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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y (HVEM) and electron tomography have allowed for the utilization
of a computerized process in which cellular ultrastructures and macromolecules can be reconstructed into 3-D images. The
use of this technology has been gaining momentum worldwide, and domestically its use is increasing with the recent introduction of HVEM. In the present study, research trends involving electron tomography, especially dealing with domestic
plants, have been reviewed with a focus on cellular tomography. For cellular tomography, 3-D reconstructions of tubular
elements within plastids of CAM and/or C-4 plants were primarily discussed. For macromolecular tomography, the cryoEM function of HVEM was reviewed to examine the dynamics of microtubules subjected to in vitro polymerization. The
application of HVEM and electron tomography will undoubtedly have a major impact on research in the fields of biology,
biochemistry, and medicine; furthermore, there ar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ssible contributions that can be made to
the burgeoning field of nan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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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원적 입체구조 연구의 필요성

세포수준에서의 구조 연구는 여러 유형의 현미경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공초점현미경(laser confocal microscope)의
개발은 단층사진을 이용한 세포의 3차원적 구조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1]. 이는 2차원적 구조분석으로
부터 기인하는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결과 해석에서 야기되
는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하였다. 세포내 미세기관의
구조적 연구는 광학현미경(laser 광원 포함)의 해상력의 한
계로 인하여 투과전자현미경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 이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투과전자
현미경은 100 kV 정도의 저전압을 사용하여 60~90 nm의
매우 얇은 시료만 관찰이 가능하므로, 대개 연구하고자하는
시료의 2차 구조정보는 상당 부분이 지나치게 얇음에 의하
여 소실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로부터 얻어진 2차원적 영
상은 단면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그 해석에 있어 오류

를 범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한다[2,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포 내 초미세구조 연구
에 있어서 시도되고 있는 3차원적 입체구조의 재현은 μm 단
위의 두꺼운 시료를 사용할 수 있어 연구하고자 하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1 MeV (1,000 kV) 이상의 강력한 가속전압을 사용하는 초고
전압전자현미경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HVEM)
으로 해당 구조의 심도 있는 이미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
다[2]. 이들 정보는 이후 computer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처
리 (digital image processing) 기술에 의해 3차원 입체구조로
재현되어 연구된다. 이러한 연구법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
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3-8] 널리 응용되었으며, 최신의 기
법들이 접목되어 현재에는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세
포학적 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연구법에 의해 초기
Golgi-ER transport, mitochondria 등에 재현된 3차원적 입체
구조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구조나 기능 외에 새로운 사실들
이 보고되고 있다[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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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체구조 재현 연구동향

Tomography는 다수의 2차원적 이미지들로부터 3차원적
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의학에서 사용되는 Xray, 핵자기공명 NMR, 초음파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
한 tomography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특히, X-ray crystallography와 NMR 기법은 세포내 많은 생리적 기작에서 관여
하는 단백질의 3차원적 입체구조 분석에 활용되어 그 기능
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
나 HVEM과 Cryo-EM 기능에 의한 세포내 미세소기관의 3
차원적 입체구조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연
구되기 시작하였다. HVEM의 이용은 기존 100~120 kV 정
도의 저전압 전자현미경에서 오는 구조정보의 소실을 거의
완벽하게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고도의 해상력을 지닌 기
기이다. 약 1~2 μm의 두꺼운 시료를 연구할 수 있는 HVEM
및 electron tomography를 통한 초미세 세포영상에 대한 구
조연구에 있어 computer를 이용한 3차원 입체구조의 재현
(3-D reconstruction)은 세포생물학적 연구에서 전 세계적으
로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이 되고 있다[14]. 이러한 기법에
의하면 세포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기관은 물론 거대분자 수
준의 입체구조도 가능하여 세포의 구조적 특성을 갖고 포함
하는 3차구조의 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HVEM을 이용한
초미세 세포영상의 연구에서는 cellular tomography와 macromolecular tomography, 그리고 HVEM의 기능 중 cryo-EM을
이용한 방법을 활용한다[15,16]. Computerized electron tomography는 세포영상의 양면시차(disperity)를 이용한 stereo
관찰의 방법과 연속절편(serial section)을 중첩시켜 외곽선
(contour)을 추출하여 computer에 의해 영상을 3차원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이다. Macromolecular electron tomography는
defocus와 phase contrast 관찰기법을 이용하여 1,000~3,000
여 개의 image를 computation하여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다
[17,18].
최근 국내에서도 소수의 연구자들이 영상연구 분야에 관
심을 갖고 HVEM 및 electon tomography를 통한 초미세 세
포영상의 3차 입체구조 재현 연구에 착수하여 구조와 기능
간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일본, 미국 등과의 해외 공동연구를 통하여 입체
구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생물∙의학 분야에 유
일하게 개방된 초고압전자현미경은 일본 오카자키 국립생리
학 NIPS 연구소의 HVEM으로 우리나라 및 다른 여러 나라
의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2004년부터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KBSI)에 설치된 고가의 HVEM이 가동되기 시작하
여 선별된 user group들이 이용하고 있다. 1 MeV 이상의 고
성능 HVEM의 설치 운영은 생물∙의학 및 공학 분야에서

