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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rum-Sensing이란?

우리주변에는믿을수없을만큼다양한미생물

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생태계에서 세균은

각각의세포가단독으로존재하는것으로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세균은 정보전

달물질을스스로생산하며균체외로분비함으로써

세포 사이에 의사소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

졌다. 또한 이들이 다양한 환경 하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건을 감지하

고, 변화무쌍한환경조건에적응할수있도록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세포 사이에서 의사

소통에이용되는정보전달물질은균체농도에의존

적으로 환경 중에 축적되어 어느 일정 농도를 넘으

면 여러 가지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세포 간 의사소통에 이용되는 정보전

달물질, 소위 자가유도체(autoinducer, AI)를 세균

의 언어라고 한다면 세균에 의한 AI의 생산과 방출

및 유전자 발현에 대한 조절기구는 quorum-

sensing(QS, 정족수 감지)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Fig. 1은 quorum-sensing에 의해 개체 도 증

가를 감지하여 bacterial growth pattern이 growing

phase에서 stationary phase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

Quorum-Sensing의 발견

Quorum-sensing의 발견은 형광을 띠는 발광성

어류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이 신기한 형광물

질에 관심이 있었고, 이를 연구하던 중 이 현상이

발광성어류에공생하는Vibrio fischeri라는미생물

에서 합성된 물질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데 이

형광물질은 세균의 개체수가 일정 이상 되었을 때

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초기에 과

학자들은 이를 억제제(inhibitor)의 작용으로 생각

하 다. 즉 적은 개체수일 때는 배지에 발광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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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inhibitor가 존재하여 형광을 띠지 않지만, 개

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inhibitor의 양이 점차 감소

하여 발광을 하게 된다고 여겼다. 그 결과 적은 개

체수여도 inhibitor가 없는 배지에서 키운다면 발광

을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 의사소통 유도물질인 AI, 즉 acyl-homoserine

lactone(AHL)이 축적됨에 따라 발광현상이 나타남

으로 quorum- sensing이 세포 도(면적당 개체수)

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발견초기

quorum-sensing은 Vibrio와 같은 공생하는 미생물

에서주로발견되어공생미생물의특성이라고여겨

졌으나최근들어quorum-sensing이 E. coli, Bacillus

등의대부분미생물에서발견됨에따라이것이공생

관계에있는미생물에서만일어나는것이아닌모든

미생물의‘cell-to-cell communication(세포 간 통

신)’으로확인되었다.

그람음성세균의 Quorum-Sensing

30종 이상의 그람음성균에 대한 quorum-sensing

에대한연구가지난10년간진행되었는데V. harveyi

와 M. xanthus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그람음성세

균은 V. fischeri의 quorum-sensing과 유사하게 acyl

homoserin lacton(AHL)류를 정보전달물질로서 이용

하여 V. fisheri의 LuxI와 LuxR에 의한 luciferase

operon(luxICDABE)의 발현을 조절한다(Fig. 2). 즉

LuxI는 AHL 생산을유도하며 세균 개체균이증식하

여HSL이일정수준이상에도달하면, LuxR 동족체들

이AHL과결합하여특별한표적유전자의발현을개

시한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LuxI/LuxR 동족체 기구

가 더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Pseudomonas

aeruginosa의경우 LasI/LasR과 RhLI/RhLR의 2종류의

동족체 기구가 기능면에서도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발병력을발현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식물

병원균인 Ralstonia solanacearum은 quorum-sensing

기구인 SolI/SolR의 발현을통하여식물세포벽을파

괴하는 효소를 포함하여 발병인자의 생산을 조절하

며, 식물의opine 호르몬도A. tumefaciens의OccR 또

는AccR과상호작용하여LuxR 동족체인TraR의발현

을조절한다.

Fig. 1. Transition into stationary phase by quorum-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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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양성세균의 Quorum-Sensing

그람양성균에 대한 quorum-sensing도 다양한

경로를통하여세포개체군 도를조절한다. 그러

나 그람음성균처럼 AHL을 신호전달물질로 이용

하지 않고 LuxI/LuxR 기구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람양성균은 수식된 올리고펩타이드를 정

