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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균주가 생산하는 항생물질 발효 최적 배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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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use of antibiotics and invasive procedures, infections caused by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MRAB) are increasing. We screened the antibiotic producing strain B-51 for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MRAB 
from the soils and studied the effects of culture medium on the antibiotic production of B-51. The medium conditions for 
maximum antibiotic productivity of B-51 was 2% glycerol, 0.5% soybean meal, 0.01% CaCl2, 0.01% MgSO4․7H2O and 
0.01% KH2PO4 at an initial pH of 6.0, at 30℃ for 7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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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28년 Fleming이 곰팡이로부터 항균작용이 있는 penicillin
을 발견한 이후부터 항생물질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Peppler 
& Perlman 1979), 이후 1942년에 Waksman이 방선균으로부터 

결핵균, 그람 양성 및 음성 균에 유효한 항생물질인 strepto-
mycin을 발견하였다. 항생물질은 미생물이 생성하는 2차 대

사산물로서 다른 미생물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

을 말한다(Yi 등 1997). 지금까지 수천의 항생물질이 발견되

었고, 그 중 상당수는 임상적으로 실용화되어 인류 복지에 기

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새로운 항생물질이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균의 출현과 미해결 상태

의 각종 질병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Yi 
등 1997).

Penicillin의 실용화 이후 주로 방선균을 대상으로 새로운 

항생물질의 탐색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항생물

질은 1만 여종에 이르며, 이 중에서 60% 이상이 방선균으로

부터 생산되고 있다(Umezawa 등 1982). 최근에는 암이나 바

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유효한 물질의 연구도 진행 중이며, 내
성균이나 그람 음성균 등에 유효한 신 항생물질이나 항생물

질의 유도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auhary & 
Hernandez 1997; Park & Sung 1998).

그러나 항생물질의 사용 및 침습적 처치가 많아지고, 면역

억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제내성균이 증가하는 추세이

며, 특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나 

악성종양 환자에서는 다제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multi-
drug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 MRAB)에 의한 유행

이 발생하고 있다(Lim 등 2006; Enoch 등 2008). 현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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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annii가 Pseudomonas aeruginosa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발

견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으로 주목받고 있다(Nakamura 
& Takahashi 2005).

A. baumannii는 호기성 그람 음성 간균으로 다양한 환경에

서 생존하며 집락을 형성한다. A. baumannii는 거의 모든 항

생제에 내재성 혹은 획득 내성을 보일 수 있어 후기 인공 환

기 연관 폐렴을 일으킬 경우 항생제 선택이 제한되며, 경험적 

항생제 치료로 imipenem 또는 다른 β-lactam계 항생제와 amino-
glycoside계의 병합요법이 권장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들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균주가 보고되고 있다(Seifert 등 

199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carbapenem계 항생제에 내성

을 갖는 다제내성 A. baumannii 균주가 병원성 폐렴의 중요한 

원인균이 되고 있다(Park & Hong 2003; Hong 등 2004).
방선균은 특히 2차 대사 산물에 있어서 화학구조의 다양

성과 수가 풍부함으로 인하여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생

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항생물질, 효소, 저해제 등의 2차 

대사 산물을 생산하는 미생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2차 

대사 산물 생산은 그 배양조건 및 배지의 성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Weinberg ED 1974; Bang & Jeong 2009). 본 연구는 광

범위 항생물질에 내성을 나타내는 A. baumannii 균주에 유효

한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방선균 B-51을 토양으로부터 순수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균주의 생산조건을 최적화하여 항생물

질의 생산 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료 및 방법

1. 방선균의 순수분리

전국 각지의 식물 뿌리, 야산 등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방

선균의 분리에 이용하였다. 즉, 토양 시료는 80℃ 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시켜 soluble starch 1%, casein 0.03%, KNO3 0.2%, 
NaCl 0.2%, K2HPO4 0.2%, MgSO4ㆍ7H2O 0.005%, CaCO3 0.002%, 
agar 1.8%(pH 7.0±0.2)를 포함한 방선균 분리 배지에 이를 직

접 뿌려(soil direct method) 30℃에서 4일간 배양하였다. 육안

으로 보아 방선균으로 생각되는 균주를 선별하여 방선균 분

리 배지에 사면 배양하여 4℃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2. 항생물질 생산균의 선별

1) 1차 선별

분리된 균주를 soluble starch 2%, yeast extract 0.3%, peptone 
0.2%, K2HPO4 0.01%, MgSO4ㆍ7H2O 0.01%, agar 1.8%(pH 7.0± 
0.2)를 포함한 배지(이하 발효 배지)에 획선법으로 접종하여, 
30℃ 배양기에서 4일간 배양한 후 이 배지에 시험균주인 A. 
baumannii 균을 streaking하고 37℃ 배양기에서 18시간 더 배

양하여 항균 활성이 뛰어난 12개의 균주를 1차 선별하였다.

2) 2차 선별

1차 선별된 균주를 발효 배지에서 agar을 제외한 액체배지

로 하여 각각 30℃에서 4일간 진탕배양한 후 거름종이(Whatman 
No. 2)로 여과하였다. 배양 여액 50 ㎕를 paper disc에 각각 

분주해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BHI(Brain Heart Infusion, Difco) 
agar plate에 시험균을 cotton tip으로 2번 cross streaking 후 각

각의 paper disc를 plate에 올려  확산과 동시에 37℃ 배양기에

서 8～12시간 배양하여 clear zone의 크기를 측정하여 3개의 

균주를 2차 선별하였다.

