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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find a new antimicrobial bacterium, we performed screening for antimicrobial activity of 
bacteria isolated from the eggs of a sea hare. The newly identified strain was designated as Phaeobacter 
inhibens KJ-2, based on the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and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A col-
ony of P. inhibens KJ-2 showed a circular and  ruler-like smooth form at the edge, and a brown color. 
However, when maintained with a longer incubation time, its coloring was transformed into dark 
brown. From the result of SEM, P. inhibens KJ-2 is a bacillus which has a length of 0.8~1.0 μm and 
a width of 0.4~0.6 μm. The optimal growth and antimicrobial activity were observed by shaking the 
culture for 24 hr at 20℃, which showed potent activity against pathogenic bacteria including Vibrio 
logei, Vibrio campbellii, Vibrio mimicus, Vibrio vulnificus, and Vibrio salmonicida. The antimicrobial activity 
wa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produced acylated homoserine lactones (AHLs). Therefore, we sug-
gest that production of antimicrobial materials from P. inhibens KJ-2 is regulated by Quorum sensing 
(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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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류 질병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항생제를 처

리하고 있으나, 이런 항생제의 사용은 양식 어업인들에게 경

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내성균 출현과 약품잔류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다[12, 14]. 또

한 백신을 처리하여 어류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광범위한 질병제어가 어렵고, 백신투여과정이 번거로울뿐더

러 혼합 감염에 대한 효과적 백신이 없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류질병의 생물학적 제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1]. 실제로 항균활성을 갖는 많은 

해양 세균들이 해수, 해조류, 플랑크톤 등 광범위한 해양 서식

지로부터 분리되고 있다[7, 15, 17]. 이런 해양 환경으로부터 

분리 된 몇몇 해양세균은 항균활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류

질병 세균의 생물학적 제어에 대한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9]. 어류질병 세균을 제어하는 균으로 어류로부터 분리된 

Pseudomonas fluorescens는 Aeromonas salmonicida의 성장을 억

제할 뿐만 아니라, Channel catfish의 Sarprolegniosis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3, 24]. 이 밖의 

Vibrio ordalii 등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Vibrio alginolyticus를 

생물 전구체(Probiotic strain)로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1]. 

이렇듯 해양에서 분리한 미생물 가운데 많은 항균물질을 

생산하거나 생육저해물질을 갖고 있는 미생물을 생물방제 및 

수산양식분야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군소 알로부터 분리 된 

균주의 생육 특성 및 항균물질의 생산 특성을 확인하고, 어류

질병 세균인 다양한 Vibrio 균들에 대한 항균력을 확인하고, 

이들 균주 유래 질병을 예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방법

균주 분리  배양 

제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군소알을 샘플수거용 위생백인 

Polyprolene bag (DAIHAN, KOREA)을 이용하여 무균적으

로 채집하여 4℃를 유지하면서 실험실로 운반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채집된 군소알 약 1 g을 멸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단계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Marine Agar (MA, 

Difco., USA)에 100 ul 도말 한 후 25℃와 30℃에서 5~7일간 

각각 배양하였다. 배양 후 특징적으로 형성된 colony를 선별하

여 순수 분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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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trains and growth conditions used for antibacterial experiments

Strain Growth conditions

Gram

negative bacteria

Vibrio parahaemolyticus KCCM 11965

Vibrio vulnificus KCTC 2962

Vibrio campbellii KCCM 41986

Vibrio. mimicus KCCM 42257

Vibrio. salmonicida KCCM 41663

Nutrient Agar (Difco 0001) with 3% NaCl, 37℃

Marine Agar (Difco 0979), 26℃

Marine Agar (Difco 0979), 25℃

Marine Agar (Difco 0979), 37℃

Trypticase soy agar with 1% NaCl, 26℃

항균 활성 측정

분리 균주의 항균활성은 Agar well diffusion 방법을 참고

하여 수행 하였다[20]. Muller Hinton Broth (MHB, Difco., 

USA)를 사용하여 25℃에서 24시간 배양 한 피검균을 멸균 생

리 식염수를 이용하여 MacFland No. 0.5 농도로 균 현탁액을 

제조한 후, Muller Hinton Agar (MHA, Difco., USA) 배지에 

도말 하였다. 여기에 직경 6 mm의 Cork borer를 이용하여 

배지에 well을 만들고 분리된 균의 배양액을 70 ul을 분주한 

후 25℃에서 12~24시간 배양하여, 형성된 생육저지대(Clear 

zone)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균의 배양액은 원심분리(12,000 

rpm, 4℃, 15 min)하여 pellet은 버리고 얻어진 supernatant는 

0.2 um pore size filter를 통해 제균 시켜 사용하였다. 어류 

질병세균은 생물자원센터(KCTC)와 한국미생물 보존센터

(KCCM)에서 각각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Table 1).

