⅰ과 Ⅱ의 cutA가 모두가 결실된 돌연변이체,그리고 야생형을 5
MOI로 4시간 동안 대식세포에 감염시키고 항산성 염색으로 확인
한 후,대식세포 내 생존하는 균의 숫자를 비교하였다.
야생형과 돌연변이체들을 감염직 후,24시간 후,48시간 후,72시
간 후 별로 대식세포 내 성장율을 비교 한 결과,야생형과 돌연변
이체들의 감염직 후의 대식세포 내 생존수는 야생형과 같은 수준
이었지만 copyⅠ과 Ⅱ의 cutA가 모두가 결실된 돌연변이에서 감
염 직후부터 48시간까지 야생형이나 copyⅠ의 cutA 돌연변이체
에 비해 성장율이 저하됨을 보였다 (그림 19).

다.Mycobacterium tuberculosisH37Rv
Mycobacterium tuberculosis H37Rv는 5 MOI로 bone
marrow-derivedmacrophage에 4시간 동안 감염시키고 항산성 염
색을 통해 감염을 확인한 뒤 (그림 20),감염직 후,24시간 후,96
시간 후,168시간 후로 대식세포 내 성장율을 비교하였다.
야생형과 cutBCA 돌연변이체 모두 감염 직후 대식세포 내 생존
수는 비슷하였고,감염 24시간 후에는 감염직 후 보다 대식세포
감염수가 줄다가 24시간 후부터 야생형의 경우에는 대식세포 내
성장율이 증가하는 반면,cutBCA 돌연변이체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식세포 내 성장율이 크게 저하되었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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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M.smegmatis와 △cutBCA의 대식세포 생존율.
Bonemarrow-derivedmacrophage와 J774.1macrophage에 2시간
동안 5MOI로 감염시킨 뒤 감염 직후,2시간 후,6시간 후,24시간
후로 대식세포 내에서 생존한 균의 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A)Bone marrow-derived macrophage에 감염시킨 M.
smegmatis와 △cutBCA.B)J774.1macrophage에 감염시킨 M.
smegmatis와 △cut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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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Mycobacterium sp.JC1,△cutA1,△cutA1△cutA2의
대식세포 생존율.
Bonemarrow-derivedmacrophage에 Mycobacterium sp.JC1,△
cutA1,△cutA1△cutA2를 5MOI로 4시간 동안 감염시킨 뒤 감염
직후,24시간 후,48시간 후,72시간 후로 대식세포 내에서 생존한
균의 수를 측정하여 백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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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M. tuberculosis H37Rv와 △cutBCA::hyg의 bone
marrow-derivedmacrophage감염 사진.
M.tuberculosisH37Rv와 △cutBCA::hyg를 bonemarrow-derived
macrophage에 4시간 동안 감염 시킨 후 항산성 염색을 통해 대식
세포와 결핵균을 염색하였다.대식세포 (푸른색)에,결핵균 (빨간
색)이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다.A)M.tuberculosisH37Rv.B)M.
tuberculosisH37Rv△cutBCA::h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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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M.tuberculosisH37Rv와 △cutBCA::hyg의 대식세포 내
생존율.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에 M.tuberculosisH37Rv와
△cutBCA::hyg를 10MOI로 4시간 동안 감염시킨 뒤 감염 직후,
24시간 후,96시간 후,168시간 후로 대식세포 내에서 생존한 균의
수를 측정하였다. A) 시간별 M. tuberculosis H37Rv.와△
cutBCA::hyg의 대식세포 내 CFU 그래프. B) 시간별 M.
tuberculosisH37Rv.와△cutBCA::hyg의 대식세포 내 CFU를 백분
율로 나타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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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결핵균의 원인균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는 감염의 초기단계
에 숙주의 대식세포에 침입하여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식
세포의 다양한 살균 기작에도 불구하고 결핵균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식세포의 살균 기작에 방어하는데,그 중 하나의 기작이 대식세포
