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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감사의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을 저와 저의
가정에 함께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논문이 나오기 까지 부족한 저를 끊임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해
주신 이혜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대학원 진학을 독려해
주신 양용석 교수님 열성으로 깊은 가르침을 주신 오옥두 교수님 김태우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저의 논문 심사를 맡아 정성껏 바로 잡아주신 김종배 교
수님 박용석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와 저의 실
험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바이러스학 연구실의 김현철 선생님 과 미생물학 연구실
의 이규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학사업무를 지원해 주신 강혜영
문병채 선생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년여의 대학원 생활을 당신 일처
럼 많은 도움을 주신 임병혁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며 즐거움과 고민도 함께 했던
신진수 선생님 이채진 선생님 성기만 선생님 정보영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여러 후배님들께도 관심과 성원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서울보건대학의 윤기은 교수님 김승곤 교수님 나동

진 교수님 문희주 교수님 김태전 교수님 배형준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
다 항상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돌봐주신 박정오 교수님과 사모
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사랑하는 할머니 아버님과 어머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지현에게 이 모든 것이 사랑과
격려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길 간절히 기원 드립
니다 끝으로 위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항상 기쁨과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년 월
유 경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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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과과과 동동동정정정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들은
병원성이 강한 균종이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는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움증
을 일으키고 반추동물에게는 와 인간에게는 는 많
은 사회적 비용 및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증폭기술의 발달로 보
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여러 검사방법 중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증폭 및

등 여러 부위의 특이적인 특정 을 이용하여 마이코막테
리움 속 균종의 진단 동정이 행하여지고 있다 본 실험은 의 β

을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인 유전자의 일부인 를 표적유전자
로 이용한 방법
으로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을 동정과 동정을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서 구입한 과

표준균주와 미생물 배양 검사와 생화학 검사를 통해
과 로 각각 동정된 임상분리균

주를 이용해 의 동정에 사용하였다
임상검체로부터 생화학적 검사 및 배양검사를 통하여 으로 진단된 균

주와 표준균주의 표적 유전자 유전자의 일부인 를 증폭한 후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두 균종을 구분할 수 있는 Ⅰ제한효소

를 찾아내었다 이어 임상분리 균주를 Ⅰ제한효소로 처리한 후 분절
된 분절편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를 이용한 분석법이 고전
적 배양방법 또는 생화학적 분석법보다 빠르고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임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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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제한효소 Ⅰ Ⅲ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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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마이코박테리아 속은 항산성 호기성이며 매우 느리게 성장하는 균속으로 약
여 종의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이코박테리아 속 균종 가운데 결핵

균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병원성이 강한 마이코박테
리아 균종이다 한편 년대 이후부터는 비결핵 마이코박
테리움 속 균종에 의한 임상병례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 약 여 종의 마이코
박테리움 속 균종이 인간에게 각종 심각한 질환을 야기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은 년대 이후에 후천성 면역결핍
환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 되고 있는

에 속하는 균종 가운데 하나이다 흙이나 물 우유 일반적인 환경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균종으로 면역결핍환자에게 전신적인 파종성 감염을 유
발시키는 중요한 병원균이다 한편 는 반추동물에
게서는 사람에게서 를 일으키는 병원균이다

는 장관계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한다 다른 장
관 질환과 증세가 유사하지만 배양 시간 및 조건이 까다로워 정확한 확진에는 어
려움이 있다

는 과 정도 유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표현형에서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다 이는 성
장속도 인공배양 시의 요구성 고체배지 상에 자란 집락의 형태 등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이들 균종을 동정한다 하지만 이들 균종
의 배양은 주가 소요되기도 하여 다른 세균으로부터 배지가 오염 되는 등
배양법에 의한 진단에 어려움이 크다

증폭기술의 발달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여러 검사방법이 개
발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증폭 및 등의 분자
생물학적 방법이 개발된 바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이 가능해 지고 있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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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적 진단법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표적유전자 부위는
및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바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운데
의 β 을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인 유전자의 일부인
유전자의 일부의 부위를 표적으로 하는 분석법으로 마이코박

테리움 속 균종 동정검사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을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서
구입한 과 표준균주와 미
생물 배양검사와 생화학 검사를 통해 과