분리 균주의 동정 

16S rRNA 유 자 염기서열 분석

16S rRNA 유전자 분석은 DNA Extract kit (Bioneer, Korea)

를 사용하여 chomosomal DNA를 분리 하였으며 Bacterial 

16S rDNA universal primer를 이용하여 16S rDNA를 증폭시

켰다. 합성된 oligonucleotides의 각각의 primer는 forward 

primer (27F): 5'-AGAGTTTGATCCTGGCTCAG-3' reverse 

primer (1492R): 5'GGTTACCTTGTTACGACTT-3'의 염기서

열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0.5 uM primer, 200 uM deoxy-

nucleoside triphosphate, Taq DNA polymerase (Bioneer, 

Korea) 3 ul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조건은 

30cycle 동안 94℃에서 45초 denaturation, 50℃에서 45초 an-

nealing, 72℃ 45초간 extension 하였으며 증폭된 PCR product

는 1% agarose (Agarose LE, Promega co., USA) gel을 0.5 

ug/ml ethidium bromide (sigma-aldrich., USA)로 염색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ABI prismTM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V.3.1 (Fluorescent dye terminators meth-

od)와 ABI 3730XL, capillary DNA Sequencer를 사용하여 

PCR Product의 염기 서열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밝혀 진 염

기서열은 NCBI (National Center Biotechnology Information)

의 BLAST (Basic Local Aligment Search Tool)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종족 계통  분석

분리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과 함께 유사성이 높았던 

Phaeobacter sp. 와 관련된 분류군의 16S rDNA 유전자 염기서

열과 함께 Clustal W software를 사용 하여 배열하였다. 계통

도는 distant의 근간을 neighbor-jointing 방법을 이용하여 작

성하였다[25].

형태학  분석

분리 균주의 집락의 형태, 크기, 색깔 등은 MA 배지를 통해 

관찰 하였으며, 균주의 정밀한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y (SEM, JSM-6700F 

JEOL Ltd.)를 통해 관찰하였다[21]. 멸균된 0.2 um filter를 배

지에 올려 그 위에 균을 접종하고, 균이 성장하면 filter를 차가

운 2.4% glutaraldehyde에 담 구어 전 고정시킨 후, 0.1 M 

phosphate buffer로 2~3회 이상 세척하였다. 이를 2% osmium 

tetroxide 용액에 1시간 동안 방치 하여 고정 시킨 후, ethyl-

alcohol 40, 50, 60, 70, 80, 90, 100%의 순서로 각각 1시간 동안 

탈수 시켰다. 탈수 시킨 filter를 isoamyl acetate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시료를 치환시켰다. 액체 CO2로 isoamyl acetate를 

날리고, 금박을 입혀 SEM으로 관찰하였다. 

분리 균주의 항균활성 특성

배양조건에 따른 균의 생육도와 항균물질의 생산능

분리된 균주를 전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후 MB배지에 100 

ul 접종한 후, 20℃에서 120시간 동안 각각 진탕 배양과 정치배

양을 하였다. 배양 중 배양액의 일부를 취하여 660 nm에서 

Optical density (OD)을 측정하여 생육도를 관찰 하였으며, 배

양액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항균 활성을 측정 

하였다.

분리 균주의 신호물질(AHL) 

신호물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bioassay법을 참고하여 수행

하였다[5, 20]. 신호물질 탐색 균주 Agarobacterium tumefacience 

NT1 (pDCI4IE33)은 부산대학교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으

며, 배지는 AB minimal medium (ABMM)을 사용하였다

(Table 2). Agarobacterium tumefacience NT1 (pDCI4IE33) 균주

에는 gentamicin 15 ug/ml을 첨가 하였으며, X-gal은 20 mg/ 

ml stock으로 하여 최종 농도를 40 ug/ml로 사용하였다. 

Agarobacterium tumefacience NT1을 0.2% mannitol이 함유

된 ABMM에서 30℃에서 액체 배양 후 AB minimal soft agar 

(0.75% agar)에 균을 희석하고, 여기에 X-gal (40 ug/ml)을 넣

어, AB minimal agar (1.5% agar) plate에 overlay하였다.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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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Fig. 1. Screening of antimicrobial activity for Phaeobacter inhibens KJ-2 against Vibrio anguillraum KCTC 2711. (A) Result of 1st 

selection and (B) result of additional selection. The clear zones produced by Phaeobacter inhibens KJ-2 were observed in specific 

regions of each panel.

