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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erein report the development of an agarose-gel-immobilized recombinant bacterial biosensor sim-
ple system for the field monitoring of phenolic compounds. Escherichia coli cells harboring the
pLZCapR plasmid, which was previously designed to express the β-galactosidase reporter gene in the
presence of phenolic compounds, were co-immobilized with a substrate [chlorophenol red β
-galactopyranoside (CPRG) in agarose gel, and dispensed to the wells of a 96-well plate. Field samples
were added to the wells and color development was monitored. In the presence of 5 μM to 10 mM
of phenol, the biosensor developed a red (representing hydrolysis of CPRG) color. Other phenolic com-
pounds were also detected by this immobilized system, with the pattern resembling that previously
reported for the corresponding non-immobilized biosensor. The immobilized cells showed optimum
activity when the gel was simultaneously supplemented with 6% dimethyl formamide (DMF), 0.1% SDS
and 10 mM CaCl2. The immobilized biosensor described herein does not require the addition of a sub-
strate or the use of unwieldy instruments or sample pretreatments that could complicate fie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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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많은 페놀계 화합물들은 위험 화합물로 분류되며 살충제,

살미생물제, 훈증약, 보강제, 염료, 용매, 방오제 등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들의 환경 배출은 인체 접촉 시 눈, 피부, 호흡기,

간, 그리고 방광을 손상할 수 있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현재 페놀계 화합물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복잡한

기기로 잘 훈련된 사람에 의해 고비용으로 분석되나 현장 활

용은 불가능하다[3]. 또한 페놀계 화합물은 방향성으로 인해

실험실로 운반하고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성 화합물을 현장에서 검출할 수

있는 운반 가능하고 간단한 저비용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23].

바이오센서는 환경 신호를 감지하는 생물적인 부분(효소,

항체, 세포내 구성물질, 세포 등)과 감지된 신호를 발색, 흡광

도, 전기 전류 또는 전위 등의 측정할 수 있는 신호로 송출하는

transducer로 이루어진다[6]. 바이오센서는 일상적인 모니터

링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 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간주되며 기기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9]. 많은

바이오센서 종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미생물 유래 바

이오센서는 목표 화합물과 생리적 신호를 현장에서 감지하는

데 매우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센서는 현장

의 다양한 반응조건들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화합물을 감지하며 이들의 생이용률과 독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3].

대부분의 바이오센서는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조

절관련 유전자들(전사 조절자와 promoter/operator 유전자)

과 lacZ (β-galactosidase 발현), lux/luc (bacterial/firefly luci-

ferase 발현) 또는 gfp (green fluorescent protein 발현)와 같은

리포터 유전자를 결합하여 제작한다[21]. 이렇게 만든 재조합

바이오센서들이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에 활용 되고 있다

[3,6,11,12,18,24]. 최근에 바이오센서의 민감도와 특이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조절 단백질의 유도자 결합 부위를 변형하거나

[8,15,23], 표면 발현 단백질[13]과 주변세포질 결합 단백질들

[15]을 활용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 바이오센서의 개발에서 많은 괄목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미비하

다. 그 이유는 많은 미생물 바이오센서가 실험실의 최적조건

(수용액 상태와 완충 용액)에서는 잘 실행되지만 이러한 조건

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

에서 미생물 바이오센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pH 수준, 온도,

중금속, 변성제, 그리고 바이오센서 시스템을 비활성화시키거

나 심지어 소멸시키는 다른 악조건에 종종 노출된다.

따라서 바이오센서 세포의 내성, 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matrix나 transducer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고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4]. 고정화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독성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5]. 물리적

고정화(포괄과 흡착)는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할 경우, 화학적

고정화(cross-linking과 covalent binding)는 살아있는 세포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선택하는 방법이다[13]. 포괄(entra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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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는 여과지, 여과막, 화학/생물적 젤(alginate, agarose,

collagen, polyacrylamide, polyvinylachohol 등)을 matrix로,

흡착 고정화는 alumina 또는 glass beads을 matrix로 흡착 결합

(ionic-, polar- 그리고 hydrogen-bonding interactions)에 의해

결합된다. 고정화의 문제는 포괄에 사용된 물질에 의해 확산장

애가 일어나 시스템의 민감도와 검출한계를 낮게 할 수 있고

흡착의 경우 미생물의 탈착이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4,13].