가 분비하는 활성질소종 (reactivenitrogenspecies,RNI)의 불활성화
를 통하여 살아남는 것이다14,16,17.
결핵균과 같은 Mycobacterium 속에 속하는 그람 양성세균이며 비병
원성인 호기성 일산화탄소 산화세균인 Mycobacterium smegmatis
mc2155와 Mycobacterium sp.strainJC1은 CO를 대사하여 살아가는
세균으로,이 세균들이 CO를 대사하기 위해서는 CO-DH의 작용이 매
우 중요하다.CO-DH의 기능은 CO를 물과 반응시켜 산화 시키고,
CO2와 수소이온 및 전자를 생성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19.20,
최근 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밝혀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5,36,37.
이러한 CO-DH는 활성 질소종의 대표적 산물인 NO를 CO와 구조적
으로 비슷한 NO 또한 산화 시킨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Song등,
미발표 결과),M.H37Rv의 세포추출액을 non-denaturing전기영동한
후,이 gel을 CO를 공급하거나 NO+donor인 SNP를 첨가하여 활성염
색을 하였을 때,CO-DH와 NO-DH 활성을 나타내는 단백질 band가
관찰되었고 이 band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는
Mycobacterium sp.strain JC1의 CO-DH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Westernblotanalysis에서도 확인되었다 (Song등,미발표 결과).
NO는 대식세포 세포질에서 iNOS(induciblenitricoxidesynthase)
라는 물질에 의해서 생성되는데,특히 산성 pH에서 활성되고,병원균
과 암세포,그리고 기생세균 등을 강력하게 살균하는 작용을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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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대식세포의 살균 기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6,43,4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핵균과 같은 속에 속하지
만 비 병원성이며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일산화탄소 산화세균
인 M.smegmatismc2155와 Mycobacterium sp.strainJC1을 대상으
로 CO-DH 유전자 돌연변이체를 제작하여 예비실험을 하였고,최종
적으로 M.tuberculosis에서 또한 돌연변이체를 제작하고 대식세포
내 생존율을 조사하여 NO-DH 활성을 나타내는 CO-DH가 결핵균의
대식세포 내 생존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형질전환을 위해 mycobacterialsuicidalvector인 pKO vector와
mycobacterialshuttlevector인 pRH1351vector를 사용하였다33.pKO
벡터로 돌연변이체를 선별할 때는counterselectablemarker인 sacB
유전자와 항생제를 이용하여 doublecrossover가 일어난 돌연변이체
를 골랐다.pRH1351 vector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xylE 유전자와,
sacB 유전자 그리고 항생제를 이용하여 돌연변이체를 선별하였다46,47.
Mycobacteria는 형질 전환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sucidalvector인
pKO vector로 돌연변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pRH1351vector로 돌
연변이를 수행하였을 때 보다 적은 수의 singlecrossover가 일어난
콜로니를 얻었다.하지만 pKO vector는 mycobacteriasuicidalvector
이기 때문에 singlecrossover가 적게 일어나는 반면 genomicDNA
내에 독자적으로 self-ligation하는 vecto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enomicDNA에 integtration된 singlecrossover가 일어난 colony를
바로 얻을 수 있어서 selection에 용이하다.
pRH1351vector는 온도조건에 따라 복제가 가능한 TS(temperature
sensitive) vector로 30°C로 배양하고 있는 M.tuberculosis안에
vector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도록 하여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homologousrecombination의 doublecrossover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 후 39°C로 배양조건을 달리하여
