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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iiimmm,,,MMMiii---KKKwwwaaannnggg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KKKooooookkk,,,JJJoooooonnnggg---KKKiii,,,DDD...DDD...SSS...,,,MMM...SSS...DDD...,,,PPPhhh...DDD...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objectiveofthisstudy wastoevaluatethestrain-specificity ofaDNA
probe,Pig3,for ATCC 49046 (G8-9K-3)and two DNA
probes(Pi29-LandPi34)for ATCC25611T andtodevelopthesets
ofstrain-specificpolymerasechain reaction (PCR)primers.Thepurposeofthis
studyistoevaluatethespecificityoftheDNA probeswithtypestrains,reference
strainsand clinicalstrainsof isolated from Koreans.Thisstudy
procedureincluded1)whole-genomicDNA extractionofstrains,2)confirmationof
species-specific DNA probe by Southern blot analysis,3) determination of
nucleotidesequencesofspecies-specificDNA probe,4)designofPCRprimersand
5)PCR.SouthernblothybridizationwasidentifiedthatthethreeDNA probesonly
reactedwiththe dIII-or I-digestedgenomicDNA of ATCC
49046or ATCC25611T.ThedatashowedthattheDNA probes,Pig3
(1,074bp),Pi29(1,787bp)and Pi34(2,146bp)reacted with d III-digested
genomicDNAsfrom thestrainsusedin thisstudy.TheresultsofPCR were
showed thatthe PCR primers,based the nucleotide sequences ofthree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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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s,could produce the strain-specific amplicons from ATCC
49046or ATCC 25611T.TheresultssuggestthatthethreeDNA
probesandthePCRprimerscouldbeusefulfortheidentificationof
ATCC 49046 or ATCC 25611T,especially in ascertaining the
authenticityofthe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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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치주질환은 다양한 전신적 요인 및 국소적 요인에 의해 치은의 염증반응이 생기고,
이러한 염증이 진행되면서 치은출혈,종창,치은 열구액의 증가,치주낭의 형성 및 치
조골의 파괴 및 치아 소실을 야기한다1,19).전신적 요인으로는 영양결핍(단백질부족 또
는 비타민 C결핍시 나타나는 괴혈병),혈액성 장애(백혈병 ․ 빈혈 ․ 동맥경화),호
르몬계의 장애,당뇨병,면역결핍성 장애(백혈구 이상),약물의 과다 투여(항응고제)등
이 있다.국소적 요인으로는 치면세균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균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
다17).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치주질환인 급성진행형 치주염과 만성적 성인성 치주

염 등에 관련된 세균들은 혐기성이며, 그람음성균에 속하는

, ( ),
spirochetes( , ,

)과 그람양성균인 등이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이들 세균들 중 속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능력에 따
라 proteolytic과 non-proteolytic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최근 Johnson과 Holdeman9)는 가 두 개의 유전학적인 DNA homolog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그리고 Shah와 Gharbia21)에 의해 과거
로 분류되었던 균주들을 multilocus enzyme electrophoresis,DNA-DNA

homologygrouping,혈청학적 실험,동위효소 검색,전체 단백질의 전기영동 분석법,
생화학적 특성 등의 실험을 근거하여, 와 로 재분류하였다.

은 당 분해능을 가진 흑색집락을 형성하는 그람음성 혐기성 간균으로
외막의 바깥층에 capsule및 부착에 관여하는 surfaceappendage등이 존재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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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체에 대해 독성을 가지는 방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14,21,22).그
리고 세포막에 부착된 단백분해 가수분해효소,내독소(lipopolysaccharide,LPS)및 세
포독성을 나타내는 대사산물 등의 독력인자를 가지고 있다24).단백분해 가수분해효소
는 치주질환 병소에 관련하여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요인의 하
나로 치은염,치주염의 직접적 파손으로 인한 심각한 치주질환 및 면역반응의 변화 등
의 결과로 인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5,13,23,25).세포외벽의 구성 성분인 LPS는 치수
및 치근단 질환의 형성과 진행 그리고 치조골 파괴에 관여한다.또한 항탐식성
(antiphagocyte)특성도 가지고 있다.
세포독성을 보이는 대사산물인 butyric acid,succinate,isobutyrate,isovalerate,

propionicacid등은 짧은 사슬을 가진 지방산으로 강력한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어 다
른 독력인자들인 세균성 단백분해 가수분해효소와 내독소들보다 열에 안정적이고 분자
량이 작아 치주 조직내로 쉽게 침투하여 neutrophil의 chemotaxis분비를 억제시켜 세
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20).

가 성장과 대사를 하기 위해서 철분이 필요하며 주로 cytochrome,
hemoglobin,myoglobin과 같은 heme함유의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적혈구 용
해과정에서 방출된 hemoglobin과 hemoglobin의 분해 과정에서 유리된 hemin이 철분
의 주공급원이 되어 또 다른 구강 내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 구강 내 질환의 발
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8.22).
최근 종 또는 아종 특이 DNA 프로브를 간단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inverted

dotblothybridizationscreeningmethod(IDBH 검색법)”이 소개되었다10).이 방법은
DNA 프로브를 얻고자 하는 표적이 되는 세균 종의 genomicDNA 제한효소 절편을
플라스미드 벡터에 통법으로 클로닝하여 이들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nylonmembrane
에 blotting한 다음,표적 세균 종과 이와 유전학적으로 유사한 세균 종의 genomic
DNA를 표지하여 hybridization 및 detection을 실시하여 일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DNA 프로브를 얻는 방법이다.그리고 이들 DNA 프로브를 기존의 Southern b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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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를 통하여 종 혹은 아종 특이성을 이차적으로 검증하게 된다.이러한 IDBH 검
색법이 이용되어 ATCC25611T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 DNA 프로
브들(Pi29-L과 Pi34)11)과 G8-K-3(ATCC 49046)에 대한 잠재적 균주-
특이적 DNA 프로브(Pig3)3)가 클로닝되었다.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3개의