페놀 화합물의 현장 검출용으로 발색을 근거한 냉동 건조된

재조합 박테리아 바이오센서를 본연구진에 의해 개발하였다

[23]. 냉동 건조된 재조합 박테리아 바이오센서는 간편하고 빠

르게 페놀 화합물을 현장에서 검출함으로 불편한 기기를 탁월

하게 대체하지만, β-galactosidase 기질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험관에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활용에서 좀 더 간편하고 간단한 바이오센서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기 개발된 바이오센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β-galactosidase 기질과 함께 바이오센서 세포를 agarose gel

로 96 well plate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바이오센서는 현장에

서 전처리 없이 작은 부피의 현장시료만을 바이오센서 세포가

들어 있는 wells에 첨가하여 발색을 관찰함으로 페놀 화합물

을 검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β-galactosidase 기질과 함께 고

정된 일회용 바이오센서는 현장에서 페놀 화합물을 간단하게

검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일차적 접근 방법임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 배양

Pseudomonas putida KCTC1452은 tryptic soy broth, 25°C에

서 진탕 배양하였다. 형질 전환된 Escherichia coli DH5α는 30

μg/ml ampicillin을 포함하는 TYS media (1% tryptone, 0.5%

yeast extract, 그리고 0.5% NaCl), 37°C에서 키웠다.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약은 모두 특급시약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Sigma-Aldrich에서 주문하여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pLZCapR 바이오센서 plasmid 제작

바이오센서 plasmid (pLZCapR) 제작은 본 연구진의 이전

논문[19]에 언급되었으며 제작된 plasmid를 사용하였다. 간단

히, Plasmids는 Qiagen spin column kit (Qiagen, Germany)을

이용하여 정제하였으며 Cloning과 ligation은 표준 방법[22]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plasmid pLZCapR은 CaCl2방법으로 E.

coli DH5α에 형질 전환하였다.

바이오센서 세포 고정화

Plasmid pLZCapR을 포함하는 DH5α 세포는 30 μg/ml am-

picillin을 포함하는 4 ml of TYS medium, 37°C에서 하룻밤

진탕 배양하여 키운 다음 log phase (OD600 nm 0.6-0.8)가 될

때까지 subculture하였다. 이 subculture 세포(50 μl; ~ 1×10
8

cells/ml)를 녹인 agarose (최종 0.2%(w/w) agarose 농도)와

β-galactosidase 기질(3 mM CPRG)과 함께 총 100 μl 부피가

되도록 혼합하여 곧바로 96-well plate의 wells에 분주하였다.

굳어진 후, agarose로 고정된 세포 위층을 100 μl의 50 mM

인산완충용액(pH 7.0)으로 덮고 뚜껑을 잘 막고 알루미늄 호

일로 빛을 차단한 후 사용하기 전까지 4°C에서 보관하였다.

실험 조건 최적화

Agarose에 고정시킨 세포를 에탄올에 녹인 다양한 페놀계

화합물에 노출시킨 후 지시한 기간 동안 유지하였다. β

-galactosidase activity는 페놀 존재 시 CPRG 기질 분해로부

터 붉은색을 나타냄으로 확인하였다. CPRG 분해는 Elisa

plate reader (Versa Max, VA)을 사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

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8]. 실험 조건의 최적화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세포수(0.2~1×108), CPRG 농도(1~8 mM), 및

agarose 농도(0.1~0.5%)를 실험하였다. 확산제한 (diffusion

limit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포주기(overnight

culture, 그리고 3, 12, 48 시간 subculture 세포)의 세포를 agar-

ose gels에 고정한 후, 50 mM phosphate buffer (pH 7.0), 6%

DMF/0.1% SDS, 10 mM CaCl2, 혹은 6% DMF/0.1% SDS/10

mM CaCl2를 처리하였다. Colony forming units (CFU)은 각

세포를 연속적으로 희석한 후 TYS agar에 접종하여 결정하였

다. 상대적 β-galactosidase activity는 OD600 nm에서 측정한 같

은 세포 밀도 당 CPRG 분해로 계산하였다. 페놀 화합물의

현장검출을 위해 agarose로 고정된 바이오센서 세포 plates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현장시료만 첨가한 후 페놀 존재를 나타내

는 색깔 변화로 관찰하였다.

