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전세계적으로 부 양화된 담수 생태계에서는 수온이 상승

함에 따라 식물플랑크톤성 조류에 의한 수화가 발생하고 있

다(Reynolds and Walsby 1975; Ohtake et al. 1989). 특히 산소

발생형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bluegreen algae, 혹은 남조세

균, cyanobacteria)는 우리나라와 같은 온 지역의 담수에서

하절기에 우점하는 표적 수화 원인균으로, 수표면에 스컴

(scums)을 형성하거나 수계의 산소 고갈, 종 다양성 감소,

불쾌한 이취미 발생, 야생동물 또는 수중생물의 생존 위협

등 생태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이나 보건학

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Carmichael 1994; Kiviranta et al. 1991). 또한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방해하고(Schreiter et al. 2001), 수산 양식에 막 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며(Walker and Higginbotham 2000),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Carmichael 1994; Falconer

1994; Jochimsen et al. 1998).

따라서 남조류의 수화와 생장 조절은 인간의 경제활동이

나 수상 레크레이션, 원활한 상수도 공급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Codd 2000; Lee 1989; Reyssac and Pletikisic

1990), 아직까지 수화 발생 지역에 황산동과 같은 광합성 억

제제를 살포하는 방법 이외에는 적극적인 조절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Reyssac and Pletikisic 1990). 하지만 수계에 한

화학물질의 살포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 이외에도 수계

에 분포하는 다른 생물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내

포하고 있다(Lee 1989; Rinehart et al. 1994; Stewart and Daft

1977).

생물학적 처리는 수생태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근

래에 이르러 부 양화와 수화의 조절법으로 많은 관심을 끌

고 있는 분야로서(Lee 1989), 남조류에 한 길항력을 갖는

세균은 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숙주에 해 활

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생물 조절인자로 알려져

있다(Daft et al. 1973; Reyssac and Pletikisic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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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에 의한 남조 Anabaena cylindrica의 분해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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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ysis of a Bluegreen Alga 
Anabaena cylindrica by a Bac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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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m (-), rod-shaped bacterium in size of 1.6-2.8 × 0.4 µm was isolated from a eutrophic reservoir, which
exhibited growth-inhibiting effect against a bluegreen alga (Anabaena cylindrica). This isolate showed positive
reactions for catalase and oxidase, and optimal conditions of 35-40°C and pH 9.0. This isolate was designated AC-1
in this manuscript. In a mixed-culture of A. cylindrica and AC-1, their growth patterns were inversely correlated and
the bluegreen algal vegetative cells completely disappeared within 24-36 hours. AC-1 showed similar lytic activity
in natural water as in an artificial medium. The lytic activity of AC-1 was dependent  on the photosynthetic activity
of A. cylindrica. When observed under phase contrast microscope, the isolate lysed vegetative cells of A. cylindrica in
scattered state in a liquid medium, whereas heterocysts have not been ly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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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생태계에서 수화의 주요 원인생물로 알

려져 있는 Anabaena cylindrica의 생장을 억제하는 세균을 현장

에서 분리하고, 분리세균의 남조류 분해 활성 특성을 측정함

으로써 수생태계에서 남조류의 생장 조절자로서의 적용 가

능한 세균을 확보하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남조류과 분리세균의 배양

남조류를 분해하는 세균을 분리하기 위한 숙주로는

Anabaena cylindrica를 이용하 는데, JM 배지에 접종하여

1,500 lux, 25 ± 1°C, 150 rpm의 조류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분리세균은 JM 배지에 casitone(Difco) 0.2%를 첨가한 JMC

배지(Daft and Stewart 1971; Mitsutani et al. 1987)에 접종하여

30°C 배양기에서 배양하 으며, 진탕배양은 200 rpm의 진탕

배양기에서 실시하 다.

Anabaena cylindrica 분해세균의 분리

남조류 분해세균은 A. cylindrica 배양층에 형성되는

plaques로부터 분리하 다(Daft et al. 1973; Shilo 1970). 한천

0.8%를 함유하는 5 ml의 JM 배지를 멸균하여 50°C 정도로

식히고, 최종 개체수가 106 cells ·ml–1 정도 되게 1 ml의 A.

cylindrica 배양액과 수질 시료 1 ml을 첨가하여 미리 준비한

JM 한천 배지 위에 부어서 고루 펴 굳혔다. 이것을 조류 배

양기에서 배양하면 5-10일 경과 후 초록색의 A. cylindrica 배

양층에 투명 가 형성되었고, 백금이를 이용하여 투명 중

심으로부터 시료를 취하여 JMC 한천 배지에 계 배양하여

순수한 세균 균주를 분리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리한

세균 중에서 A. cylindrica 분해 활성이 뛰어난 균주를 선택하

다. 