균주 및 8종의 다른 구강 내 표준균주 혹은 참고균주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으로 균주 특이성을 검증하는 데 미흡하였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인의 구강에
서 분리된 균주들을 대상으로 Pi29-L,Pi34및 Pig3DNA 프로브들의
균주 특이성을 검증하고자 시행하였다.또한 이들 3가지 DNA 프로브들의 핵산염기서
열을 결정하고,이를 바탕으로 ATCC 25611T 또는
ATCC49046을 균주 특이적으로 동정할 수 있는 PCR프라이머를 개발하고자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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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세세세균균균 및및및 세세세균균균배배배양양양 조조조건건건
본 연구에 사용한 균주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표준균주는 American Type

CultureCollection(ATCC,UniversityBoulevand,Manassas,VA,USA)에서 구입하였
으며,한국인의 구강에서는 7개의 및 4개의 를 분리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 및
균주는 3% Trypticsoybroth,0.5% yeastextract,0.05% cysteineHCl-H2O,0.5㎎/㎖
hemin 및 2㎍/㎖ vitamin K1으로 배합된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은
Schaedlerbroth(DIFCO Laboratories,Detroit,Mich,USA)배지에서,
속 및 속은 3% Trypticsoybroth(DIFCO Laboratories,Detroit,Mich,
USA),0.1% yeast extract(DIFCO Laboratories,Detroit,Mich,USA),5μg/ml
vancomycin(Sigma,St.Louis,MO,USA),75μg/mlbacitracin 및 10% horse
serum(GibcoBRL,Gaithersberg,MD,USA)으로 배합된 배지에서, 는 4%
Tryptic soy broth(DIFCO Laboratories,Detroit,Mich,USA),0.5mg/mlhemin,
10mg/ml -acetylmuramicaicd(Sigma,St.Louis,MO,USA)으로 배합된 배지에서,

는 3.7% Brain HeartInfusion broth(BHI,DIFCO Laboratories,Detroit,
Mich,USA),0.5% yeastextract,2.0% sodium formate(Sigma,St.Louis,MO,USA),
3.0% sodium fumarate(Sigma,St.Louis,MO,USA),0.5mg/mlhemin,2μg/ml
vitamin K1으로 배합된 배지에서 균주를 배양하였다.이 때 속 및

속의 균주는 10% CO2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며,그 이외의 모든
균주들은 85% N2,5% H2,10% CO2의 혼합가스가 공급되는 37℃ anaerobic
chamber(ModelBactron I,Sheldon Manufacturing Inc.,Cornelius,OR,USA)에서
2-7일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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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orsubspecies
ATCC*25611T

ATCC49046(G8-9K-3)
ChDC**KB2
ChDCKB3
ChDCKB14
ChDCKB18
ChDCKB19
ChDCKB29
ChDCKB53

ATCC33563T (9336)
ChDCKB5
ChDCKB6
ChDCKB50
ChDCB270

ATCC33277T
ATCC49417
ATCC53978(W50)

ATCC35406T
ATCC33238T
ATCC43037T

ATCC33384T
ATCC43717
ATCC43718
subsp. ATCC25586

subsp. ATCC23726
subsp. ATCC51190
subsp. ATCC10953
subsp. ATCC49256

ATCC33392T
ATCC7901

ATCC29241T
ATCC29242

ATCC33389T

TTTaaabbbllleee111...BBBaaacccttteeerrriiiaaalllssstttrrraaaiiinnnsssuuusss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ATCC,AmericanTypeCultureCollection;**ChDC,DepartmentofOralBiochemistry,Collegeof
Dentistry,ChosunUniversity;T,Type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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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세세세균균균 gggeeennnooommmiiicccDDDNNNAAA의의의 추추추출출출
세균의 genomicDNA 추출을 위해 Lippke등15)의 방법을 변형하여 이용하였다.이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각 균주들은 100㎖의 액체 배지에서 배양하고,
10분간 원심분리(7,000rpm)하여 세균 pellet을 얻었다.10㎖의 세포 용해 용액[5M
guanidine isothiocyanate,50mM Tris-HCl(pH 7.6),10mM EDTA,2% -lauryl
sarcosinate,140mM 2-mercaptoethanol]을 첨가하여 현탁한 후에 phenol/chloroform
추출법과 에탄올 침전법으로 genomicDNA를 얻었다.추출한 genomicDNA를 TE
완충액[50mM Tris-HCl(pH 8.0),1mM EDTA(pH 8.0)]에 용해시킨 다음 4℃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출한 genomic DNA 순도와 농도는 자외선
분광기(Ultrospec 2000,Pharmacia Biotech.,Cambridge,UK)를 이용하여 260 및
280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333...PPPlllaaasssmmmiiidddDDDNNNAAA추추추출출출
Competentcell( DH5α)에 형질전환된 DNA 프로브가 삽입된 재조합

plasmid DNA는 TM Plasmid Extraction Kit(Bioneer Corp.,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세균배양액 1㎖을 30초간 원심분리(12,000rpm)하고,
얻어진 세균 pellet를 250㎕의 resuspensionbuffer를 첨가하여 현탁한 후,250㎕ lysis
buffer로 천천히 혼합하였다.350㎕의 neutralizationbuffer를 첨가하여 즉시 섞은 후
에 얼음에 5분간 방치한 다음 10분간 원심분리(12,000rpm)하여 상층액을 binding
columntube에 옮기고 1분간 원심분리(12,000rpm)하였다.여과액을 제거하고 binding
column tube에 80% 에탄올을 700㎕ 넣은 후 1분간 원심분리(12,000 rpm)하였다.
Bindingcolumntube에 남아있는 여분의 에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2분간 원심분
리(13,000rpm)하였다.Bindingcolumn을 새로운 microcentrifugetube로 옮기고 100
㎕의 elutionbuffer를 넣고 1분간 원심분리(13,000rpm)하여 여과액을 -70℃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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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444...DDDNNNAAAppprrrooobbbeee의의의 정정정제제제 및및및 표표표지지지
DNA 프로브의 정제는 QIAEX ⅡⓇ(QIAGEN Inc.,Valencia,CA,USA)를 이용하였