시료 측정

채에 거른 모래(토양 시료로 사용)를 씻고, 멸균한 후 100°C

오븐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5 g을 취해 phenol (final con-

centration: 0.5 mM)과 혼합하였다. 오염된 토양은 3 ml 물과

섞고 4,000× g에서 2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1 ml의 상층액을

따서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각 희석액(각 100 μl)을 바이오센서

세포가 있는 wells에 넣고 분석하였다. 결과는 상대 표준 검정

선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인근 병원에서 구한 병원폐

수 및 각 종 폐수 시료도 바이오센서로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전처리 없이 분석하였다.

페놀의 화학적 분석

바이오센서 데이터를 확증하기 위해 각종 폐수 중 페놀 화

합물을 KEPA (한국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화학적 방법으

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폐수는 1 ml이 되게 연속 희석(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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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0-2)한 다음 25 μl 0.5 N NH4OH, 10 μl 2% 4-amino-

antipyrine 그리고 10 μl 8% K3Fe(CN)6을 순차적으로 넣어 잘

섞은 뒤 OD500 nm에서 흡광도를 읽었다.

결과 및 고찰

고정화 최적 조건

장기간의 세포 생존률과 안정한 바이오센서 활동도는 세

포의 생리적 상태, 고정화 matrix의 다공질 구조 및 다른 실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 따라서 agarose 농도,

세포 밀도 및 기질 농도가 바이오센서 세포의 고정화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Fig. 1).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pLZCapR plasmid [19]를 포함하는 미생물 바이오센서 세포

를 96-well plate에 agarose gel로 고정하였다. Agarose는 비

교적 큰 다공질큰 분자도 확산시키며 agarose 또는 agar-

ose/agaropectin 혼합물은 실험실 세포의 중/단기 보관용으

로 사용 많은 고정화 matrix 중에서 agarose를 선택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agarose로 세포를 고정시키고 1 mM phenol에

노출시킨 후 β-galactosidase activity를 OD570nm에서 측정하

였을 때(Fig. 1A), 0.2% agarose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낮은 농도의 에서 미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산소나

다른 기질들이 보다 더 잘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과정 없이 을 넣은 후 CPRG 기질 분해로부터 붉은 색이

관찰되었다. 비교적 좋은 반응과 견고한 고정화로 인해 이 후

모든 실험에서 0.2% agarose로 바이오센서 세포를 고정하였

다.

발색되기 위해 β-galactosidase 기질과 페놀 화합물들이 세

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분해된 부산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이오센서 시스템으로부터의 결과는

세포의 생리적 상태와 다른 실험 조건들에 의해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1,16]. 세포 밀도와 기질 농도가 고정된 바이오센

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Fig. 1B & 1C). 발색에

미치는 바이오센서 세포 수 실험에서 최대 발색은 0.8~1×108

cells/ml 세포의 수를 사용할 때 보여주었다(Fig. 1B). β

-galactosidase 기질의 경우, 5 mM CPRG에서 흡광도가 최대

로 증가되었다(Fig. 1C). 기질 CPRG는 그 자체가 노란색을

띄며 흡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는 각

조건(다양한 농도의 CPRG 및 그 외 조건)에서 그리고 아직

CPRG의 분해가 되지 않은 0 시간대에서의 흡광도 값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나타내어 이를 관찰하도록 하였다. 눈으로 확인

되는 좋은 발색과 570 nm에서 직선적인 정량 관계를 보여주는

3 mM CPRG을 이 후 모든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고정된 바이오센서의 민감도

Agarose 고정은 기질이 세포로 자유롭게 확산되어 가는 것

을 막아 바이오센서의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4]. 이러한

Fig. 1. Effects of agarose concentration, cell number and CPRG

concentration on the activity of the immobilized

biosensor. E. coli DH5α cells harboring plasmid

pLZCapR were immobilized and β-galactosidase activity

was quantified at OD570 nm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Activity was measured 5 hr after the addi-

tion of 3 mM CPRG with various agarose concentrations

(0.1~0.5%). (B) Activity was measured 5 hr after addition

of 3 mM CPRG to biosensor cells immobilized at various

densities (0.2~1×10
8
) in 0.2% agarose. (C) Activity was

measured 1~7 hr after the addition of various concen-

trations (1~8 mM) of CPRG to immobilized cells in 0.2%

agarose. The data represent the average of two to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given with standard

deviations. CFU, colony forming units.