혼합배양액에서의 분리세균과 Anabaena cylindrica의 생장

수증식기의 A. cylindrica 배양액을 원심분리(9,000 ×g,

15°C, 15 min)한 후 침전물을 JM 배지로 1회 세척하여 100

ml의 동일한 배지에 4.5×106 cells ·ml–1 되게 접종하 다. 

수증식기의 분리세균을 원심분리(9,000 ×g, 4°C, 10 min)하

여 침전물을 JM 배지로 세척한 후 상기의 A. cylindrica 배지

에 7.0 × 105 cells ·ml–1이 되게 접종하 다. 이 배양액을 조류

배양기에서 배양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취하여

A. cylindrica 세포수와 분리세균의 세포수를 측정하 다. A.

cylindrica 세포수는 혈구계수기를 이용하여 현미경 시야에서

계수하 으며, 분리세균은 JMC 배지에 도말접종하여 형성

되는 콜로니를 계수하 다. 조구로는 분리세균을 접종하

지 않은 A. cylindrica 배양액을 이용하 다.

자연수에서의 분해활성

분리세균이 자연수에서도 A. cylindrica 분해활성을 나타내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주시 남강물을 GF/C 여과지로 여과

하여 멸균한 후 A. cylindrica와 분리세균을 접종하여 조류배

양기에서 배양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A. cylindrica의 세포

수 변화를 측정하 다. 사용한 남강물의 이화학적 요인은

Table 1과 같았다.

분해활성에 미치는 숙주의 광합성의 향

자연수계에서 광합성 생물은 다른 생물의 생장에 많은

향을 끼치는데, 본 실험에서는 숙주인 A. cylindrica의 광합성

활동이 분리세균의 남조류 분해능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JM 배지에서 수생장기에 있는 A. cylindrica를 원심분

리(9,000 ×g, 20°C, 10 min)하여 얻은 세포 침전물을 2회 세

척한 후 동일 배지에 현탁하여 4개의 100 ml JM 배지에 접종

하 다. 이 중 2개의 배지는 aluminum foil로 싸서 빛을 차단

하 으며, 다른 2개의 배지는 조군으로 이용하 다. 각 2

개의 배지 중 1개씩에 분리세균을 접종하여 배양하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A. cylindrica의 세포수을 측정하 다.

Anabaena cylindrica 분해현상의 현미경 관찰

분리세균이 A. cylindrica 세포를 분해하는 작용을 관찰하기

위하여 분리세균과 A. cylindrica를 혼합배양하여 약 6시간 경

과 후 시료를 취하여 위상차현미경(Olympus BX50F-3)로 관

찰하 다. 

결 과

Anabaena cylindrica 분해세균의 분리

각종 시료를 처리한 A. cylindrica 배양층에는 3일 가량 후부

터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하 으며, 300여 개의 plaques로

부터 A. cylindrica 분해세균의 분리를 시도하 고, 이들 중 분

해활성이 가장 우수한 세균을 선택하여 AC-1이라 명하 다.

AC-1은 그람 음성의 막 형 세균으로 1.6-2.8 × 0.4 µm 정도

고, 카탈라제(catalase)와 옥시다제(oxidase) 양성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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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vironmental factors of Nam River water used in this experiment

Factors COD T-N NH4
+-N T-P PO4

–-P

Concentrations(ppm) 3.6 6.114 0.07 0.083 0.035



나타내었다. 또한 AC-1의 적정 생장 조건은 35-40°C, pH 9.0

으로 나타났다(Figs 1, 2).

혼합배양시 AC-1의 Anabaena cylindrica 분해 활성

분리세균과 A. cylindrica를 혼합배양할 경우 두 미생물 군

집은 서로 반비례적으로 성장하 으며, 12시간 경과 후에는

A. cylindrica의 양세포 숫자가 44% 정도로 감소하 고, 24-

36시간 후에는 완전히 소멸하 다(Fig. 3).

자연수에서의 분해활성

분리세균은 멸균한 남강물에서도 실험실 인공 배지(JM 배

지)에서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4). A. cylindrica와

AC-1 균주를 혼합배양했을 경우 12시간 경과 후에는 A.

cylindrica의 양세포 수가 36% 정도 줄었고, 24시간 경과 후

에는 98%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합성의 향

빛이 있는 조건에서 AC-1은 A. cylindrica의 생장을 효율적

으로 억제하는 반면, 빛이 없는 암소에서는 억제 효율이 매

우 낮게 나타났다(Fig. 5). 이러한 결과로부터 분리세균의 남

조류 분해능은 숙주인 A. cylindrica의 광합성 활성에 해 의

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abaena cylindrica 분해현상의 현미경 관찰

AC-1 균주는 A. cylindrica와 독립적으로 배지 내에 산재된

상태에서 숙주인 A. cylindrica의 양세포를 분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형세포(heterocyst)는 분

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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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curves of AC-1 at different temperatures.