보전달물질을 ABC(ABC 결합 cassette) 배출단백

질(배출체)을 통하여 배출하고 이 펩타이드 정보

전달물질이 동족체의 두 성분으로 구성된 sensor

kinase에 인식되어 세포질 내 조절단백질을 활성

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신호전달은 인산화 연쇄반

응을 통해서 일어난다(Fig. 3). Bacillus subtilis의

경우는 2종의 수식된 펩타이드 정보전달물에 의하

여 DNA의 수용과 spore 형성이 유도되는데 이중

하나인 ComX가 ComP/ComA를 활성화시켜서

Fig. 2. Quorum-sensing in Vibrio fisheri; a LuxIR signaling circuit

Fig. 3. Peptide quorum-sensing in most gram positive quorum-sensing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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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전이와 형질전환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며,

다른 하나인 CSF(competence and sporulation

factor) 펩타이드는 ABC 운반체에 의하여 저농도의

CSF가 competence를 유도하고 고농도의 CSF가

competence화를 억제하여 spore 형성을 유도한다.

Enterococcus faecalis는 일부의 펩타이드성 정보전

달물질이다양한플라스미드의정보와특정플라스

미드의 획득을 지시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플

라스미드공여세균과수용세균사이의접합에관여

한다. Staphylococci의경우에는RNAIII라불리는번

역이 되지 않은 RNA 분자를 합성하여 protein A,

coagulase, enterotoxin, hemolysin과 같은 다양한

유전자표적을 활성화 또는 억제하면서 quorum-

sensing을조절한다.

혼합형 Quorum-Sensing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서 발현되는

quorum-sensing 기구중하나가해양발광세균인V.

harveyi의 도능에 의한 luciferase 오페론에 의한

2종의 정보전달물질(autoinducer)이 있다. V.

harveyi는 다른 그람음성균과 마찬가지로 AHL을

autoinducer로 이용하는데, 또 다른 두 번째

autoinducer의구조는아직밝혀지지않았으며HSL

계가 아닌 furanone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V.

harveyi에의하여그람양성균도 autoinducer의인식

과 반응에 의한 quorum-sensing이 조절된다. V.

harveyi의 두 종의 신호전달물질을 각각 AI(autoin-

ducer)-1, 2로부르며, 이들을각각인식하는동족체

sensor kinase 단백질을 LuxN과 LuxQ로부르며, 또

다른 LuxP라 불리는 periplasmic 결합단백질은 AI-2

를 인식하여 결합한 LuxQ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시스템에서 감지된 정보는

phosphorylation과 dephosphorylation으로 전환되

어 통합 신호단백질인 LuxU를 유도하고, 이어서 반

응조절 단백질인 LuxO를 유도한다(Fig. 4). 여기서

흥미로운사실은V. harveyi는 V. fischeri의 quorum-

sensing과 달리 LuxI/LuxR 동족체 quorum-sensing

기구가 없고 HSL autoinducer인 AI-1의 생산도 luxL

과 luxM 유전자에 의한 것이며, AI-2의 합성은 luxS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하여 이들 유

전자는 luxI유전자와상동성도나타내지않았다.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 높은 상보성을

보이는 luxS 동족체에는 E. coli, Salmonella typhi,

Salmonella paratyphi, Helicobacter pylori, Bacillus

subtilis, Enterobacter faecalis, Staphylococcus

aureus 외 수십 종이 있다. 이들 종들은 luxS 유전

자를 갖고 AI-2 활성을 나타내며, V. harveyi, E.

coli, S. typhimurium, V. cholerae, H. pylori의 경

우는 AI-2를 생산하지 못하는 luxS 돌연변이주를

만들어 기작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 coli, S.

typhimurium, V. cholerae에서는 발병력이 AI-1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단편적인 상황증거는 있지만,

V. harveyi를 제외하면 어떤 기능이 조절되는가 하

는여부는밝혀지지않고있다. V. harveyi는 lux 유

전자 발현을 유도하여 AI-1, AI-2를 내부에서 생산

하지만, 다른 세균들처럼 luxS 동족체들을 갖고 있

고 이 유전자 발현을 통하여 AI-2도 생산한다. luxS

동족체들을갖는세균들은그람양성균과그람음성

균양쪽에서모두발견된다. 이 사실은 AI-2를 통한

신호전달이자연환경에서이종간상호정보전달의

방법이라는 추측을 하게한다. V. harveyi의 경우에

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동종의 증식뿐만 아

니라 여러 종들이 혼재된 개체군에서 총 세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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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을 촉진한다고 한다. 또한 V. harveyi는 동종

과 이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단독배양

과 혼합배양 시에 유전자 발현을 다르게 조절한다

고한다.