가능성과 현장에서 기질을 넣어야 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질과 바이오센서 세포를 동시에 agarose gels로 96-well

plates에 고정하여 0.1 μM~10 mM phenol에 노출시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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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고정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하였다(Fig. 2). 비록 고정되

지 않은 바이오센서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강도의 반

응을 보여주었지만, 기질과 동시에 고정된 바이오센서 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와 비슷한 반응 양상을 보여주었다. 두 바이

오센서 모두 약 5 μM~10 mM phenol에서 흡광도가 증가하였

다. 이전 논문[19]에서 bioluminescence reporter를 가지는

CapR 바이오센서 시스템으로 1 mM phenol에서 최고의 값을

나타내며 그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세포를 깨

어 bioluminescence을 측정한 반면 이 실험에서 사용한 두 바

이오센서 시스템(β-galactosidase reporter 근거 고정 및 고정

되지 않은 자유 바이오센서[23]) 모두 세포를 깨지 않고 β

-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하여 10 mM의 높은 농도에서도

반응을 보였다. 페놀 100 μM부터 10 mM까지의 β-galactosi-

dase 활성 흡광도를 이용하여 검정선(y=0.0577x+0.495, R2=

0.8706)을 정하고 같은 세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미지시료의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96-well plate에 기질과 동시에 고정할

경우 약간의 민감도는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휠씬 간단하고

한꺼번에 96개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1 ml 이상의 측정 부피를 필요로 하는 고정되지 않은 바이오센

서와 비교해 100 μl 보다 적은 시료를 측정하므로 사용되는

시약과 시료 및 발생되는 폐수가 감소되어 환경적으로 경제적

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The β-galactosidase activities of the biosensor system in

response to various phenol concentrations. Free bio-

sensor cells (■) and co-immobilized biosensor cells with

3 mM CPRG in 0.2% agarose (●) were treated with vari-

ous concentrations of phenol (0.1 μM to 10 mM). After

5 hr, the β-galactosidase activities were measured at

OD570 nm. The regression curve (y=0.0577x+0.495,

R
2
=0.8706) from immobilized cells is shown in the inset.

Similar regression curve or color standards using immo-

bilized cells (see Table 1) could be used for field assays.

다양한 페놀계 화합물에 대한 반응

고정된 바이오센서의 특이성을 1 mM의 다양한 페놀계 화

합물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고정되지 않은 바이오센서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3). 고정 또는 고정되지 않은 바이오센서 세포

는 2-methylphenol, 2-chlorophenol, catechol에 강하게, 2-ni-

trophenol과 m-cresol에 중간 정도 반응하며, 4-nitrophenol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의 이전 보고와 일치 된다[23].

그러나 고정된 바이오센서의 강도가 고정되지 않는 바이오센

서보다 약함을 보여주었으며 화합물에 따라 다소 반응성의

차이 또한 나타난다. 이는 페놀과 비슷한 구조와 크기를 가지

는 화합물은 페놀 인지 조절 단백질 CapR과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절 단백질 구조와 기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험이 요구된

다. 이 결과는 agarose gels의 다공구조가 페놀계 화합물을 세

포로 확산되는 데 충분히 큼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바이오센서의 반응이 고정되지 않은 자유 바이오센서

보다 조금 느리고 약함은 페놀계 화합물이 agarose로 인해 세

포로 확산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감소됨을 나타내고 있다[4].