Table 2. Components of minimal medium for autoinducer bio-

assay (AB) from Agrobacterium tumefaciens NT1 

(pDCI4IE33)

PO4(20X)1

Salts (20X)2

Manitol 0.2%

Distilled water

50 ml

50 ml

2 g

990 ml

1PO4(K2HPO4 60 g, NaH2PO4 20 g)/L, 2Salts (NH4Cl 20 g, MgSO4· 

7H20 6 g, KCl 3 g, CaCl2 0.2 g, FeSO4·7H2O 50 mg)/L, pH 7.0 

Fig. 2. Neighbour-joining tree based on nearly complete 16S 

rDNA sequences, showing relationships among mem-

bers of the α-Proteobacteria. Numbers at the nodes are 

levels of bootstrap support (%), based on neighbour- 

joining analyses of 1,000 resampled datasets. Rhodobacter 

aestuarii (AM748926) was used as an outgroup. Bar, 0.1 

nucleotide substitutions per position. 

가 굳은 다음 hole을 만든 후 P. inhibens KJ-2 supernatant을 

60 ul loading 하였다.

 

결   과

항균 물질 생산 균주 분리  동정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군소알을 채집하여 

단계희석법을 통해 평판 도말법으로, MA 배지에 접종하여 

20℃, 25℃에서 5~7일간 배양하여 특징적인 집락을 갖고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균주를 분리 하였다(Fig. 1). 

16S rRNA 서열과 α-Proteobacteria 9종의 유전자 data를 

이용하여 Neighbor-Joining 방법에 의해 계통수를 나타내었

다(Fig. 2). 계통수의 진화적 관계를 분석 한 결과 Phaeobacter 

sp.에 포함 되었으며, Phaeobacter inhibens와 매우 높은 상동성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분리된 균주를 Phaeobacter inhibens 

KJ-2로 명명하였다.

형태학  분석

KJ-2의 형태학적 특성은 고체 배지에서 집락 형태와, SEM

을 통한 방법으로 관찰 하였다. 형성된 집락의 형태는 원형이

었고, 가장자리는 규칙적이고 매끄러운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3). 집락의 색깔은 갈색이었으며, 배양시간이 길어질수

록 집락의 색깔은 어두운 갈색을 나타냈다(Fig. 3A, Fig. 3B) 

[19].

SEM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성을 관찰한 결과 간균의 형

태를 보였으며 길이는 0.8~1.0 um 폭은 0.4~0.6 um로 나타났

다(Fig. 3C).

배양 조건에 따른 균의 생육도와 항균물질의 생산능

KJ-2의 배양조건에 따른 항균 물질 생산능을 알아보기 위해 

생육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진탕 배양의 경우 20시간 까

지 대수기적 성장을 보인 후, 48시간 이후 둔화 되어 정지기에 

도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치 배양의 경우는 24시간 이후 

대수기적 성장을 하였으며, 120시간 이후부터 정지기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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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phological and culture characteristics of Phaeobacter 

inhibens KJ-2

Contents Characteristics

Cell shape

Cell size (um)

Motility

Colony shape

Colony elevation 

Colony margin

Colony surface

Rod with rounded ends

0.8~1.0 and 0.4~0.6 um

Motile

Circular

Convex

Entire

Smooth

BA

C

Fig. 3. Morph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haeobacter 

inhibens KJ-2. Colony shapes at 2 days (A) and 4 days 

(B) post inoculum, and images by SEM (C) of Phaeobacter 

inhibens KJ-2. 

Fig. 4. Examination of growth curve and antimicrobial activity 

for Phaeobacter inhibens KJ-2. ( -□- : Cell growth of shak-

ing culture, -■-: Cell growth of static culture, -◌-: 

Inhibition zone of shaking culture, -◆-: inhibion zone 

of static culture).

B

A

Fig. 5. Detection of acylated homoserine lactones(AHLs) from 

Phaeobacter inhibens KJ-2 by using Agarobacterium tumefa-

cience NT1 (pDCI4IE33). (A) Shaking culture. (B) Static 

culture.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 진탕 배양과 정치배양 모두 접

종 후 4시간 후부터 항균 활성 억제환이 나타났다. 진탕 배양

의 경우 24시간째, 정치 배양의 경우 96시간째에 활성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Fig. 4).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대수 증식기나 정지기에 이차대사산

물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Phaeobacter inhibens KJ-2

의 성상도 비슷한지 확인한 결과, Phaeobacter inhibens KJ-2는 

대수 증식기 이전부터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정지기까지 활성이 증가 하였다[4, 22]. 몇몇 해양세균

의 이차대사산물 생산은 다른 미생물과의 영양학적 경쟁이나 

고체 표면에서의 생육 등에서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18]. 