다.1.0% 아가로스 젤 상에 전기영동한 후 DNA 절편이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절개하
여 1.5㎖ microcentrifugetube에 담고 bufferQX1을 넣은 후 QIAEX Ⅱ를 30초간 섞
은 다음 20㎕를 넣고 50℃에서 10분 동안 중탕하여 젤을 완전히 녹였다.1분간 원심분
리(13,000rpm)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bufferQX1500㎕로 세척한 다음 1분간 원심분리
(13,000rpm)하였다.BufferPE500㎕로 2회 세척한 다음 1분간 원심분리(13,000rpm)
한 후 10-15분 정도 건조시킨 다음 10mM Tris-Cl(pH 8.5)20㎕로 elution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DNA probe는 DIG-HighPrime(RocheDiagnostics,Mannheim,Germany)을 이용하

여 표지하였다.1㎍의 DNA에 최종 부피가 16㎕가 되도록 증류수를 넣고 끓는 물에서
10분간 가열하여 DNA를 변성시킨 후 얼음에 넣어 냉각시켰다.4㎕ DIG-HighPrime
을 첨가하여 혼합하고 원심분리한 후 37℃에서 12시간 배양하였다.배양 후 0.2M
EDTA를 넣어 반응을 정지시켰다. 표지한 DNA probe는 TM PCR
purification Kit(BioneerCorp.,Daejeon,Korea)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표지한
DNA 20㎕에 bufferPE100㎕를 첨가한 다음 bindingcolumntube로 옮겨 1분간 원
심분리(12,000 rpm)하였다.여과액은 제거하고 binding column tube에 washing
buffer500㎕를 넣어 1분간 원심분리(12,000rpm)하였다.다시 washingbuffer250㎕
를 넣어 1분간 원심분리(12,000rpm)하였다.Bindingcolumntube에 남아있는 여분의
에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2분간 원심분리(13,000rpm)하였다.Bindingcolumn을 새로
운 microcentrifugetube로 옮기고 30㎕의 elutionbuffer를 넣고 실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1분간 원심분리(13,000rpm)하여 여과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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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SSSooouuuttthhheeerrrnnnbbblllooottthhhyyybbbrrriiidddiiizzzaaatttiiiooonnn및및및 ccchhheeemmmiiillluuummmiiinnneeesssccceeennntttdddeeettteeeccctttiiiooonnn
종-특이적인 세균의 genomicDNA 제한효소 절편을 검색하기 위하

여 inverteddotblothybridizationscreeningmethod을 이용하였다.세균에서 추출한
genomicDNA를 dIII제한효소 또는 I제한효소로 절단하여 각각 0.8% 아가
로스 젤에 전기영동하고 Vacuum Blotter(Model785,Bio-RadLaboratories,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vacuum transfer 법으로 nylon membrane(Boehringer
Mannheim Inc.,Germany)에 transfer하고,80℃ 진공오븐에서 2시간 동안 baking하여
DNA를 membrane에 고정시켰다.고정시킨 membrane을 hybridization용액(5×SSC,
50% formamide,0.1% sodium-lauroylsarcosine,0.02% SDS,2% BlockingReagent)에
서 2시간 동안 prehybridization시킨 다음, 다시 새로운 hybridization 용액에
DIG-High Prime(BoehringerMannheim Inc.,Germany)을 이용하여 labeling 시킨
DNA 프로브를 첨가하여 12시간 hybridization시켰다.Membrane을 실온에서 5분간
wash용액(2×SSC,0.1% SDS)으로 2회 세척하고 다시 wash용액(0.5×SSC,0.1%
SDS)으로 68℃에서 15분간 2회 세척하였다.표지된 DNA 프로브가 membrane의 DNA
가닥과 hybridization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emiluminescentdetectionkit(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였다. Membrane을 blocking
solution(buffer2)100㎖를 넣고 30분간 배양한 후 buffer2에 anti-DIG-APconjugate
를 75mU/㎖(1:10000)첨가하였다.희석한 20㎖ antibodysolution에 membrane을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15분간 100㎖ washing buffer로 2회 세척하였다.Membrane을
detection buffer(buffer 3) 20㎖에서 2-5분간 안정되게 하였다. Membrane을
polyethylene film에 놓고 약 1㎖의 기질(CSPDⓇ,Roche Diagnostics,Mannheim,
Germany)를 떨어뜨린 후 즉시 반대측 sheet로 덮어 기질이 membrane상에 전반적으
로 퍼질 수 있게 하였다.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film의 가장자리를 밀봉하여
형광 반응이 일어나도록 37℃ 배양기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상온에서 X-ray
film(Lumi-film chemiluminescenⓇ,RocheDiagnostics,Mannheim,Germany)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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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출시킨 후 관찰하였다.

666... 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균균균주주주---특특특이이이적적적 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들들들의의의 핵핵핵산산산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결결결정정정

ATCC 49046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인 Pig3의
핵산 염기서열 결정은 통상의 extension termination법을 이용하였다.이때 사용한
핵산 염기서열 결정 프라이머는 벡터내의 multiplecloning site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PrimerSelect 프로그램(Version 5.00; DNASTAR Inc.,Maidison,WI,
USA)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Table2).