recombination되고 cell내에 남은 벡터를 제거하여 IR (illegi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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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bination)의 발생을 방지하였다48.
Genome내에 CO-DH가 한 개의 copy로 존재하는 M.smegmatis
mc2155,M.tuberculosis에서는 돌연변이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림
11,15),다른 세균과는 달리 CO-DH가 두 개의 copy(copyⅠ,copy
Ⅱ)로 존재하는 Mycobacterium sp.strainJC1에서는 CO-DH 각copy
의 돌연변이체로 예상되는 콜로니를 얻었지만,Southernblotanalysis
결과 완전한 돌연변이체가 아님을 알았다 (그림 13).JC1의 copyⅠ
의 cutBCA 돌연변이체는 copyⅡ의 cutBCA size가 작아지거나 결
실되어 버렸고,JC1의 copy Ⅱ의 cutBCA 돌연변이체는copy Ⅰ의
cutBCA가 모두 결실되었는데,그 이유는 JC1의 CO-DH copyⅠ과
CO-DH cooyⅡ가 genome내에 가까이 위치하여 한 copy의 cutBCA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다른 copy의 cutBCA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M.smegmatis 야생형과 M.smegmatis cutBCA 돌연변이체의
CO-DH의 활성염색을 한 결과,M.smegmatis야생형에서만 CO-DH
활성이 확인되었고,M.smegmatisCO-DH 돌연변이체서는 CO-DH
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16lane2와 4).또한 7H9-glucose배
지에서 정체기까지 배양한 후,7H9-CO배지에서 사흘간 배양하여 얻
어진 효소 추출액으로 CO-DH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CO-DH 활
성염색 결과와 동일하게 M.smegmatis야생형의 효소추출액에서만
CO-DH 효소 활성이 측정되었다 (그림 17).따라서 M.smegmatis
CO-DH 돌연변이체에서 실제로 CO-DH 활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7H9-glucose배지에서 배양한 세균으로부터의 효소추출액에서 나오
는 활성염색 band는 CO-DH의 활성과는 상관없는 비 특이적인 활성
염색 band로 판단된다(그림 16lane1와 3).
M.smegmatis야생형과 M.smegmatiscutBCA 돌연변이체,그리
고 Mycobacterium sp.strain JC1 야생형과 Mycobacterium sp.
strainJC1의 copyⅠ의 cutA 돌연변이체,copyⅠ과 Ⅱ의 cutA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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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실된 돌연변이체를 bonemarrow-derivedmacrophage와 J774.1
macrophagecellline에 5MOI로 감염시켰다.Macrophage에 감염시
키기 위해서는 singlecell로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한데,singlecell로
분리시키지 않고 대식세포에 감염시키면 균이 뭉쳐서 대식세포 내 감
염이 힘들고 대식세포 밖에서 성장하는 균들이 많아 감염율이 떨어지
기 때문이다.Singlecell로 균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균을 대수성
장기 (O.D6000.7～0.8)까지 키운 후,원심분리 (400×g,20분,25℃)하
여 5㎛로 filtering하고 대식세포에 감염시켰다42.감염시킨 결과 M.
smegmatiscutBCA 돌연변이체는 야생형과 대식세포 내 생존율이 크
게 차이가 없음을 보이는 반면 (그림 18),Mycobacterium sp.strain
JC1의 copyⅠ과 Ⅱ의 cutA가 모두가 결실된 돌연변이체에서 야생형
과 copyⅠ의 cutA돌연변이체 비해 성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림 19).이것은 CO를 기질로 이용한 성장 특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Mycobacterium sp.strainJC1야생형,copyⅠ의 cutA
돌연변이체,copy Ⅰ과 Ⅱ의 cutA가 모두가 결실된 돌연변이체를
SMB 배지에 접종하고 CO를 공급하면서 배양하여 균주들의 성장을
비교했을 때,야생형은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copyⅠ의 cutA 돌연
변이체는 야생형보다는 느리지만 거의 유사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copyⅠ과 Ⅱ의 cutA가 모두가 결실된 돌연변이체는 배양 후 70시간
이 지날 때까지 거의 성장을 보이지 않는 결과와 일치한다 (Song등,
미발표 결과).
M.smegmatismc2155는 Mycobacterium sp.strain JC1이나 M.
tuberculosisH37Rv에 비해 대식세포 내에서 사멸하는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대부분 24시간 안에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모두 대식세포