분리 균주의 신호물질(AHL) 탐색

몇몇 세균의 항균물질 생산은 미생물의 신호전달방법의 하

나인 세포의 밀도 인식을 통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되

는 Quorum-sensing (QS)에 의해 제어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

으며, 실제로 Roseobacter종에서 QS signal이 검출되었다[6, 16].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QS signal인 Autoinducer Type중

이 하나인 AHL (acylated-homoserine lactone) monitor strain

을 가지고 항균 물질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진탕 배양 시 배양 20~24시간째에 AHL이 가장 높은 생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24시간 이후부터 점차 감소되었다. 정

치 배양의 경우 배양 4시간째에 가장 높은 AHL생성능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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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microbial activities of Phaeobacter inhibens KJ-2 

against Vibrio strains

Vibrio sp.
Inhibition zone 

(mm)

Vibrio parahaemolyticus KCCM 11965 

Vibrio fluvialis KCTC 2473

Vibrio vulnificus KCTC 2962

Vibrio campbellii KCCM 41986

Vibrio salmonicida KCCM 41663

Vibrio mimicus KCCM 42257

-

-

17

18

10

17

으며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5). 

이러한 AHL생성능은 항균 활성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

으며, 분리 균주 KJ-2의 경우에도 항균 물질 생산에 QS가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세균 Vibrio spp.에 한 항균 활성

Phaeobacter inhibens KJ-2의 Vibrio sp.에 대한 항균 활성을 

확인하였다(Table 4). Vibrio parahaemolyticus 와 Vibrio fluvialis

를 제외한 나머지 5종에 대하여 항균 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Vibrio vulnificus, Vibrio campbellii, Vibrio mimicus에 대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고   찰

어류 양식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증대로 인해 해마다 어류

질병에 의한 피해는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많은 항균물질을 

생산하거나 생육저해물질을 갖고 있는 해양 세균을 탐색하여 

생물방제 및 수산양식분야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13, 17].

Phaeobacter sp.는 해양 미생물로서 대부분 turbot 유생, 미세

조류, 양식 수조의 벽면 등에서 분리 되고 있으며, 다른 종의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다[23]. 이러한 항균 활

성은 Phaeobacter sp.의 분리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해양 

환경내의 표면과 관련이 있으며, 우수한 biofilm 형성능, 표면

의 우점종 형성 등의 특성들이 항균활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양식업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 시키

는 세균성 어류 질병인 Vibrio anguillarm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으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군소 

알로부터 집락 형태 및 색깔이 특징적인 해양 미생물 Phaeo-

bacter inhibens KJ-2를 분리 하였다. 이 분리 균주는 잠재적인 

어류질병예방 및 치료제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항균 물질의 생산 특성을 배양조건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진탕 배양의 경우 20℃에서 24시간 배양 후, 정치 배양의 

경우 96시간 배양 후 항균 활성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정치 

배양 시 항균 활성이 높은 이유는 몇몇 해양 미생물의 이차대

사 산물의 생산은 다른 미생물과의 영양학적 경쟁이나 고체 

표면에서의 생육 등에서 증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Phaeobacter sp.의 대부분은 해양 생물에 부착 하여 생육하기 

때문에, 생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8]. 

또한 진탕 배양 및 정치 배양 모두 배양 4시간 후부터 생육도

는 낮았으나 항균 물질이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AHLs의 생성

능은 항균 활성과 거의 일치 하였다. 이는 미생물의 항균물질 

생산은 세포의 밀도 인식을 통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 

되는 Quorum-sensing (QS)에 의해 제어가 된다고 알려져 있

으며[6, 13], 분리 균주 KJ-2의 경우에도 항균 물질 생산에 QS

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Phaeobacter inhibens KJ-2는 어류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할 수 있는 균주로 판단되며, 항균 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Phaeobacter inhibens KJ-2의 항균 물질의 안전성 연구 및 항균 

작용기전 연구를 통하여 어류 질병 치료제로서 수산양식업에 

이용 가능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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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해양 생물에서 분리된 Phaeobacter inhibens KJ-2의 항균 활성

김윤범․김동휘․허문수*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과)

본 연구는 양식업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는 세균성 어류질병인 Vibrio anguillarum을 예방하고 억

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군소 알로부터 특징적인 균주를 분리 하였다. 이를 16S rRNA 

염기서열 분석, 형태학적 특성을 통해 균을 동정하여 Phaeobacter inhibens KJ-2로 명명하였다. Phaeobacter inhibens 

KJ-2 균주는 Vibrio sp.에 대해 강한 항균 활성을 갖고 있으며, 항균물질의 생산특성을 배양조건에 따라 검토하였

으며, 그 결과 진탕 배양의 경우 20℃에서 24시간 배양 후, 정치 배양의 경우 96시간 배양 후 항균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탕 배양 및 정치 배양 모두 4시간 후부터 생육도는 낮았으나 항균 물질 생산을 시작하였다. 생육

도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균물질이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QS (Quorum Sensing)의 신호 물질인 AHLs

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AHLs의 생성능은 항균 활성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배양특성을 바탕으

로 항균 활성을 검토한 결과 V. anguillarum외 다른 Vibrio sp.에 대해서도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Vibrio vul-

nificus, Vibrio campbellii, Vibrio mimicus에 대해 높은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