TTTaaabbbllleee222...TTThhheeessseeeqqquuueeennnccciiinnngggppprrriiimmmeeerrrsss

Name Sequenceofoligonucleotides(5'→3') Target

ChDC-F 5'-AAT ACGACT CACTAT AGGGCGAA-3' Pig3

ChDC-R 5'-CCT CACTAA AGGGAA CAA AAGC-3' Pig3

777...PPPCCCRRR프프프라라라이이이머머머 설설설계계계 및및및 제제제작작작
ATCC49046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인 Pig3과

ATCC25611T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인 DNA 프로브들인 Pi29,Pi34
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PCR 프라이머를 컴퓨터 프로그램(PrimerSelect,
DNASTARInc.,Maidison,WI,USA)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설계한 프라이머의 핵
산 염기서열과 PCR반응 후 예상되는 산출물의 크기는 Table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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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333...TTThhheeePPPCCCRRRppprrriiimmmeeerrrsssdddeeesssiiigggnnn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Primerpairs Sequenceofoligonucleotides(5'→3')
Sizeof
amplicons
(bp)

Pig3-F2 (24-mer)
Pig3-R12(24-mer)

5'-ACGCCGAGA TACTGGTGGTTT TTG-3'
5'-GCCCCGATA TTCTGCTGT TTGTGA-3'

290

Pig3-F11(21-mer)
Pig3-R11(24-mer)

5'-CGCCCCGAT ATT CTGCTGTTT-3'
5'-TACGCCGAGATA CTGGTGGTT TTT-3'

405

Pig3-F11(21-mer)
Pig3-R12(24-mer)

5'-CGCCCCGAT ATT CTGCTGTTT-3'
5'-CGGGTT ATT GAT AGCTGCGAGTTG-3'

290

Pig3-F15(22-mer)
Pig3-R15(20-mer)

5'-TGCCCCGTT TGA TGA GTGGTA A-3'
5'-AAT ATCGGGGCGGCGGTA AC-3'

506

Pig3-F15(22-mer)
Pig3-R16(23-mer)

5'-TGCCCCGTT TGA TGA GTGGTA A-3'
5'-CGGTGGCTGTGT AGT CCCTTCTG-3'

315

Pi29-F4(22-mer)
Pi29-R4(24-mer)

5'-GAT GCT TTT GCT TCT GGCTACC-3'
5'-CCA AGCCCA ATT TTCTCT AACTCT-3'

233

Pi34-F1(24-mer)
Pi34-R1(24-mer)

5'-TTCGTGGCT CAGTAGGCT TTT CTT-3'
5'-TTCGCA ACCTTGGCA TCT ACA TTA-3'

310

Pi34-F2(24-mer)
Pi34-R2(20-mer)

5'-TTCGTGGCT CAGTAGGCT TTT CTT-3'
5'-ACA GGCTTGCGGATT GGT GA-3'

278

Pi34-F3(24-mer)
Pi34-R3(24-mer)

5'-GGT TCGTGGCTCAGT AGGCTT TTC-3'
5'-GTCTAA CCA CAGGCT TGCGGA TTG-3'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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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PPPCCCRRR
본 실험에서 설계 및 제작된 ATCC25611T과 ATCC

49046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균주-특이적 PCR 프라이머의 최적 annealing온도를
구하기 위하여 denaturation및 extension조건을 각각 95℃ 30초 및 72℃ 1분으로 일
정하게 하였다.Annealing조건은 59℃-72℃ 사이에서 1분간 반응하도록 온도를 설정
하여 PCR를 시행하였다. 제작된 PCR 프라이머를 검증하기 위하여 PCR를

Ⓡ PCR Premix(Bioneer Corp.,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PTC-100(MJResearchInc.,Watertown,MA,USA)에서 시행하였다.20ul의 PCR
혼합용액이 되도록,20pmoles씩의 forward 및 reverse프라이머와 각 균주의
genomicDNA 4ug를 넣고 95℃에서 2분간 초기 denaturation을 실시한 다음 95℃
에서 30초간 denaturation,59℃-72℃ 사이의 조건으로 1분간 annealing,72℃에서
1분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0회 반복하여 증폭한 다음 마지막으로 72℃에서 10
분간 extension하였다.최종 반응물을 1.0% 아가로스 젤에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그

증폭 여부를 확인하였다.

999...특특특이이이도도도 및및및 민민민감감감도도도 측측측정정정
ATCC25611T과 ATCC49046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해

제작된 PCR프라이머들은 먼저 표준균주와 참고균주들을 대상으로 특이도를 검증하
였다.20ul의 PCR혼합용액이 되도록,20pmoles씩의 forward및 reverse프라이
머와 각 균주의 genomicDNA 4ug를 넣고 95℃에서 2분간 초기 denaturation을
실시한 다음 95℃에서 30초간 denaturation,각 프라이머들의 최적 온도에서 1분간
annealing,72℃에서 1분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0회 반복하여 증폭한 다음 마지
막으로 72℃에서 10분간 extension하였다.PCR은 Ⓡ PCR Premix
(Bioneer Corp.,Daejeon,Korea)를 이용하여 PTC-100(MJ 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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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town,MA,USA)에서 시행하였다.
각 프라이머들을 이용해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genomicDNA 양을 알기 위하

여 민감도를 검증하였다. ATCC25611T과 ATCC49046
의 genomicDNA를 4ng에서 4fg까지 10배씩 희석하여 PCR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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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PPPiiiggg333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SSSooouuuttthhheeerrrnnnbbbllloootttaaannnaaalllyyysssiiisss
Southernblot분석을 위해 세균들의 genomicDNA를 dIII또는 I제한효

소로 절단하여 전기영동한 결과 실험에 사용한 모든 세균들의 genomicDNA들은 잘
절단되었으며,loading된 세균 genomicDNA 양도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Fig.1A와
1B).
Pig3DNA 프로브의 균주들에 대한 Southernblot분석에서 ATCC

49046의 genomicDNA를 dIII제한효소로 절단한 경우에는 약 1,1Kbp크기의 밴
드가 보였다.그러나 ATCC 25611T과 임상분리 균주들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Fig.1C).

ATCC49046의 genomicDNA를 I제한효소로 절단한 경우에 약
9Kbp크기의 밴드가 보였다.그러나 ATCC25611T과 임상분리 균주들
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Fig.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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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SouthernblotanalysisfortestthespecificityoftheprobePig3.The dIII
(A) or I (B)-digested bacterial genomic DNAs were electrophoresed and
transferredtoanylonmembranes;hybridizedwithaDIG-labeledPig3DNA fragment
(C,D).LaneS)DNA marker,1) ATCC25611T,2) ATCC
49046,3) ATCC 33563T,4) ChDC KB2,5)
ChDC KB3,6) ChDC KB14,7) ChDC KB18,8)

ChDCKB19,9) ChDCKB29,10) ChDCKB53,
11) ChDC KB5,12) ChDC KB6,13) ChDC
KB50,14) ChDCB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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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PPPiii222999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SSSooouuuttthhheeerrrnnnbbbllloootttaaannnaaalllyyysssiiisss
Pi29DNA 프로브의 균주들에 대한 Southernblot분석에서 ATCC

25611T의 genomicDNA를 dIII제한효소로 절단한 경우에 약 1,2Kbp크기의 밴드
가 보였다.그러나 ATCC49046과 임상분리 균주들에서는 반응이 나타
나지 않았다(Fig.2A).