내에서 사멸하였다.최근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대식세포는 균을 사
멸시키는 3번의 killingphase가 있는데,M.smegmatis를 대식세포에
감염시킨 후 4시간까지는 대식세포 내 균의 숫자가 줄다가 (phase1)
감염 9시간까지 균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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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12시간까지 다시 급격히 사멸하고 (phase2)감염 24시간까지
천천히 사멸되는 (phase3)과정을 거친다고 한다49.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야생형과 돌연변이체를 비교할 수 밖에 없었
는데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모두 대식세포 내 생존 시간이 짧았기 때
문에 야생형과 돌연변이체의 현저한 차이를 보기 힘들었다.M.
smegmatis는 비 병원성 균으로 이미 잘 알려진 균으로 결핵균과 같
은 병원성 균에 비해 대식세포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멸되는 것으
로 보인다.
Mycobacterium sp.strain JC1의 경우에는 야생형이나 copy Ⅰ의
cutA 돌연변이체에 비해서 copyⅠ과 Ⅱ의 cutA 모두 결실된 돌연변
이체의 성장이 감염 48시간까지 저하되었고 48시간 이후에도 대식세
포 내 생존율이 야생형이나 copyⅠ의 cutA 돌연변이체에 만큼 증가
하지는 못하였는데 (그림 19),이러한 결과는 CO-DH 유전자가 대식
세포 내 생존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72시간 후에는 야생형과 돌
연변이체 모두 성장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항산성 염색 결과 대식세포
내에서 균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식 세포 밖에서 많은 균이 성장한
것으로 보였다.대식세포 밖에 존재하는 균들을 제거하기 위해
washing을 여러 번 하고,gentamycin과 amikacin과 같은 항생제들을
써보았지만 대식세포 밖의 JC1의 제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50,51.
Mycobacterium sp.strainJC1은 M.smegmatis와는 달리 다양한 항
생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성 균인 M.tuberculosisH37Rv에서 야생형과 cutBCA 돌연변
이체의 대식세포 내 성장율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림 21),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utBCA 돌연변이체의 경우 대식세포 내에서 증식하지
못하고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야생형은 감염 24시간 후에
는 증식하는 양상을 보였다.병원성이 강한 M.tuberculosisH37Rv
는 24시간까지 대식 세포 내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적응 시
간 이후에는 다시 대식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것으로 보인다.1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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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생존율 그래프로 예상해 볼 때
그 이후에도 야생형은 계속 증식하지만 M.tuberculosis H37Rv
cutBCA 돌연변이체는 사멸할 것이라 추측된다.이러한 결과를 볼 때
CO-DH가 결핵균의 병원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결핵균이 대식세포에 감염되면,대식세포
가 활성 되면서 미생물의 killing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NO를
생성하지만 결핵균의 CO-DH가 NO-DH의 활성을 가져,NO를 불활
성화 시키고 이것으로 대식세포 내 결핵균이 생존하게 됨을 암시한
다. 이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상 균체를 제작하고, M.
tuberculosis H37Rv 야생형과 cutBCA 돌연변이체,보상 균체의
CO-DH 및 NO-DH 활성 염색 실험과 대식세포 감염실험이 필요하
다.또한 mouse감염 실험 등의 invivo에서의 실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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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1.M.smegmatismc2155의 cutBCA 돌연변이체를 제작하고 PCR과
Sothernblot방법으로 돌연변이 유발을 확인하였다.