로 각각 동정된 임상분리균주를 이용해 의 동정
에 사용하였다
임상검체로부터 이라 생화학적 검사로 진단된 균주와 표준균

주의 표적 유전자 유전자의 일부인 를 증폭한 후에 염기서열 분
석을 통하여 선정된 제한효소 Ⅰ으로 처리한 후 분절된 분절편의 형태를 분석
하였다 또한 간의 유전적 동질성 및 유전자의 일부인

부분의 유전학적 다형태성을 확인하기위해 유전자와 유전
자의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법이 고전적
배양방법 또는 염기서열 분석법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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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마마마이이이코코코박박박테테테리리리아아아 균균균주주주
유전자를 이용한 을 사용하여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을 분리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한결핵연구원 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서 보관중인 주의 표준균주와 서울아산병원 마산결핵병원 전남화순병

원의 환자로부터 분리 된 주의 임상분리균주를 사용하였다
주의 표준균주 가운데 는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교실에서
로 부터 동정된 새로운 종이다 는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로부

터 분리된 것이다
의 의 확인 및 분류를 위해 사용한 임상균주

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로부터 분리 동정한
균주와 한국의 결핵연구원이 결핵 환자에서 분리한 임상분리 결핵

균 및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로부터 분리 동정한
임상균주 주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균주는 미

생물학적 배양검사와 생화학적 검사를 통하여 와
으로 동정한 균주가 사용되었다

추추추출출출
증폭을 위한 유전자 준비는 가열파쇄 유전자 추출법을 사용하여 를

추출하였다 즉 에서 배양된 균주의 집락을 ㎕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에 넣어 를 이용해 잘 섞
어준 후 분간 하여 균체를 파쇄 하였다 균파쇄액은 으로 분
간 원심분리한 뒤 가 함유된 ㎕의 상청액을 에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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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C,AmericanTypeCultureCollection.
bKIT,KoreaInstituteofTuberculosis.
cYUMC,YonseiUniversityCollegeofMedicine.

Species Strain Source

M.avium aATCC25291 bKIT

M.chelonea ATCC35749 KIT

M.godonae ATCC14470 KIT

M.kansasiitypeⅠ ClinicalIsolate Pasteur
Institute

M.smegmatis ATCC19420 KIT

M.celatum typeⅠ ATCC51130 KIT

M.absessus ClinicalIsolate cYUMC

M.tuberculosis ATCC27294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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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C,AmericanTypeCultureCollection.
bKIT,KoreaInstituteofTuberculosis.
cHMUSA,HarvardMedicalSchoolintheUSA.
dKNUVM,KangwonNationalUniversityCollegeofVeterinaryMedicine.

Isolates Source Additionalinformation

M.avium subsp.avium Human Isolatedandidentified
bybKIT

M.avium subsp.avium Human Isolatedandidentified
byKIT

M.avium subsp.avium Human Isolatedandidentified
bycHMUSA

M.avium subsp.avium Human Isolatedandidentified
byHMUSA

M.avium subsp.avium Human Isolatedandidentified
byHMUSA

M.avium subsp.avium Human Isolatedandidentified
byHMUSA

M.avium subsp.avium ATCC35719 Referencestrain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aATCC19693 Referencestrain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Cow Isolatedandidentified
bydKNUVM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Cow Isolatedandidentified
byKNUVM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Cow Isolatedandidentified
byKNUVM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Deer Isolatedandidentified
byKNUVM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Cow Isolatedandidentified
byKNUVM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Cow Isolatedandidentified
byKNUVM

M.avium subsp.paratuberculosis Cow Isolatedandidentified
byKNU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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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들의 유전자의 일부인 를 증폭하기 위한 프
라이머로 와

를 사용하여 하였다 증폭된 유전자 부위는
서열 순서 에서 에 이르며

에서 에 이른다
염기서열은 대장균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유전자

서열내 첫 번째 과변부위 와 두 번째 상보적 부위인
중 의 와 의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

부위를 표적으로 하였다 과변부위의 증폭으로 얻어진 산물에서 존재하는
유전자의 다형적 특성을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반응은 의 각각의
의 Ⅰ

가 들어있는 를 이용하여
㎕와 멸균증류수 ㎕를 혼합하여 최종 부피가 ㎕이 되도

록 혼합물을 만들었다
첫 번째 과정으로 ° 에서 분 실시 후에
° 초 ° 초 ° 초로 반복하였으며

최종 °에서 분간 실시하였다 는
을 사용하였다

각 과정에서
를 항상 사용하였다 로는 표준균주 를
에 사용하였고 은 아무 도 넣지 않은

로 사용하였다 이후에 위에서 전기영동을 한 후에
로 염색하였다

Ⅰ 을 이용한 마이코박테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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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분류 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증폭된 산물 ㎕ ㎍의
에 Ⅰ ㎕ ㎕ Ⅰ ㎕ 멸균된 증류