ATCC 25611T의 genomicDNA를 I제한효소로 절단한 경우에
11Kbp크기보다 큰 밴드가 보였다.그러나 참고균주인 ATCC49046과
임상분리 균주들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Fi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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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outhernblotanalysisfortestthespecificityoftheprobePi29.The dIII
(A) or I (B)-digested bacterial genomic DNAs were electrophoresed and
transferredtoanylonmembranes;hybridizedwithaDIG-labeledPi29DNA fragment.
LaneS)DNA marker,1) ATCC25611T,2) ATCC49046,
3) ATCC 33563T,4) ChDC KB2,5) ChDC
KB3,6) ChDC KB14,7) ChDC KB18,8)
ChDC KB19,9) ChDC KB29,10) ChDC KB53,11)

ChDC KB5,12) ChDC KB6,13) ChDC KB50,
14) ChDCB27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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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PPPiii333444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SSSooouuuttthhheeerrrnnnbbbllloootttaaannnaaalllyyysssiiisss
Pi34 DNA 프로브의 Southern blot분석에서 ATCC 25611T의

genomicDNA를 dIII제한효소로 절단한 경우에 약 2Kbp크기와 약 8Kbp크기
의 두 개의 밴드가 보였다.그러나 ATCC49046과 임상분리 균주들에
서는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다(Fig.3A).

I제한효소로 절단한 경우에 있어서도 ATCC25611T의 genomic
DNA를 I제한효소로 절단한 경우에 11Kbp크기보다 큰 밴드가 보였다.그러나

ATCC 49046과 임상분리 균주들에서는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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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SouthernblotanalysisfortestthespecificityoftheprobePi34.The dIII
(A) or I (B)-digested bacterial genomic DNAs were electrophoresed and
transferredtoanylonmembranes;hybridizedwithaDIG-labeledPi34DNA fragment.
LaneS)DNA marker,1) ATCC25611T,2) ATCC49046,
3) ATCC 33563T,4) ChDC KB2,5) ChDC
KB3,6) ChDC KB14,7) ChDC KB18,8)
ChDC KB19,9) ChDC KB29,10) ChDC KB53,11)

ChDC KB5,12) ChDC KB6,13) ChDC KB50,
14) ChDCB270.

(A)

(B)



- 19 -

444...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의의의 핵핵핵산산산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결결결정정정
Pig3DNA 프로브의 핵산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1,074bp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4).

1AAGCTTGTTATAGCAGATATGAAAGTGATAAGAAAATATAATAAAATCGCAAATATCATA
61TCATTACAGATTGATAAACTCGCTCAGCAAAACACCCTTCTCACTCGTCAGCGCGACCTT
121CTTCTGCCCCGTTTGATGAGTGGTAAACTCGAAGTAAAACCATAAACAGATAGCTTTATG
181AAATCATTCATTAGCGAAGACGACATAGAACAGAGCATTTGCAACAGACTCTCGCAACCC
241GAATATGGGTGGGAACGCATAGAATGCAACCCCAAAGTGGCTGCACAAGACGATGTTAGC
301ACTACTGGGCGTGGCTCTTCGGCAGAGTGTATTCTGCCCGAAGTGTTCTTGAATGCTTTG
361AAACGAATGAACCCTCAAATAGATATTGAGGTTTTAAAGCAAATAGTTCGCGACTTCAGA
421AGGGACTACACAGCCACCGATATGGTGGACACGAACTACAAGTTCTACAACCAAATACGC
481AACGGAATAAAGGTTAAGGTAAAGAAAAACGGCAAGGAAGACTTCGACATTGTACGGCTG
541ATAGACTTTAACAACGTTGATAACAACGACTTCCACTGCGTCAATCAGATGTGGATAAAG
601GGCAGATTCCGTTACCGCCGCCCCGATATTCTGCTGTTTGTGAATGGTTTGCCTGTGGTG
661TTTATCGAACTGAAGAACTCCACCGTAAAGGTTGAAGAGTCGTATAACAAGAACCTTGTG
721AGCTATCGGAAGGACATTCCGAACGTATTTGCACTGAATCAGATATGCGTTTTATCGAAC
781GGTTTGCAAACAAAACTGGGTGCATGGAACGCTGGTTACGAGTTTTTCTTTGAATGGTTG
841AAGGTGAACGACGAGAAAGAACAAACGGACAGAGAACAGATTGCCAACTCGCAGCTATCA
901ATAACCCGCCTTATCGACGGCCTTTTACGCAAAGAACGCCTGCTCGACTACATCGAAAAC
961TTCATCTTCTTCGACAACAAACGCACCAAGATTATAGCCAAAAACCACCAGTATCTCGGC
1021GTAAACAACCTGATGAAGAGTGTGGAACGCAGAGAAGAACTGAAGGGAAAGCTT

Fig.4.ThenucleotidesequenceoftheDNA probePig3(1,074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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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PPPiiiggg333 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의의의 AAATTTCCCCCC 444999000444666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균균균주주주---
특특특이이이적적적 PPPCCCRRR프프프라라라이이이머머머
Pig3DNA 프로브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설계된 5쌍의 PCR프라이머의 최적

의 annealing온도는 Table4와 같았으며,이들의 ATCC49046균주에
대한 특이성이 있음을 서양인에서 분리된 표준균주,참고균주 및 임상
분리 균주들을 대상으로 PCR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Fig.5,6).
또한 이들 프라이머 쌍들은 0.4pg의 ATCC49046genomicDNA까지

PCR법에 의해 검출할 수 있었다(Fig.7,Table4).