2.M.smegmatismc2155야생형과 cutBCA 돌연변이체의 효소추출
액을 얻어 CO-DH의 활성염색 및 효소활성을 수행한 결과,M.
smegmatis야생형에서만 CO-DH 활성이 확인되었고 돌연변이체서는
CO-DH 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3.M.smegmatismc2155의 cutBCA 돌연변이체를 대식세포에 감염
시켜 야생형과 비교하였을 때 야생형과 돌연변이는 대식세포 내 생존
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Mycobacterium sp.strain JC1의 cutA1 cutA2 돌연변이체는
cutA1돌연변이체 혹은 야생형보다 대식세포에서 낮은 성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5.M.tuberculosisH37Rv를 대상으로 cutBCA::hyg돌연변이체를 제
작하고 PCR과 Sothernblot방법으로 확인하였다.

6.M.tuberculosisH37Rv의 돌연변이체가 대식세포에서 야생형에 비
하여 현저하게 감소된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58 -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1.Dye C,Scheele S,Dolin P,Pathania V,Raviglione MC.
Consensus statement.Globalburden of tuberculosis:estimated
incidence,prevalence,and mortality by country.WHO Global
SurveillanceandMonitoringProject.JAMA 1999;282:677-686.

2.대한결핵협회.2004년 결핵현황.2004.

3.Abbas AK,MBBS,Lichtman AH.Cellular and molecular
immunology.5thed.(USA):SaundersPublishers;2003.

4. Nathan C, Shiloh MU. Reactive oxygen and nitrogen
intermediat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mmalian hosts and
microbialpathogens.ProcNatlAcadSciUSA 2000;97:8841-8848.

5.Bogdan C,Rollinghoff M,Diefenbach A.Reactive oxygen
andreactive nitrogen intermediates in innate and specificity
immunity.CurrOpinImmunol2000;12:64-76.

6. Fang FC. Perspectives series: host/pathogen interactions.
Mechanismsofnitricoxide-related antimicrobialactivity.JClin
Invest1997;99:2818-2825.

7.ChanJ,YingY,MagliozzoRS,Bloom BR.Killingofvirulent
Mycobacterium tuberculosis by reactive nitrogen intermediate



- 59 -

produced by activated murine macrophages. J Exp Med
1992;175:1111-1122.

8.Long R,Light B,Talbot JA.Mycobacteriocidalaction of
exogenous nitric oxide.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99;43:403-405.

9. Clemens DL, Horwitz MA. Characterization of the
Mycobacterium tuberculosis phagosome and evidence that
phagosomalmaturationisinhibited.JexpMed1995;181:257-270.

10.DereticV,FrattiRA.Mycobacterium tuberculosisphagosome.
MolMicrobial1999;31:1603-1609.

11.FerrariG,Langen H,Naito M,pieters J.A coatprotein
phagosomesinvolvedintheintracellularsurvivalofmycobacteria.
Cell1999;97:435-447.

12.MancaC,PaulS,Barry CE 3rd,Freedman VH,Kaplan G.
Mycobacterium tuberculosiscatalaseandperoxidaseactivitiesand
resistancetooxidativekillinginhumanmonocytesinvitro.Infect
Immune1999;67:74-79

13.YuK,MitchellC,XingY,MagliozzoRS,Bloom BR,ChanJ.
Toxicityofnitrogenoxidesandrelatedoxidantsonmycobacteria:
M.tuberculosisisresistanttoperoxynitriteanion.TuberLungDis
1999;79:191-198.



- 60 -

14.HuY,ButcherPD,ManganJA,Rajandream MA,CoatesAR.
Regulation of hmp gene transcription in Mycobacterium
tuberculosis: Effect of oxygen limitation and nitrosative and
oxidativestress.JBacteriol1999;181:3486-3493.

15.OuelletH,OuelletY,Richard C,LabarreM,Wittenberg B,
Wittenberg J,Guertin M. Truncated hemogobin HbN protects
Mycobacterium bovisfrom nitricoxide.ProcNatlAcadSciUSA
2002;99:5902-5907.