수 ㎕를 넣어 ㎕의 혼합물을 잘 섞어주고 에서 초간 원심
분리하였다

° 항온수조에서 시간 반응한 후 ㎕의
를 각 검체에 첨가

와 함께 에
점적한 후에 에서 분간 전기영동 탱크에 얼음을 담아 전기 영동하였
다

을 로 염색 한 후 로 분절편을 확인하였다 결과판
독은 및 동정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균을 동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Ⅲ 를 이용하여 분
절편들을 알고리즘 내에서 확인하였다 Ⅰ 의
경우 °에서 시간 동안 항온수조에서 반응 시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
다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분분분석석석
를 통하여 내의 여러 형태의 분절을 보인 임상균주를

유전자의 일부인 와 유전자의 일부인 의 염기서열분석을
제노텍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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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유유유전전전자자자와와와 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표표표준준준균균균주주주 동동동정정정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 동정에 있어서 보다 신속 정확 간편한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하여 여러 표적유전자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표적유전자 유전자의 일부인 유전자 부위는 이전의
연구에 의해 법으로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 동정에 적합한 유전자 구
간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전자와 를 이용하여 마이코박테리움 속 표준균주의 동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마이코박테리움 속 표준균주 주

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을 제외한 모든
반응에서 마이코박테리아 속에 속한 균종들의 유전자 부위가

증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증폭된 유전자 부위를 대상으로 를 시행하
기 위하여 Ⅰ과 Ⅲ를 사용하였다 이들 효소들은 이미

및 의 유전자의 일부인 표적유전자의 염기서열 분
석정보를 이용한 이전 연구를 통하여 선정 된 바 있다
Ⅰ은 염기서열 중 에서 의 와
사이와 상보적인 의 와 사이를 형태로 분절시키
는 효과가 있다 효소 처리를 통한 분석법에 의하여 표준균주 주에 대하여
동정한 결과 위에 은 가

로 각각 분절되어 만의 고유한 분절편을 형성하여 동정이 가
능하였으며 그 외 다른 표준 균주 주도

Ⅰ
Ⅰ
로 다양한 형태의 특이적인 분절편이 전기

영동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크기의 절편과 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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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바 있는 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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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bp

500 bp

400 bp

300 bp

200 bp

M 1   2        3  4         5   6         7    N    P

Figure1.RRReeesssuuullltttsssooofffPPPCCCRRR aaammmpppllliiifffiiicccaaatttiiiooonnn ooofffttthhheeerrrpppoooBBB gggeeennneeeuuusssiiinnnggg mmmyyycccooobbbaaacccttteeerrriiiaaalll
rrreeefffeeerrreeennnccceeessstttrrraaaiiinnnsss...PCRproductswererunona2% agarosegel.Lanes;M,DNA
sizemarker;1,M.avium;2.M.chelonea;3,M.godonae;4,M.kansasiiTypeI;
5,M.smegmatis;6,M.celatum;7,M.abscessus;N,negativecontrol,P;positive
control,M.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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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           3          N         M   4          5       6           7          P        M
350 bp

250 bp

200bp

175 bp

150bp

125bp

105 bp

95 bp

80 bp

60bp

50 bp

45 bp

40 bp

Figure2.RRReeesssuuullltttsssooofffPPPCCCRRR---RRRFFFLLLPPP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mmmyyycccooobbbaaacccttteeerrriiiaaalllrrreeefffeeerrreeennnccceeessstttrrraaaiiinnnsss...AAA ssseeettt
ooofffPPPCCCRRRppprrriiimmmeeerrrsss,,,RRRPPPOOO555'''aaannndddRRRPPPOOO333'''wwwaaasssuuussseeeddd...AmplifiedDNAsweredigested
withMspⅠandrunona4% metaphoreagarosegel.Lanes;M,PCR-RFLPsize
marker;1,M.avium;2.M.chelonea;3,M.gordonae;N,negativecontrol;5,M.
kansasiiTypeI;6,M.smegmatis;7,M.celatum;8,M.abscessus;P,positive
control,M.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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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usedfor
thisstudy

PCR
product
size(bp)