Quorum-Sensing의잠재적응용성

Quorum-sensing 현상은그람음성세균은물론그

람양성세균 간에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물발광(bioluminescence), 식중독 세균

의독성(virulence), 식품의부패(food spoilage) 등을

비롯하여 포자 형성(sporulation), 접합(conjugation)

및 운동성(motility) 등과 같은 생리적 기능이 이 현

상에 의해서 조절된다. 실제로 인간이나 동물은 심

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을 보유할 수

있으나, 그 세균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 질병

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는 감염미생물의 수가

Quorum, 즉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프린스턴대학의 B. Bassler 교수는“세균은

그 신호를 자신과 같은 종뿐만 아니라 타 세균에게

도 내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현재까지 알

려진 신호 분자들은 크게 4그룹으로 구분된다. ①

그람음성세균 간 소통에 이용되는 지방산 유도체

인 N-acyl homoserine lactone류(AI-1), ② 그람양

성과 음성세균 내 또는 세균 간 의사소통 물질로서

furanosyl borate diester 분자(AI-2) 및 non-

boronated diester 분자(vAI-2), ③ E. coli와 숙주의

epinephrine-signaling system 사이의 cross-talk 물

질로서 미지의 화합물(AI-3), ④ peptide류 및

short-chain amino acids로서 Bacillus subtilis와 같

은 그람양성세균의 소통물질 등이다. 세균들이 이

들 신호분자들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

통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식품 부패, 생물막

(biofilm) 형성, 식품 유래의 병원성 세균의 감염을

예방할수있을것이다.

식품부패(Food Spoilage)와관련성

미생물에 있어 quorum-sensing을 비롯한 다양

한 상호작용들이 세균에 의한 식품부패 과정에도

Fig. 4. Hybrid quorum-sensing in V. harve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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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왔다. 생선, 가금류 또는 육

제품 중에 다양한 종의 세균들이 특이한 AHL을 생

산하고 생산된 각 AHL들은 시판되는 훈제 연어나

또는 생선 필레, 칠면조 육, 진공포장 쇠고기, 발아

시킨 콩 등을 비롯한 부패된 식품들 중에서 검출되

어왔다. AI는 우유를 부패시키는 미생물의 유도기

간을 단축시키고 대수증식기간을 증가시킨다. 기

존에 보고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미생물 부패 과정

에서 AHL의 가능성은 강조되었지만 실제로 이들

화합물들의 온도 안정성에 미치는 향 그리고 식

품의 가공이나 저장 조건이 식품 중의 AHL 종류

및 함량, 생체 가용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는별로알려져있지않다.

Biofilm 형성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biofilm은 인체건강

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낭포성 섬유종이나

치아의 플라그와 같은 만성 세균성 질병의 원인이

며 biofilm은 수확된 채소 제품이나 식품가공 기구

에서 자주 관찰되므로 식품 안전성에도 중요한 역

할을하고있다. 세균이 biofilm을형성하면항생제

와 염소와 같은 소독제에서도 내성을 얻는다. 따라

서 인간의 건강이나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주목해

야 할 현상이다. 흥미롭게도 다양한 AI 분자에 의

한 quorum-sensing이 biofilm 형성과 접한 관련

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P.

aeruginosa(녹농균)는 활발하게 biofilm을 형성하

는 미생물로서 biofilm 형성 과정이 AHL에 의해서

조절되는 기작이 밝혀졌으며, quorum-sensing에

의해 낭포성 섬유종의 원인균인 Burkholderia

cepacia에 의한 biofilm이 형성되는 보고가 있으며

치아 플라그와 관련이 있는 세균들이 AI-2 유사활

성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토마토의

표면에서 발견된 AI-2 유사물질이 세균성 biofilm

형성을촉진시킨다는보고가있다.

식품에서분리된식중독균
(Foodborne-pathogenes)의신호물질

E. coli와 Salmonella는다양한미생물학적환경에

노출되기때문에노출된주변의환경에따라다양한

종류의 quorum-sensing 체계를 가진다. SdiA

quorum-sensing system, indole signaling, luxS/AI-2

quorum-sensing system, AI-3/epinephrine/norepine-

phrine signaling system 등이 대표적이다. 공기 유래

의 non AI-2 신호 체계가 E. coli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다. Sperandio 등은장 정착을담당하는 장출현성

E. coli O157:H7의 유전자들에 의한 활성화가 두 종

류의신호를통하여매개된다는이론을제시하 다.