국가적인 연구 장비로 공동 활용되는 것이 그 목표로 여러
연구팀은 생물∙의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특정 세포 및 조직의 분화 특성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pers comm). Cellular tomography와 macromolecular tomography는 HVEM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를 computer에 의하
여 3차원적 입체구조로 재현해 줄 수 있게 한다. 이때 필수
적인 computer algorithm의 개발은 공학의 디지털 영상처리
분야로 사용하는 algorithm에 따라서 입체적 3차 구조의 미
세구조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HVEM, Cryo-EM
시료제작, 그리고 디지털 영상처리기법 개발 등 뚜렷하게 그
역할이 나뉘어 학제간 연구가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기존의 tomography 분야는 X-ray crystallography나 NMR
과 같은 atomic structure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으나 정해진 분자량보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3차원적 입체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macromolecular tomography 방법은 분자량이 클수록 유리하여 바
이러스의 3차 구조 재현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Cryo-EM
은 액체 질소나 헬륨에 의해 얼려진 시료를 TEM으로 관찰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수용액 상태의 macromolecule 구조
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는 cryo-EM의 기능을 갖는 TEM을 정착시키는데 전력
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Cellular tomography의 IMOD
program 개발로 유명한 대학의 경우에도 macromolecular
tomography를 위하여 새로운 기기들을 접목시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술력 향상으로 cryo-EM에 CCD
camera가 접목되어 데이터 수집이 훨씬 쉬워졌고, 영상처리
기법의 향상은 데이터 획득의 자동화를 가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렬된 데이터는 개발된 algorithm을 통해 3차
원 데이터로 복원되는 과정이 전에 비해 용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진되어 KBSI 본원에 설치된 JEM-ARM
1300S 현미경은 point resolution 0.12 nm, lattice resolution
0.10 nm, 최대 가속전압 1,300 kV, tilting angle ±60�의 1
MeV급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HVEM이다. 전 세
계에는 약 20대 미만의 HVEM이 있으나 생물∙의학 분야
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것은 대략 3대 정도에 불과하다.
KBSI의 HVEM은 생물∙의학 분야에 개방되어 있는 장비
로 user group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computerized 디지털 영
상처리기법을 접목시키면 국내 생물∙의학 분야는 물론 여
러 공학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HVEM, Electron tomography, Cryo-EM 연구
1) CAM, C-4 색소체 결정구조에 대한 토모그래피
(Cellular tomography on the cystalline structures within
CAM or C-4 plastids)

색소체는 식물세포 내 전형적인 세포소기관으로 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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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합성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대사과정을 수행한다[9,19].
특히 CAM (Crassulacean acid metabolism) 광합성을 수행하
는 일부 Sedum 식물에서는 미성숙 생장단계에서 색소체 기
질에 결정체를 형성한다[19,20]. 이들 결정체는 단백질성 전
구물질로 된 구조로 일부 식물이 제한된 조건에 적응하여
CAM 대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효소를 저장하여 공급해주
는 부위라 추정되고 있다. 여러 다육질성 CAM식물의 엽육
세포에서 이러한 결정체들이 보고되고 있지만[21], 이들의
입체구조 특성과 기능에 대하여는 2005년 이후에 연구되기
시작하였다[20-24]. 초고압전자현미경에 의한 엽육세포 색
소체 미세구조의 3차원적 분석 등의 연구로부터 CAM수행
Sedum 엽육조직에 나타나는 결정체가 CAM 대사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의 변화 여부, 분비구조를 이루는 색소체 lamella
의 구조적 특성, 전색소체의 prolamellar body와의 상이성 등
세포내 초미세 구조적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 및 CAM, C-4 식물 색소체내 결정체의 3차원적 구조
분석으로 CAM 대사과정 중의 결정체 변화와 C-4 색소체내
tubular elements의 분화 특성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틸라코이드 막성계와 내막,
tubular elements 또는 기질 내 microtubule과의 구조적 상호
연계성 등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되었던바 색소체 연구에 있어서 이제까지 접근
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세소관 활성과 거대분자 토모그래피
(Macromolecular tomography on microtubule dynamics)