고정된 바이오센서의 발색 향상

고정된 세포의 문제점인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성 물질

로 세포의 운반과정을 변하게 하여 기질의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2,20]. 이에 세포막 투과성을 증가시키

고 확산 저항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진 다양한 시약들을 시험하

여 이들이 β-galactosidase 발색 속도와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사하였다(Fig. 4). pLZCapR을 포함하는 세포를 하룻밤

배양한 후 3, 24 or 48 시간 동안 subculture하고 CPRG와 함께

Fig. 3. The β-galactosidase activities of the biosensors in the

presence of various phenolic compounds. Biosensor cells

were prepa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nd then separately incubated for 5 hr in the presence

of various phenolic compounds (1 mM each) and the

β-galactosidase activities were measured at OD5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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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mum conditions for color development by the immo-

bilized biosensors. The cells were co-immobilized with

3 mM CPRG in 0.2% agarose and treated with 50 mM

phosphate buffer (pH 7.0), 6% DMF/0.1% SDS, 10 mM

CaCl2, or 6% DMF/0.1% SDS/10 mM CaCl2. Phenol was

added (1 mM), and after 5 hr, activities were measured

at OD570 nm and the results were normalized with respect

to cell density, which was measured at OD600 nm.

고정하여 50 mM phosphate buffer (pH 7.0), 6% DMF/0.1%

SDS, 10 mM CaCl2, 또는 6% DMF/0.1% SDS/10 mM CaCl2를

처리하였다(Fig. 4). 상대 활동도는 OD600 nm에서 측정한 같은

세포 밀도당 CPRG 분해 또는 β-galactosidase 활동도로 나타

내었다. 가장 높은 상대 β-galactosidase 활동도는 3 시간 sub-

culture 한 세포를 6% DMF/0.1% SDS/10 mM CaCl2로 처리

하였을 때 나타났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지수기 세포(3 시간

subculture 한 세포)가 agarose gels의 고정에서 가장 좋은 상

대 활성도와 발색의 밝기 및 속도의 향상을 보여주었다(Fig.

4). Agarose로 고정된 바이오센서 세포는 일반 미생물 agar

보존과 같이 TYS medium에서 몇 개월간 4°C 보관이 가능하

며 활동도의 손실 없이 현장으로 운반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할 만한 생존율(45 days)이 sol-gel-de-

rived silica matrices에 LB medium 공급과 함께 고정된 E.

coli에서 보고되고 있다[1].

오염된 토양과 폐수에서의 페놀 화합물 검출

마지막으로, 현장 시료 중 페놀 화합물을 검출하여 고정된

바이오센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Table 1). 고정된 바이오센

서는 실험실 토양 추출물과 전처리 하지 않은 병원폐수와 혼

합하여 상대적인 발색을 통해 또는 같은 세포를 사용하여 만

든 검정선을 근거로 페놀농도를 추정하였다. Table 1이 보여주

는 것처럼, 고정된 바이오센서를 통해 측정한 농도는 화학적

분석으로 얻은 값과 유사하였다. 예를 들면, 오염토양 시료를

분석하였을 때 바이오센서로 0.38 mM, 화학적 분석으로 0.45

mM의 페놀 화합물을 검출하였다. 병원 폐수에서는 바이오센

Table 1. Comparison of the immobilized biosensor‐and

chemical‐based methods for measuring phenolic

compounds in soil and wastewater

Soil or wastewatera source
Concentration (mM)

Biosensor
a

Chemical analysis

Laboratory soilb 0.38±0.01 0.45±0.01

Hospital waste A 0.51±0.03 0.70±0.05

Hospital waste B 1.37±0.12 0.93±0.14

Hospital waste C 0.52±0.05 0.71±0.02
a
Concentrations were estimated using a regression curve

(y=0.0577x + 0.495, R2=0.8706) from standard curve using

phenol or approximated by comparison to a color standard

prepared with the same cells.
bLaboratory soil was prepar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서로 0.51 mM, 1.37 mM, 0.52 mM을 측정하였고 화학적 방법

으로 0.70 mM, 0.93 mM, 0.71 mM을 검출하였다. 바이오센서

결과는 오염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세포에 미치는 오염물질

의 독성까지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15]. 또한 본 바이오센서

가 다른 페놀계 화합물도 검출 가능하므로 폐수에서의 페놀

화합물의 더 자세한 농도와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추후 기기

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들은 pLZCapR

을 함유하는 고정된 E. coli 바이오센서 세포는 간편하게 전처

리 없이 현장의 오염된 토양과 폐수 중 페놀 화합물의 일차적

검출에 사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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