TTTaaabbbllleee444...TTThhheeerrreeesssuuullltttsssooofff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PPPCCCRRRppprrriiimmmeeerrrsss

Primerpairs Optimalanneal.
temp.(℃)

Sizeofamplicons
(bp)

Sensitivity
(amountofgenomic

DNA)
Pig3-F2
Pig3-R12

64 290 0.4pg

Pig3-F11
Pig3-R11

63 405 0.4pg

Pig3-F11
Pig3-R12

65 290 0.4pg

Pig3-F15
Pig3-R15

65 506 0.4pg

Pig3-F15
Pig3-R16

65 315 0.4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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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3-F2 

and 

Pig3-R12

Pig3-F11 

and 

Pig3-R11

Pig3-F11 

and 

Pig3-R12

Pig3-F15 

and 

Pig3-R15

Pig3-F15 

and 

Pig3-R16

Fig.5.SpecificitytestofPCRwith5primersetsandthegenomicDNAofreferencestrainsof
andotheroralrepresentativebacteriafortheidentificationof ATCC

49046atthestrainlevel.LaneS)DNA marker,1) ATCC33277T,2)
ATCC53978,3) ATCC49417,4) ATCC49046,5) ATCC
25611T,6) ATCC33563T,7) ATCC35406T,8) ATCC
43037T,9) ATCC 43717,10) ATCC 43718,
11) ATCC 33384T,12) ATCC 10953,13)
ATCC 23726,14) ATCC 25586,15) ATCC 49256,16)
ATCC 51190,17) ATCC 33392T,18) ATCC 7901,19)

ATCC29241T,20) ATCC29242,21) ATCC3338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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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3-F2 

and 

Pig3-R12

Pig3-F11 

and 

Pig3-R11

Pig3-F11 

and 

Pig3-R12

Pig3-F15 

and 

Pig3-R15

Pig3-F15 

and 

Pig3-R16

Fig.6.SpecificitytestofPCRwith5primersetsandthegenomicDNAofclinicalisolatesof
and fortheidentificationof ATCC49046atthestrain

level.LaneS)DNA marker,1)sterilizeddeionizedwater(negativecontrol),2)
ATCC49046,3) ChDCKB2,4) ChDCKB14,5) ChDC
KB19,6) ChDCKB29,7) ChDCKB53,8) ChDCKB5,
9) ChDCKB6,10) ChDCKB50,11) ChDCB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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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3-F2 and Pig3-R12 

1.0

0.5

S 1 2 3 4 5 6 7
Kbp

1.0

0.5

S 1 2 3 4 5 6 7
Kbp

1.0

0.5

S 1 2 3 4 5 6 7
Kbp

1.0

0.5

S 1 2 3 4 5 6 7
Kbp

Pig3-F11 and Pig3-R11 Pig3-F11 and Pig3-R12 

1.0

0.5

S 1 2 3 4 5 6 7
Kbp

1.0

0.5

S 1 2 3 4 5 6 7
Kbp

1.0

0.5

S 1 2 3 4 5 6 7
Kbp

1.0

0.5

S 1 2 3 4 5 6 7
Kbp

Pig3-F15 and Pig3-R15 Pig3-F15 and Pig3-R16 

Fig.7.Sensitivity testofPCR with 5 primer sets for the identification of
ATCC49046atthestrainlevel.ThePCRreactionswereelectrophoresedin

1.0% agarosegel.1through7,purifiedgenomicDNA seriallydiluted10-foldfrom 4ng
to4fg.LaneS)DNA marker,1)4ng,2)0.4ng,3)40pg,4)4pg,5)0.4pg,6)40
fg,7)4fg.



- 24 -

666...PPPiii222999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의의의 AAATTTCCCCCC 222555666111111TTT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균균균주주주---
특특특이이이적적적 PPPCCCRRR프프프라라라이이이머머머
Pi29 DNA 프로브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라이머(Pi29-F4와

Pi29-R4)의 최적 annealing 온도는 64℃였으며(Table 5),이들의
ATCC25611T균주에 대한 특이성이 있음을 서양인에서 분리된 표준균주,참고균주 및

임상분리 균주들을 대상으로 PCR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Fig.8,9).
Pi29-F4와 Pi29-R4 프라이머는 0.4pg의 ATCC 25611T genomic

DNA까지 검출할 수 있었다(Fig.10,Table5).

TTTaaabbbllleee555...TTThhheeerrreeesssuuullltttsssooofff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PPPCCCRRRppprrriiimmmeeerrrsss

Primerpairs Optimalanneal.
temp.(℃)

Sizeofamplicons
(bp)

Sensitivity
(amountofgenomic

DNA)
Pi29-F4
Pi29-R4

64 233 0.4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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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SpecificitytestofPCR withPi29-F4andPi29-R4primersandthegenomicDNA
ofreferencestrainsof andotheroralrepresentativebacteriafortheidentification
of ATCC 25611T atthe strain level.Lane S)DNA marker,1)

ATCC 33277T,2) ATCC 53978,3) ATCC 49417,
4) ATCC49046,5) ATCC25611T,6) ATCC
33563T,7) ATCC 35406T,8) ATCC 43037T,9)

ATCC 43717,10) ATCC 43718,11)
ATCC 33384T,12) ATCC 10953,13)

ATCC23726,14) ATCC25586,15) ATCC49256,
16) ATCC 51190, 17) ATCC 33392T, 18)

ATCC7901,19) ATCC29241T,20)
ATCC29242,21) ATCC3338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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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SpecificitytestofPCR withPi29-F4andPi29-R4primersandthegenomicDNA
ofclinicalisolatesof and fortheidentificationof
ATCC25611T atthestrainlevel.LaneS)DNA marker,1) ATCC25611,
2) ChDC KB2,3) ChDC KB14,4) ChDC
KB19,5) ChDC KB29,6) ChDC KB53,7)
ChDC KB5,8) ChDC KB6,9) ChDC KB50,10)