세균성 방향족 AI(AI-3)는 통상의 장내 균총에 의해

서 생성되는 반면 epinephrine/norepinephrine은 숙

주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의 장내에 있

는 병원성 세균의 다양한 감지 체계를 파악하고 있

다 하더라도 아직 이들 병원성 세균들이 식품 기질

(food matrix)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밝혀져 있는 것이 별로

없다. Cloak 등은 우유나 닭고기 육수 중에 함유된

AI-2 유사물질이 Campylobacter coli, C. jejuni,

Salmonella typhimurium, E. coli O157:H7에 의해서

생산된다고주장하 다. Brandl 등도닭에서분리된

Salmonella thompson의 AI-2 물질이같은균에감염

된 멕시코산 향신료(cilantro)의 잎사귀에서는 발견

되지않았다는보고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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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rum-Sensing과
Quorum-Quenching

병원성 세균은 quorum-sensing 조절 기작을 이

용하여 숙주의 방어 기전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

는 공격 전략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성 미생물의

quorum-sensing 분자신호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균에 의한 감염과 발병을 제어할 수 있

다. 최근 quorum-sensing을 제어함으로써 병원성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는 효소 AiiA가 Bacillus와

Agrobacterium tumefaciens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효소는 zinc-binding motif를 갖는 metallo-

hydrolase superfamily에 속한다. 생화학적인 연구

결과 이 AiiA는 AHL(acyl homoserine lactone)의

homoserine lactone ring을깨뜨려서 AHL의생물학

적인활성을없애버리므로AHL-lactonase로명명되

었으며식물병원균인 E. carotovora 또는인간병원

균인 P. aeruginosa 내에서발현되면이들병원균의

quorum-sensing 신호를 효과적으로 quenching시

켜병원성인자의발현을억제한다고알려진다.

따라서 external AHL-lactonase가 미생물의

quorum-sensing을 제어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자 AiiA 유전자를 Agrobacterium-mediated 형질전

환방법을 이용하여 담배와 감자에 도입하여 형질

전환 식물체를 만들었다. 이 AHL-lactonase를 발현

하는 형질전환 식물은 병원성 세균의 quorum-

sensing 신호를 quenching 하 으며, E. carotovora

감염에 저항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러한 결과는 quorum-sensing 신호의 quenching이

미생물 감염을 제어하기 위한 매우 실적적이고 가

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식물

의 병원성 세균이 quorum-sensing을 병원성 인자

의발현조절에공통적인기전으로사용하는증거가

축적되고 있는 점에서 quorum-quenching은 병원

성세균을제어하는좋은방안이될수있으며새로

운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있다. 

신호분자(signal molecule)는 quorum-sensing

조절시스템중하나의구성요소에불과하므로AHL

-mediated quorum sensing 시스템의다른중요한구

성요소들, 즉 AHL synthase(luxS 등), AHL-

dependent transcription factor(luxI/luxR 등)들을 불

활성화시키면병원성인자의발현에의한감염을제

어할수있을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방향

최근까지도 미생물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으

며 주위 환경에 대한 미생물의 반응은 일차적인 것

으로 화학적, 물리적 자극에 의해 유도된다고 생각

해왔다. 고등생물들처럼 세균들도 신호물질을 방

출하여 상호 간 의사소통을 하는 quorum-sensing

의 발견은 우리가 그들의 의사소통 신호를 차단하

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식품과 그 성분들이 부패 미생물 및 병원성 세

균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보전달물질인 AI 분자의 합

성과 방출, 수용체, 저해제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실제 산업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자

연 식품이건 가공 식품이건 식품 자체에 AI 분자,

AI 유사물질 또는 quorum-sensing 저해분자가 함

유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식품 및 식품



성분들이 어떻게 미생물의 신호전달에 향을 미

치는지도규명되어야한다.

대부분의 부패 미생물과 병원성 세균들의 최고

의 목표는 자기 번식이며 식중독과 같은 병원성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번식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수

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들 미생물을 잘 설득하

여 자기번식만 하고 나쁜 짓(병원성 유전자의 발

현)만을 못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quorum-

sensing 등의 신호전달체계를 교란하는 물질을 저

해제로 사용하여 항생물질과 달리 내성을 획득하

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quorum-

sensing에 관한 심층적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

양한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quorum-sensing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런 연구를 통하여 세균들,

특히 식중독 미생물에 있어서 많은 생리학적, 분자

생물학적정보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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