미세소관(microtubule)은 모든 진핵세포에 분포되어 있으
면서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세포내 소기관이다. 이들 구조에 관한 연구는 세포내
에서의 transportation, dynamic instability 관련 분야와 이를
조절하는 cellular factor로 요약될 수 있다[25]. 색소체 내 미
세소관성 구조나 세포골격(cytoskeleton) 구조로서 미세소관
의 조절기작에 관한 한 차원 높은 이해를 위하여 이들을 구
성하는 기본 단위체들의 상호작용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세소관 또는 미세소관성 구조와 기능 간의 정확
한 이해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그 구조를 그대로 연구할 수
있는 cryo-EM의 활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
해서는 interprotein interaction과 confomational features에 대
한 핵심 연구 분야인 macromolecule tomography, 즉 single
particles의 3-D reconstruction 기법의 정착과 동시에 이후에
는 protein conformational dynamics 분야에 적용하여 미세소
관의 역동적 기작을 밝혀내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일부 연구자들이 macromolecular tomography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미세소관의 tomography 3-D 구
조를 연구하여 미세소관 내 protein conformation dynamics
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HVEM, cryo-EM, tomograph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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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목되어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3) 3차 구조 재현을 위한 이미지 처리기법
(Digital image processing for 3-D reconstruction)

HVEM에서 얻어지는 영상은 영상이 형성되는 이론적 모
형(formation model)에 기초하여 그 특성이 분석되어지고 원
하는 투사영상을 얻기 위한 영상 복원과정을 거쳐야 한다.
HVEM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상 formation model은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 이중염색 등을 사용하여 amplitude contrast model에 의해 영상을 얻는 방법과 cryo-EM에서와 같이
phase contrast model에 의하여 영상을 얻는 방법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이중에서 envelop function은 각 HVEM
의 기본적인 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주어진 HVEM
이 관찰할 수 있는 최대 해상력(resolution) 등에 관련되어
있다. 이중염색이나 음영염색 기법에서는 원자량이 높은 물
질을 표본의 형태를 따라 분포를 시킴으로 영상을 얻게 되
는 것이 amplitude contrast model contrast model에 기초한 것
인데, cryo-EM의 경우, negative staining을 위한 이 물질의
첨가가 없으므로 amplitude contrast model에 의한 영상의
contrast 형성은 극히 미약하다. 이 중에서 cryo-EM의 경우
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phase contrast model이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리하면 HVEM에서 영상 formation
model에 근거하여 3차원적 입체구조 재현을 위한 영상처리
를 위해서는 1) defocus에 의한 phase contrast 영상의 왜곡
제거, 2) 여러 defocus 영상을 이용하여 시료 전체의 형태 복
원, 3) 절편시료 및 microtubule 형태에 따른 효율적인 잡음
제거, 4) 절편시료 영상의 registration을 위한 교정 등이 수행
되어야 한다[26]. 위와 같은 cellular tomography 및 macromolecular tomography를 완성시키기 위해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에서는 관찰 대상에 따라 원형에 가까운 3-D 구조상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algorithm의 개발 및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결

론

최근의 연구에서는 위 언급한 cellular 및 macromolecular
electron tomography와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 등이 접목되어
세포내 초미세구조를 3차원적으로 재현하여 구조와 기능 간
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이
러한 기법에 의해 핵심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들은 세포생물
학 분야의 기초분야로 생명공학(biotechnology, BT)이나 나
노공학(nanotechnology, NT), 더 나아가 나노-바이오가 접목
된 NBT 융합 등이 연계된 다른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
는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HVEM 이
용 세포내 미세구조의 3차원적 구조의 재현은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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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또한, HVEM 기능 중 하나인 cryo-EM을 활용한 연구도 단
백질, polymer, 바이러스 등의 연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포내 미세구조의 3차원적 구조의 재
현 electron tomography 연구법이 국내에 정착된다면. 이를
통한 생물학 및 생화학 분야는 물론 의학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분
야에서 나노 3차 구조의 구축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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