DNA fragment
size(bp)

Speciesidentified
byPCR-RFLP
algorithm

M.avium 360 105,80,50,45 M.avium
M.chelonea 360 105,95,80,50,40 M.chelonea

M.godonae 360 175,80,45 M.godonae

M.kansasiitypeⅠ 360 175,60,45,40 M.kansasiitypeⅠ

M.smegmatis 360 200,90 M.smegmatis

M.celatum typeⅠ 360 145,95,45 M.celatum typeⅠ

M.abscessus 360 105,95,80 M.abscessus

M.tuberculosis 360 175,80,60,40 M.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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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sp  I    Strains  Hae  III Other enzymes

210 150 N. atitidiscaviarum

190 M. gastri 180/105

175 M. smegmatis 200/90/50

R. erythropolis

R. rhodochrous

150 95 80 40 N. nova 250/50

90 80 60 R. equi 200/95

70 N. nova

80 70 60 M. k ansasii  type II 210/100

N.salmonicida

60 40 N. vaccinii

60 40 M. k ansasii type III 210/100

M. k ansasii type IV 180/130

175 M. gallinarum 200/90

140  M. celatum  type II 210/95/90

110 80 N. rhodnii

70 N. seriole

105 70 M. fortuitum  type I 180/90

100 40 M. gordonae type III 300

95 80 R. erythropolis

M. intracellulare type I 180/90

70 N. violacefusca

90 M. austroafricanum 200/90

80 60 40 TB/M. bovis 250/100 250/70 200/120/45

M. microti 250/100 250/70 240/120

M. africanum 250/100 165/90/70 200/120/45

45 M. szulgai 200/115

M. gordonae  type IV 270

70 60 40 M. k ansasii type V 175/55/50

60 45 40 M. k ansasii type I 205/90

160 70 60 45 40 M.leprae

150 100 80 M. intracellulare  II

145 110 95 45 M. xenopi 300

105 50 45 M. marinum

95 80 N. brasiliense 150/90/80

45 35 M. celatum typeI 210/95/90 175/185

40 30 M. gordonae type I 210/95/90 360

80 40 M. gordonae  type II 330

60 55 45 N. pinensis

110 70 60 50 M. malmoense 190/75

80 55 45 M. terrae 195/60

55 50 40 M. terrae

105 95 80 M. abscessus 130/100/90 145/95

90 80808080 70 M. fortuitum  type II 120/90/80

M. peregrinum

M. simiae 180/110

M. genavense 150/100

50505050 40 M. chelonae 130/100/90 225/145

70 60 45454545 40 M. ulcerans 210/80/65

80 70 40 M. asiaticum 290

50505050 45 M. avium 270

100 95 90 80 M. flavescens 200/85/50

Bst  EII

Kpn I

Sau 3A1 Xcm I

Bst  EII

igure3.Thealgorithm used forthespeciesidentification ofmycobacteria in this
study(LeeHY et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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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전전전자자자와와와 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임임임상상상분분분리리리 마마마이이이코코코박박박테테테리리리아아아균균균주주주의의의 동동동정정정
이어 유전자의 일부인 유전자가 임상분리된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 동정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마산결핵원 전남화
순병원 한국결핵원의 임상검사실의 임상검체들로부터 분리 배양된 임상분리균주
주에 대해서도 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를 이용하여 빠

르고 간편하게 동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Ⅰ과 Ⅲ를 이용한 법으로 거의 모든

임상검사실에서 분리되어지는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을 분리 동정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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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500
400

300

200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Figure4.PPPCCCRRR---RRRFFFLLLPPP aaannnaaalllyyysssiiisssuuusssiiinnngggttthhheeerrrpppoooBBB gggeeennneeefffooorrrssspppeeeccciiieeesssiiidddeeennn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
cccllliiinnniiicccaaallliiisssooolllaaattteeesssooofffmmmyyycccooobbbaaacccttteeerrriiiaaa...(A).Clincalisolatesofmycobacteriawere
usedforPCR amplificationusingprimersRPO5'andRPO3'.PCR products
wererunona2% agarosegel.M,DNA sizemarker;LaneM,M&D PCR
DNA size marker,lanes 1-14,clinicalisolates ofmycobacteria,lane 15,
negativecontrol.(B).PCR-RFLP analysisofPCR productsshown in (A).
MspⅠdigestionofPCR productswererunona4% metaphoreagarosegel.
LaneM,M & DPCR-RFLPDNA sizemarker,lanes1-14,clinicalisolatesof
mycobacteria;lane15,negativecontrol.