ChDCB270,11)sterilizeddeionizedwater(negativ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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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SensitivitytestofPCRwithPi29-F4andPi29-R4primersfortheidentification
of ATCC 25611T at the strain level.The PCR reactions were
electrophoresedin1.0% agarosegel.1through7,purifiedgenomicDNA seriallydiluted
10-foldfrom 4ngto4fg.LaneS)DNA marker,1)4ng,2)0.4ng,3)40pg,4)4pg,
5)0.4pg,6)40fg,7)4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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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PPPiii333444DDDNNNAAA 프프프로로로브브브의의의 AAATTTCCCCCC 222555666111111TTT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균균균주주주---
특특특이이이적적적 PPPCCCRRR프프프라라라이이이머머머
Pi34DNA 프로브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설계된 3쌍의 PCR프라이머의 최적의

annealing온도는 Table6과 같았으며,이들의 ATCC 25611T균주에
대한 특이성이 있음을 서양인에서 분리된 표준균주,참고균주 및 임상
분리 균주들을 대상으로 PCR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Fig.11,12).
또한 이들 프라이머 쌍들은 0.4pg의 ATCC25611T genomicDNA까

지 PCR법에 의해 검출할 수 있었다(Fig.13,Table6).

TTTaaabbbllleee666...TTThhheeerrreeesssuuullltttsssooofff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PPPCCCRRRppprrriiimmmeeerrrsss

Primerpairs Optimalanneal.
temp.(℃)

Sizeofamplicons
(bp)

Sensitivity
(amountofgenomic

DNA)
Pi34-F1
Pi34-R1

64 310 0.4pg

Pi34-F2
Pi34-R2

65 278 0.4pg

Pi34-F3
Pi34-R3

64 288 0.4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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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SpecificitytestofPCR with3primersetandthegenomicDNA ofreference
strainsof andotheroralrepresentativebacteriafortheidentificationof

ATCC25611T atthestrainlevel.LaneS)DNA marker,1) ATCC
33277T,2) ATCC53978,3) ATCC49417,4) ATCC
49046,5) ATCC25611T,6) ATCC33563T,7)
ATCC 35406T,8) ATCC 43037T,9) ATCC 43717,
10) ATCC 43718, 11) ATCC
33384T,12) ATCC 10953,13) ATCC 23726,14)
ATCC 25586,15) ATCC 49256,16) ATCC 51190,17)

ATCC 33392T,18) ATCC 7901,19)
ATCC29241T,20) ATCC29242,21) ATCC33389T.

Pi34-F1 

and 

Pi34-R1

Pi34-F2 

and 

Pi34-R2

Pi34-F3 

and 

Pi34-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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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SpecificitytestofPCRwith3primersetsandthegenomicDNAofclinicalisolatesof
and fortheidentificationof ATCC 25611T atthe

strainlevel.LaneS)DNA marker,1) ATCC 25611,2)
ChDC KB2,3) ChDC KB14,4) ChDC KB19,5)

ChDCKB29,6) ChDCKB53,7) ChDCKB5,8)
ChDC KB6,9) ChDC KB50,10) ChDC

B270,11)sterilizeddeionizedwater(negativecontrol).

Pi34-F1 

and 

Pi34-R1

Pi34-F2 

and 

Pi34-R2

Pi34-F3 

and 

Pi34-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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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Sensitivity testofPCR with 3 primersets forthe identification of
ATCC ATCC 25611T at the strain level.The PCR reactions were

electrophoresedin1.0% agarosegel.1through7,purifiedgenomicDNA seriallydiluted
10-foldfrom 4ngto4fg.LaneS)DNA marker,1)4ng,2)0.4ng,3)40pg,4)4pg,
5)0.4pg,6)40fg,7)4fg.

Pi34-F1 
and 

Pi34-R1 

                                  

Pi34-F2 
and 

Pi34-R2 

                                  

Pi34-F3 
and 

Pi34-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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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안안안

본 연구는 ATCC49046및 ATCC25611T에 대한 균
주-특이적 DNA 프로브들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균주-특이 동정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Pig3DNA 프로브가 ATCC49046에 대한 균주 특
이성을 갖고,Pi29및 Pi34DNA 프로브들은 ATCC25611T에 대한 균
주 특이성을 갖는다는 것을 임상분리 균주들의 genomicDNA를 이용한
Southernblotanalysis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1,2,3).
또한 이들 DNA 프로브들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제작 및 설계한 Pig3PCR

프라이머들은 ATCC 49046에 대한 균주 특이성을 갖고,Pi29및 Pi34
PCR프라이머들은 ATCC25611T에 대한 균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PCR를 실시하여 검증할 수 있었다(Fig.5,6,8,9,11,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PCR프라이머들을 이용한다면 치주질환의 병인론 연

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ATCC49046및 ATCC
25611T 균주들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동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즉,균주
를 보존하고 이를 이용하는 동안 균주의 사멸 또는 다른 세균에 의한 오염 등을 판단
하는 데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DNA 프로브법이 세균의 아종뿐만 아니라 균주 수준까

지 동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12)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으로 같은 균종에 속하
는 균주들 간에도 유전자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실제로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나 PCR프라이머가 개발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Matheson등16)은 균주의 repetitivesequence를 바탕으로

한 PCR(rep-PCR)를 시행하고,이들 PCR 증폭물을 클로닝한 다음 각각의 증폭물을
DNA 프로브로 하여 Southernblotanalysis를 시행하여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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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이러한 rep-PCR법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무작위 클로닝법과 Southern
blotanalysis법에 의한 DNA 프로브법처럼 클로닝된 DNA 프로브의 개수 만큼
Southernblothybridization을 시행해야하는 단점이 있고,rep-PCR에 의해 증폭되는
증폭산물의 개수와 크기에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그러므로 균주-특이 DNA 프로
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DBH 검색법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후보 DNA 프로브들을
얻고,이들 DNA 프로브들을 Southernblothybridization으로 이차적으로 균주 특이성
을 검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Brandt와 Alatossava4)는 균종의 phage-관련 핵산 염기서