16.PathaniaR,NavaniNK,GardnerAM,GardnerPR,DikshitKL.
NitricoxidescavenginganddetoxificationbytheMycobacterium
tuberculosishemoglobin,HbN in Escherichiacoli.MolMicrobiol
2002;45:1303-1314.

17. Wengenack NL, Jensen MP, Rusnak F, Stern MK.
Mycobacterium tuberculosis KatG is a peroxynitritase.Biochem
BiophysResCommun1999;256:485-487.

18.BrykR,GriffinP,NathanC.Peroxynitritereductaseactivityof
bacterialperoxiredoxins.Nature2000;407:211-215.

19.Kim YM,Hegeman GD.Oxidation ofcarbon monoxide by
bacteria.IntRevCytol1983;81:1-32.

20.MeyerO,SchlegelHG.Biology ofaerobiccarbon monoxide
oxidizingbacteria.AnnuRevMicrobiol1983;37:277-310.



- 61 -

21.MeyerO,JacobitzS,KrgerB.Biochemistryandphysiologyof
aerobiccarbon monoxide-utilizing bacteria.FEMS MicrobiolRev
1986;39:161-179.

22.Kim YM,Hegeman GD.Electron transportsystem ofan
aerobic carbon monoxide oxidizing bacterium. J Bacteriol
1981;148:904-911.

23.Kim KS,RoYT,Kim YM.Purificationandsomepropertiesof
carbonmonoxidedehydrogenasefrom Acinetobactersp.strainJC1
DSM 3803.JBacteriol1989;(171):958-64.

24.Song TS,Park JW,Kim YM.Genesforcarbon monoxide
dehydrogenaseareduplicatedinAcinetobactersp.strainJC1DSM
3803.A-28,GordonResearchConference,Henniker,NE,USA 1997.

25.Schubel U,Kraut M,Morsdorf G,Meyer O.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the gene cluster coxMSL encoding the
molybdenum-containing carbon monoxide dehydrogenase of
Oligotrophacarboxidovorans.JBacteriol1995;177:2197-2203.

26.PearsonDM,O'ReillyC,ColbyJ,BlackGW.DNA sequenceof
thecutA,B,andC genes,encoding themolybdenum containing
hydroxlase carbon monoxide dehydrogenase from Pseudomonas
thermocarboxydovorans strain C2. Biochem Ciophys Acta
1994;1188:432-438.

27.KangBS,Kim YM.Cloningandmolecularcharacterizationof



- 62 -

thegenesforcarbonmonoxidedehydrogenaseandlocalizationof
molybdopterin,flavinadeninedinucleotide,andiron-sulfurcenters
in the enzyme of Hydrogenophaga pseudoflava. J Bacteriol
1999;181:5581-5590.

28.박중욱.Acinetobactersp.strainJC1DSM 3803에 존재하는 일산
화탄소탈수소효소 유전자(II)의 클로닝 및 특성.1998.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29.ParkSW,HwangEH,ParkH,Kim JA,HeoJ,LeeKH,Song
T,Kim E,RoYT,Kim SW,Kim YM.Growthofmycobacteriaon
carbonmonoxideandmethanol.JBacteriol2003;185:142-147.

30.ColeST,BroschR,ParkhillJ,GarnierT,ChurcherC,Harris
D,Gordon SV,EiglmeierK,GasS,Barry CE 3rd,Tekaia F,
Badcock K,Basham D,Brown D,Chillingworth T,ConnorR,
DaviesR,DevlinK,FeltwellT,GentlesS,HamlinN,HolroydS,
HornsbyT,JagelsK,KroghA,McLeanJ,MouleS,MurphyL,
OliverK,OsborneJ,QuailMA,Rajandream MA,RogersJ,Rutter
S,SeegerK,SkeltonJ,SquaresR,SquaresS,SulstonJE,Taylor
K, Whitehead S, Barrell BG. Deciphering the biology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from thecompletegenomesequence.
Nature1998;393:537-544.