M          9            10            11              M    M          9            10            11              M    M          9            10            11              M    M          9            10            11              M    12            13          14            15           M12            13          14            15           M12            13          14            15           M12            13          14            15           M
350 bp

250 bp

200bp

175 bp

150bp

125 bp

105 bp

95 bp

80 bp

60bp

50 bp

45 bp

40 bp

M          1            2           3      M          1            2           3      M          1            2           3      M          1            2           3      4      4      4      4      M          5            6           N         7          8 M          5            6           N         7          8 M          5            6           N         7          8 M          5            6           N         7          8 MMMM

350 bp

250 bp

200bp

175 bp

150bp

125 bp

105 bp

95 bp

80 bp

60bp

50 bp

45 bp

4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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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roductsize
(bp)

DNA fragmentsize
(bp)

Speciesidentified
byPCR-RFLPalgorithm

360 105,70,60,42,40 M.ulcerans

360 195,80,70,60 M.kansasiitypeⅡ

360 110,75,70,60,45 M.malmoense
360 175,140,42 M.cleatum typeⅡ

360 150,100,80 M.intracellularetypeⅡ

360 175,80,45 M.godonaeⅣ

360 175,80,60,40 M.tuberculosis

360 105,80,50,45 M.avium

360 160,95,45 M.godonaetypeⅢ

360 150,95,47,42 M.celatum typeⅠ

360 150,80,45 M.godonaetypeⅡ

360 190,120,42,40 M.abscessus

360 105,80,50,45 M.avium

360 175,80,60,40 M.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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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부부부위위위와와와 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과과과
동동동정정정

앞서 수행한 실험을 통해 마이코박테리아의 균종 동정에 유전자를 이용한
가 유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전자를 이용한 가

과 동정에 유용한지의 여
부를 알기 위해 과 의
유전자의 일부인 부위를 을 이용해 증폭하고 제한효소인 을 이
용한 를 수행하였다

의 를 동정하기 위한 본 실험을 위해 표준균주
는 로부터 구입해 사용하였으며 임상분리균주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소와 사슴으로부터 분리 동정한 는 균주와 한국의
결핵연구원이 결핵 환자에서 분리한 임상분리 결핵균부 및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이 환자로부터 분리 동정한 임상균주 등 총 주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전자의 산물을 제한효소로 절단하는 기존

의 는 과 동정
에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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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

600
500
400

300

200

600
500
400

300

200

Figure5.IIIdddeeennn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 ooofffMMM...aaavvviiiuuummm bbbyyy rrrpppoooBBB---bbbaaassseeeddd PPPCCCRRR---RRRFFFLLLPPP aaannnaaalllyyysssiiisss...(A).
ClincalisolatesofM.avium wereidentifiedbyusingrpoB-basedPCR-RFLP
analysis.PCRamplificationsweredoneusingprimersRPO5'andRPO3'.PCR
productswererunona2% agarosegel.LaneM,M & D DNA sizemarker
forPCR,lanes1-15,clinicalisolatesofM.avium,laneN.negativecontrol.
PCR-RFLP analysisofPCR productsshownin(B).MspⅠdigestionofPCR
products were run on a 4% metaphore agarose gel.Lane M,M & D
PCR-RFLP DNA sizemarker,lanes1-15,clinicalisolatesofM.avium,lane
16,negativecontrol.InPCR.

M    1             2           3           4            5           6           7           8              M

350 bp

250bp

200bp

175 bp

150bp

125bp

105 bp

95 bp

80 bp

60bp

5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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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bp

M    9             10          11          12           13       14         15           16             M
350 bp

250bp

200bp

175 bp

150bp

125bp

105 bp

95 bp

80 bp

60bp

50 bp

45 bp

40 bp



- 19 -

과과과 의의의 균균균동동동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유유유전전전자자자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분분분석석석

과 동정에 유용한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과

표준균주를 이용하여 균동정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
되는 유전자인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유전자 전
체 가운데 마이코박테리아의 동정에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유전자 부위인
부위를 로 증폭하고 증폭에 사용된 부위를 제외한 나머