Fig. 2. Growth curves of AC-1 at different pH condition.

Fig. 3. Growth curves of A. cylindrica and AC-1 in a mixed-
culture.

Fig. 4. Lytic activity of AC-1 against A. cylindrica in Nam River
water.

Fig. 5. Effect of cyanobacterial photosynthesis on the lytic
activity of AC-1 against A. cylind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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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남조류는 우리나라와 같은 온 지방에서 하절기에 수자원

의 이용에 막 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화의 원인생물로 알려

져 있으며, 이 중 Anabaena sp.는 이취미 물질 뿐만 아니라 간

독소와 신경독소를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vonen et

al. 1990). 이러한 남조류에 의한 수화를 조절하기 위한 각종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생물학적 조절법 개발을 위한 일

환으로 남조류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분해하는 세균에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Shilo 1970; Stewart and Brown

1971; Granhall and Berg 1972; Burnham et al. 1976; Stewart

and Daft 1977; Martin et al. 1978; Sallal 1994; Yoshikawa et al.

2000). 하지만 이들 모든 연구는 실험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자연수계에 한 적용 가능성에 한 연구도 이루

어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수계에 한 적용 가능한

남조류 분해세균을 분리하고자 하 으며, A. cylindrica를 효

과적으로 분해하는 세균을 수 종 분리하 으며, 이들 중

AC-1 균주에 한 연구 결과를 기록하 다. 

본 연구에서 분리한 AC-1 균주는 JM 배지 내에서 A.

cylindrica와 반비례적으로 성장하면서 24-36시간 이내에 A.

cylindrica의 양세포를 완전 사멸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국내에서 분리된 Acinetobacter

johnsonii가 A. cylindrica의 양세포를 완전 소멸시키는데 약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결과와 비교할 경우 남조류 생장 억제

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and Han 2003). 또한

분리세균이 A. cylindrica와 반비례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A.

cylindrica가 분해되면서 분비되는 각종 양원을 세균이 이용

하여 생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Baldi et al.

1997; Hannen et al. 1999). 자연 생태계에서 수중 미생물은

남조류의 생장과 비례적으로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Mitsutani et al. 1987; Daft et al. 1975; Stewart and Daft

1977), 남조류을 분해하는 세균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숙주와 서로 반비례적인 생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AC-1 균주는 실험실에서 조제한 JM 배지에서 뿐만 아니

라 자연수인 남강물에서도 A. cylindrica에 한 높은 분해활

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연수계에 분포하는 세

균이 수화의 조절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

받침할 뿐만 아니라(Lee 1989), 자연에서 분리하여 실험실에

서 배양한 균주도 자연수계에서 수화의 조절자로서의 역할

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세균 제재를 이용한 수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리균주는 A. cylindrica를 분해하는데 있어서 숙주인 A.

cylindrica의 광합성 작용에 해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전의 연구에서 분리한 Moraxella sp. CK-1의 경우는

숙주의 광합성에 의존적이긴 하 지만(Kim and Choi 1998),

빛이 없는 조건에서도 A. cylindrica의 생장을 어느 정도 억제

한 반면 AC-1 균주는 암소에서 A. cylindrica의 생장 억제능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기존에 남조류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Alcaligenes sp.(Martin et al. 1978)와 Flexibacter flexilis(Gromov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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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lytic activity of AC-1
against A. cylindrica. A, Unimpaired A. cylindrica cells; B, A.
cylindrica cells under lysis by AC-1; C, Heterocystes of A.
cylindrica remained after lysis of vegetativ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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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72) Myxobacter sp.(Daft and Stewart 1973; Daft et al.

1975; Shilo 1970) 등은 숙주세포에 부착한 상태에서만 분해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AC-1 균주에 의한 A. cylindrica의 분해

현상을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분리세균이 숙주세

포에 부착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AC-1 균주

는 A. cylindrica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분해하는 물질을 세포

외부로 분비함으로써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또한 A. cylindrica의 이형세포는 세균의 분해작용에 해

내성을 보 는데, 이러한 현상은 양세포와 이형세포의 세

포벽 구성성분 차이(Dunn and Wolk 1970)에 기인한다고 생

각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리한

AC-1 균주는 pH 9.0에서 잘 자라고, 인공의 양염류가 첨

가되지 않은 강물에서도 A. cylindrica의 생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외부로 A. cylindrica의 생장 억제물

질을 분비한다는 점에서 수화의 세균학적 조절자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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