31.GarnierT,EiglmeierK,CamusJC,MedinaN,MansoorH,
PryorM,DuthoyS,GrondinS,LacroixC,MonsempeC,SimonS,
HarrisB,AtkinR,DoggettJ,MayesR,KeatingL,WheelerPR,
ParkhillJ,BarrellBG,Cole ST,Gordon SV,Hewinson RG.



- 63 -

Complete genome sequence ofMycobacterium bovis.Proc Natl
AcadSciUSA 2003;100:7877-7882.

32.King GM.Uptake of carbon monoxide and hydrogen at
environmentally relevant concentrations by mycobacteria. Appl
EnvironMicrobiol2003;69:7266-7272.

33.PelicicV,JacksonM,ReyratJ,JacobsW,GiquelB,GuilhotC.
Efficient allelic exchange and transposon mutagenesis in
Mycobacterium tuberculosis. Proc Natl Acad Sci USA
1997;94:10955-10960.

34.ChoJW,Yim HS,Kim YM.Acinetobacterisolatesgrowing
withcarbonmonoxide.KorJMicrobiol1985;23:1-8.

35.NathanSH,GomezJE,KoC,BishaiWR.Colorselectionwith
a hygromycin-resistant-based Escherichia coli-mycobacterial
shuttlevector.Gene1995;127:181-182.

36.HanahanDM.StudiesontransformationEscherichiacoliwith
plasmids.JMolBiol1983;166:557-580.

37.SnapperSB,Melton RE,MustafaS,KieserT,JacobsWR.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efficientplasmid transformation
mutants of Mycobacterium smegmatis. Mol Microbiol
1990;4:1911-1919.

38. Dower WJ, Miller JF, Ragsdale CW. High efficiency



- 64 -

transformationofE.colibyhighvoltageelectroporation.Nucleic
AcidsRes198816:6127-6145.

39. Parish T, Stcocker NG. Electroporation of mycobacteria.
MethodsMolBiol1988;101:129-144.

40.KrautM,HugendieckI,HerwigS,MeyerO.Homologyand
distribution of CO dehydrogenase structure genes in
carboxydotrophicbacteria.ArchMicrobiol1989;152:335-341.

41.LutzMB,KukutschN,OgilvieAL,RossnerS,KochF,Romani
N,SchulerG.Anadvancedculturemethodforgenerating large
quantitiesofhighlypuredendriticcellsfrom mousebonemarrow.
JImmunolMethods1999;223:77-92.

42.KuehnelMP,GoetheR,HabermannA,MuellerE,RohdeM,
Griffiths G, Valentin-Weigand P. Characterization of the
intracellular survival of Mycobacterium avium ssp.
paratuberculosis: phagosomal pH and fusogenicity in J774
macrophages compared with other mycobacteria.CellMicrobiol
20013:551-566.

43.FrimpongEH,AdukpoR,Owusu-DarkoK.Evaluationoftwo
novelZiehl-Neelsenmethodsfortuberculosisdiagnosis.WestAfrJ
Med2005;24:316-320.

44.MurrayHW,NathanCF.Macrophagemicrobicidalmechanisms
in vivo:reactive nitrogen versus oxygen intermediates in the



- 65 -

killing ofintracellularvisceralLeishmaniadonovani.JExpMed
1999;189:741-746.

45.MacMickingJD,NorthRJ,LaCourseR,MudgettJS,ShakSK,
NathanCF.Identificationofnitricoxidesynthaseasaprotective
locus against tuberculosis. Proc Natl Acad Sci USA
1997;94:5243-5248.

46.PelicicV,JacksonM,ReyratJ,GiquelB.Expressionofthe
Bacillus subtilis sacB gene confers sucrose sensitivity on
mycobacteria.JBacteriol1996;178:1197-1199.