지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분석된 의 염기서열에서 표준균주인 과

간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어 이 유전자가
이들 균종의 동정에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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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SSSeeeqqquuueeennnccceee 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 ooofffttthhheee 111666SSS rrrDDDNNNAAA gggeeennneee fffrrrooommm tttwwwooo 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eeeccciiieeesss,,, MMM... 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 aaavvviiiuuummm aaannnddd MMM... 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
pppaaarrraaatttuuubbbeeerrrcccuuulllooosssiiisss...Identicalsequencesareshownasred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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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과 의의의 유유유전전전자자자의의의
부부부위위위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분분분석석석

과 동정에 유용한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유전자 부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우선 표준균주인 과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로 증폭된 의 염기서열에서 증표준균주인
과 를 염기서열간에 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이와 같은 염기서열의 차이가 임상분리 균주에도 존재하는 돌연변

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임상에서 분리되어 기존의 미생물 및 생
화학적 방법에 의해 동정된 바 있는 과

임상분리균주 각 주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부위를
을 이용해 증폭하고 이 부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상에서 분리된 과 간에
도 표준균주와 마찬가지로 가 차이나는 곳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로써 두 균종간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차이가 유용한 분자 로 사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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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SSSeeeqqquuueeennnccceee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ooofffttthhheeerrrpppoooBBB gggeeennneeefffrrrooommm tttwwwooo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eeeccciiieeesss,,,
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aaavvviiiuuummm aaannnddd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pppaaarrraaatttuuubbbeeerrrcccuuulllooosssiiisss......Identical
sequencesareshownasredletters,whilesequencesthatarenotidenticalare
shownasblue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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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MMMuuullltttiiipppllleeessseeeqqquuueeennnccceeeaaallliiigggnnnmmmeeennntttooofffttthhheeerrrpppoooBBB gggeeennneeefffrrrooommm cccllliiinnniiicccaaallliiisssooolllaaattteeesssooofff
tttwwwooo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eeeccciiieeesss,,,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aaavvviiiuuummm aaannnddd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
pppaaarrraaatttuuubbbeeerrrcccuuulllooosssiiisss...Conserved sequences are shown as red letters,while
sequencesthatarenotconservedareshownasbluecolor.



- 24 -

과과과 의의의 구구구분분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앞서의 실험결과를 통해 과
의 유전자 일부인 부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의 유전자 부위는 인 반면
의 유전자 부위는 이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염기서열 중 에서 의 와
사이와 상보적인 의 와 사이를 형태로 분절시키
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한효소 Ⅰ을 처리하면

는 그 부위가 절단되게 되는 반면 은 절단되
지 않을 것임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과

의 유전자의 부위를 로 증폭하여 제한효소
으로 처리하는 가 두 균 아종의 신속한 동정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었
다
따라서 과 의 표준균주

및 임상균주의 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를 로 증폭하고 이를
제한효소인 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전기영동 하였다 의 일부인

부분의 염기 서열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Ⅰ을 사용하여 를 시도하
였다 Ⅰ은 염기서열 중 에서

의 와 사이와 상보적인 의 와 사이를
형태로 분절시키는 효과가 있다 증폭된 산물은 Ⅰ으로 처리하고

에서 전기영동하여 확인한 결과 과
는 서로 다른 분절편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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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      3  4      5    6     7     8      M     M    9     10    11    12    13    14    15     B     M
350 bp

200 bp

125 bp

60 bp

350 bp

200 bp

125 bp

60 bp

Figure9.SSSmmmaaaⅠⅠⅠdddiiigggeeessstttiiiooonnnoooffftttwwwoooMMM...aaavvviiiuuummm sssuuupppssspppeeeccciiieeesss;;;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aaavvviiiuuummm
aaannnddd MMM...aaavvviiiuuummm sssuuubbbsssppp...pppaaarrraaatttuuubbbeeerrrcccuuulllooosssiiisss...PCR amplifications were done
usingprimersRPO5'andRPO3'.PCRproductswerethensubjectedforSma
Ⅰdigestion,andrunona4% metaphoreagarosegel.Lane;M,DNA size
markerforPCR-RFLPanalysis(M&D);1,M.avium subsp.paratuberculosis
(aATCC 19693 referance stain);2,M.avium subsp.avium (aATCC 35719
referencestain);lanes3to9,M.avium subsp.paratuberculosisisolatedand
identifiedby bKNUVM;lanesl0and11,M.avium subsp.avium isolatedand
identified by cKIT;lanes12to 15,M.avium subsp.avium identified by
HarvadMedicalSchoo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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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s PCRproduct
(bp)