열을 바탕으로 3균주(GG,E-97800및 Lc705)에 대한 균주-특이적 PCR 프라이머를
개발하여 보고하였다.이러한 방법은 균주 특이성을 갖는 프라이머를 쉽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phage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균종 혹은 균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그러므로 세균 genomicDNA를 이용한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의 개
발과 이들 DNA 프로브들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균주-특이적 PCR프라이머를
개발하는 방법이 모든 균종 및 균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Pig3의 핵산 염기서열을 미국립보건원의 데이터 뱅크(http://www.ncbi.nlm.nih.gov/

BLAST/)를 사용하여 아미노산 염기 수준(BLASTX)에서 상동성 검색을 한 결과,
TypeIsite-specificrestriction-modificationsystem,R(restriction)subunit및 related
helicases(Genebanknumber:ZP_00162989)로 307개 아미노산 잔기 중 132개가 일치
하여 42%의 상동성이 있었다.
Pi29는 ( )의 surfaceantigen bspA(Gene

banknumber:AAC82625)와 184개 아미노산 잔기 중 65개가 일치하여 35%의 상동성
이 있었다.이 유전자는 의 fibronectin에 관련된 유전자로 숙주의 면역기능
조절에 관여하거나 부착에 관여하면서 집락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Pi34는 첫 번째로 특이적(site-specific) 유전자 삽입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transposase(Genebanknumber:AAO79649)로써 241개 아미노산 잔기 중 176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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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73%의 상동성이 있었다.두 번째는 phage에서 만들어 지는 site-specific
integrase에 의하여 hostchromosome의 특정 부위에 genome의 삽입에 관여하는
putativephageintegrase/recombinase(Genebanknumber:CAH07542)와 238개 아미
노산 잔기 중 142개가 일치하여 59%의 상동성을 보였다.
현재 17균주에 대한 핵산 염기서열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개된다면 본 연구에서 소개된 3가지 DNA 프로브들에 암호화된 유전자들의 기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Pig3DNA 프로브는 ATCC 49046에 균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Pi29와 Pi34DNA 프로브들은 ATCC25611T

에 대해 균주 특이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Pig3,Pi29및 Pi34
DNA 프로브들의 핵산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설계 ⋅ 제작된 PCR프라이머는 정확하
고 신속하게 균주 수준에서 동정하고 분류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ATCC49046및 ATCC25611T 균주들의 보존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이
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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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ATCC49046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인 Pig3,그리
고 ATCC 25611T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인 Pi29와
Pi34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한국인의 구강 내에서 분리⋅검출된
와 의 genomicDNA를 추출하여 dIII또는 I제한효소로 절단
한 다음 Southernblotanalysis로 균주-특이적 여부를 검증하고,이들 DNA 프로브들
의 핵산 염기서열을 결정하며,균주-특이적 PCR프라이머를 제작하고 PCR를 시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1.Pig3DNA 프로브는 1,074bp의 핵산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고, dIII및 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표준균주와 한국인에서 분리한 임상균주의 Southern blot
analysis결과에서 ATCC49046에서만 양성반응을 보였다.균주-특
이적 PCR프라이머를 설계 및 제작하여 PCR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ATCC49046에서만 PCR증폭물을 얻었다.

2.Pi29및 Pi34DNA 프로브는 1,787bp및 2,146bp의 핵산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고,
dIII및 I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표준균주와 한국인에서 분리한 임상균주의

Southernblotanalysis결과에서 ATCC 25611T에서만 양성반응을
보였다.균주-특이적 PCR프라이머를 설계 및 제작하여 PCR법을 시행한 결과에서
도 ATCC25611T에서만 PCR증폭물을 얻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Pig3,Pi29및 Pi34DNA 프로브들 및 이들의 핵산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설계 및 제작된 PCR프라이머들은 치주질환의 병인론에서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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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표준균주인 ATCC25611T와 참고균주인 ATCC49046을 균
주 수준에서 신속하게 검출 및 동정할 수 있어 이들 균주들의 보존적 측면에서 유용하
게 이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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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초초초록록록)))

AAATTTCCCCCC222555666111111과과과
AAATTTCCCCCC444999000444666균균균주주주---특특특이이이 동동동정정정법법법 개개개발발발

김김김 미미미 광광광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국국국 중중중 기기기)))

본 연구에서는 를 균주 수준에서 검출 및 동정할 수 있는
ATCC49046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인 Pig3,그리고
ATCC25611T에 대한 잠재적 균주-특이적 DNA 프로브인 Pi29-L과 Pi34

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이들 DNA 프로브들의 핵산 염기서열을 결정하고,한국
인의 구강 내에서 분리 및 검출된 와 임상분류 균주의
genomicDNA를 추출하여 dIII또는 I제한효소로 절단한 다음 Southern
blotanalysis로 균주-특이적 여부를 검증하였다.그리고 프로브들의 핵산 염기서열을
결정하고,균주를 동정할 수 있는 균주-특이적 PCR 프라이머를 설계 및 제작하여
PCR법을 시행하였다.Pig3DNA 프로브는 1,074bp의 핵산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고,
dIII및 I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표준균주와 한국인에서 분리한 임상균주의

Southernblotanalysis결과에서 ATCC49046인 참고균주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였다.그리고 균주-특이적 PCR프라이머를 설계 및 제작하여 PCR법을 시행
한 결과에서도 ATCC49046인 참고균주에서만 밴드가 보였다.Pi29및
Pi34DNA 프로브는 1,787bp및 2,146bp의 핵산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고, dIII
및 I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표준균주와 한국인에서 분리한 임상균주의 Southern
blotanalysis결과에서 ATCC25611T인 표준균주에서만 양성반응을 보
였다.그리고 균주-특이적 PCR프라이머를 설계 및 제작하여 PCR법을 시행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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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ATCC 25611T인 표준균주에서만 밴드가 보였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Pig3,Pi29및 Pi34DNA 프로브들은 ATCC25611T 및

ATCC49046을 균주 수준에서 신속하게 검출 및 동정할 수 있어 이들 균
주들의 보존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이용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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