47.CherylI,BrawnerM,Youngman P,Westepheling J.xylE
functionsasanefficientreportergeneinStreptomycesspp.:use
forthestudyofgalP1,acatabolite-controlledpromoter.JBacteriol
1989;171:6617-6624.

48. Kalpana GV, Vloom BR, Jacobs WR, Jr. Insertional
mutagenesisandillegitimaterecombination in mycobacteria.Proc
NatlAcadSciUSA 1991;88:5433-5437.

49.AnesE,PeyronP,StaaliL,JordaoL,GutierrezMG,KressH,
Hagedorn M,Maridonneau-PariniI,SkinnerMA,Wildeman AG,
KalamidasSA,KuehnelM,GriffithsG.Dynamiclifeand death
interactions between Mycobacterium smegmatis and J774
macrophages.CellMicrobiol2006;8:930-960.

50.FattoriniL,LiB,PiersimoniC,TortoliE,XiaoY,SantoroC,



- 66 -

RicciML,OreficiG.Invitroandexvivoactivitiesofantimicrobial
agentsusedincombinationwithclarithromycin,withorwithout
amikacin, against Mycobacterium avium. Antimicrob Agents
Chemother.1995;39:680-685.

51.HamrickTS,DiazAH,HavellEA,HortonJR,OrndorffPE.
Influence ofextracellularbactericidalagents on bacteria within
macrophages.InfectImmun2003;(71):1016-1019.



- 67 -

AAABBBSSSTTTRRRAAACCCTTT

Characterizationofacarbonmonoxidedehydrogenasegene-deleted
mutantofmycobacteria

JiYoungYu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angNaeCho)

Myocobacterium tuberculosis,acausativeagentoftuberculosisin
human,isoneofthemostimportantintracellularparasitesresiding
inmacrophagesthatarewellequippedwithvariousmechanismsto
controlthegrowthofthebacterium.Killingofbacteriabynitric
oxideproducedbymacrophagesuponactivationbyIFN-γ andit
derivativesisapartofthedefensemechanism.Tosurvivethe
bactericidalactivity ofthereactivenitrogen intermediates(RNI),
bacterialpathogensincluding M.tuberculosismay haveevolved
RNIresistancemechanisms,oneofwhichisenzymaticconversion
ofRNItolesstoxicforms.From therecentfindingsthatcarbon
monoxide dehydrogenase (CO-DH)ofMycobacterium sp.strain
JC1possessesnitricoxidedehydrogenase(NO-DH)activity and
the genes encoding CO-DH are conserved among mycobacteria
someofwhichincludingM.tuberculosisshow CO-DH activity,it
hasbeenhypothesizedthattheNO-DH activityofCO-DH would
be one of the survivalmechanisms of the pathogen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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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phages.Inanattempttoaddresstheissuemutantstrainsof
mycobacterialackingthegenesforCO-DH wereconstructedand
characterized. Mutagenesis of Mycobacterium sp. strain JC1
deleting the three genes encoding CO-DH (cutBCA)has been
failed,and a cutA mutantstrainslacking CO-DH activity was
comparedwithwildtypeinstead.A doublemutantofcutA genes,
cutA1 cutA2 showed retarded growth in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ascomparedtowildtypeandacutA singlemutant,
cutA1.Meanwhile,amutantstrainofM.smegmatis(cutBCA)that
haslostCO-DH activityshowedlittledifferencefrom wildtypein
its survivalinside macrophages.Three genes encoding CO-DH
havebeendeletedinM.tuberculosisH37Rv,andthemutantstrain
(cutBCA) showed dramatic decrease in survival in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 as compared to wild type.These
results suggest that CO-DH in mycobacteria including M.
tuberculosis serves as NO-DH in protecting the bacteria from
bactericidalactivityofNOinsidemacrophages.

Key Words : carbon monoxide dehydrogenase, nitric oxide,
macrophage, Mycobacteriun sp. strain JC1, Mycobacterium
smegmatis,Mycobacterium 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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