PCR-RFLPprofiles
MspⅠ SmaⅠ

M.avium subsp.avium 360 105,80,50,45 340
M.avium subsp.
paratuberculosis 360 105,80,50,45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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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으로 인한 수많은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
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 큰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만명당 결핵환자가 명에 이르러 가입 국가 중 결핵 유병율이 가
장 높아 결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들의 증가로 인한 전염성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각종 조사에
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의 특성상 진단과 치료에 있어
서 장시간 배양 및 항생제 투여가 불가피한 단점이 있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기존의 배양 및 혈청학 또는 생화학적 검사방법의 복잡하고
긴 소요시간이 필요한 방법대신 가능한 간단하고 빠르고 저비용의 검사법의 연구
가 요구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표적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법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균

속을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내에서 분리가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다 본 실험에서
표준균주 주와 임상에서 분리된 임상분리 균주 주를 검체로 사용하여

법으로 동정하였다 기존에 보고 된 알고리즘에 의한 분리동정표에서
모든 검체가 쉽고 빠르게 동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신속 정확한 검사법의 사용은 기존의 고전적 방법인 배양 및 혈청

학적 방법보다 월등한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여러 가지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험방법이 복잡
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된 는 배양된
집락에서 추출한 유전자이므로 직접적인 환자의 검체 객담이나 혈액 등을 사용하
였을 경우는 동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나 정확한
유전자 추출법이 요구된다
또 다른 실험으로 내의 과

분리 동정실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비결핵 항산균은 기존에 사용된
항생제에 대하여 이미 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균종에 따른 치료방법과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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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중요도의 선택이 달라져야한다 따라서 이들 균종의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는 사람에게

를 일으키는 감염원으로 주목되고 있는데 이 질환은 특성인 만성
장염으로 인한 충분한 영양공급 저하 면역약화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쉽고 빠른
진단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 경우 장염환자의 가검
물에서의 배양검사 시 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배양이 불가능하여 진단
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있어서 전신성 파종성질환
을 야기시키는 은 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된 환
자로 인하여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으로 인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균종의 분리가 필수 불

가결한 조건이다 의 분리를 위한 기존의 생화학적 방법에 의해서는 명
확한 분리가 어려워 혈청학적 검사까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치료방침 결
정에 있어서 항혈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실험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험
이다 이러한 단점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표적유전자를 사용한 분자생물학적 방
법이 있다 하지만 두 균속의 유적학적 유사성이 매우 높아 표적유전자 선정 또한
필수 요소이다
본 실험에서는 표준균주 와 임상에서 분리된 임상분리균주 주를 사용

하여 의 동정을 시도하였다
의 임상균주는 사람에게 분리하기 어려워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소와 사슴
으로부터 분리한 균주의 유전자 추출산물을 사용하였고
균주의 유전자 추출물은 미국의 환자와 한국 결핵 연구원의 결핵 환자로 부
터 분리한 균주를 사용하였다
다른 대조 표적유전자로는 유전자의 부분을 염기서열분석을

하여 비교하였지만 대조 표적유전자의 염기서열상 내의
과 분리 동정실험이 불가능한 것으

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유전자의 일부인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분리가
가능하여 각각의 의 분리 동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의 동정을 임상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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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부터 유전자의 일부인 표적유전자를 사용하여 분리 동정을 확인
하였고 내의 과

분리 동정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감별을 위하여 다른 표적
유전자를 사용하여 비교실험과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또 다른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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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마이코박테리움 속 균종 동정을 위하여 유전자 법을 수행한 결
과 표준균주 주와 임상분리균주 주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분리 동정이 가능하
였다 따락서 본 실험의 결과 유전자의 일부인 부위와 법
을 이용한 마이코박테리움 동정법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리 동정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던 내의

과 동정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여 앞으로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사
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된 표적유전자들은 모두는 배양된 집락에서 분리된

것을 사용하였고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결과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임
상에서의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회 감염이라는 많은 위험의 감수와
검체 수급 문제점 등 조금은 복잡한 환자의 가검물 대변 혈액 점막조직 가래 타
액 등 을 이용한 직접 유전자 추출에 의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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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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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범범범준준준 변변변경경경희희희 배배배길길길한한한 김김김상상상재재재 이이이근근근화화화 황황황응응응수수수 차차차창창창룡룡룡 국국국윤윤윤호호호
에 의한 국내 분리 의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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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yong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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