3) 3차 선별

2차 선별을 통해 분리된 3균주를 다시 3번씩 발효 배지로 

액체배양하여 paper disc법을 통해 항균 활성이 우수하고, 액
체배양 시 peppet가 작고, pigment 생성이 적은 균 하나를 최

종 선별하여 B-51이라 명명하였다.

3. 항균 활성의 측정

항생제의 항균 활성은 A. baumannii 균을 시험균으로 사용

하였다. 최종 선별된 균주 B-51을 1차 선별 시와 동일한 배지

에서 배양하여 배양 여과액 50 ㎕를 paper disc에 각각 분주해

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생산된 항생물질의 항균력은 paper 
disc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BHI(Brain Heart Infusion, 
Difco) agar plate에 시험균을 cotton tip으로 2번 cross streaking 
후 각각의 paper disc를 plate에 올려 확산과 동시에 37℃ 배양

기에서 8～12시간 더 배양하여 clear zone의 크기를 측정하였

다.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B-51 균주를 200 ㎖ 삼각 

플라스크에 3개씩 발효 배지에서 액체배양하여, 실험상 오차

를 제외한 평균값을 취하였다. 접종량을 같게 하기 위하여 

Tween 80이 소량 첨가된 멸균수에 B-51 포자를 희석하고, 이 

액을 살균한 micropipet으로 0.5 ㎖씩 접종하였다. 그리고 항

생물질의 활성은 각 시험균마다 대조군을 정하여 상대 활성

(relative activity)으로 나타내었다.

4. 균체량의 측정

배양액을 거름종이로 거르고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100℃에서 24시간 건조한 다음 건조중량을 측정하여 dry cell 
weight(DCW) ㎎/100 ㎖로 나타내었다.

5. Final pH의 측정

액체배양이 끝난 B-51의 배양액을 거른 여과액의 pH를 실

온에서 측정하였다. pH meter기의 probe는 배양액을 달리할 때

마다 증류수로 세척 후 pH 값의 변동이 적은 값을 취하였다.



Vol. 23, No. 1(2010)           다제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에 유효한 방선균 B-51의 탐색 65

6. 선별균과 시험균의 보존

B-51 균주는 발효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4℃ 냉장 보관하

고 3달에 한번씩 계대 보존하였다. 시험균은 강남 성모병원

에서 분양받은 다제내성 A. baumannii 균을 BHI broth 배지 

20 ㎖에 항생제 cefotaxim(CTX) 50 ㎍을 첨가하여 37℃에서 

18～24시간 진탕배양하였다. 2주일에 한번씩 계대배양하였

고, 감수성 시험도 매번 행하였다. 감수성 실험 시 사용되어

지는 항생제는 Pseudomonas sp.의 원내 감염 시 처리되는 항

생제를 사용하였고, paper disc를 통하여 기존의 최소발육 억

제 농도와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탄소원의 영향

각종 탄소원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발효 배지에 

soluble starch 대신 각종 탄소원을 2%로 첨가하고 100 ㎖ 삼각 

플라스크에 20 ㎖씩 분주하여 pH 7.0으로 조절하였다. 이 배

지를 고압증기 멸균하고 B-51 포자를 접종, 30℃에서 4일간 

진탕배양 후 A. baumannii을 시험균으로 한 paper disc법으로 

항균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glycerol를 100으로 했을 때, 
soluble starch 90%, Arabinose 72%, Mannose 68%, Dextrin 62% 
순으로 그 상대 활성을 나타내었다. Glucose, lactose, sucrose 
등에서는 항균 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균의 생

육은 cellulose가 645 ㎎%로 가장 잘 자랐으나 항균 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glycerol, soluble starch에서도 생육

이 좋았는데, 각각 520 ㎎, 505 ㎎ 순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Glycerol을 농도별로 달리 첨가하여 항균 활성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첨가 시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을 보였다.
Ruichi 등(1994)은 MRSA에 항균력을 갖는 Streptomyces 속

에서 분리한 aldecalmycin 생산에 2% galactose와 2% dextrin이 

우수한 탄소원이라고 보고하였고, Masayuki 등(1995)은 방선

균으로부터 naphthoquinone 생산에 2% dextran과 2.0% glycerol
이, 그리고 Katsuhisa 등(1995)은 Streptomyces violaceusniger로

Table 1. Effect of glycerol concentration on the antibiotic production of B-51

Conc. of glycerol(%) Relative activity(%) Cell growth(DCW, ㎎/100 ㎖) Final pH
0  20  70 9.5
1  95 320 4.5
2 100 315 4.3
3  45 335 4.8
4  40 405 5.1
5  25 410 5.0

Each concentration of glycerol was added fermentation medium and cultivation was carried out for 4 days at 37℃ with shaking.

부터 항생물질인 BE-24566B의 생산에 2% potato dextrin과 

0.2% glucose가 가장 우수한 탄소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등과 상이한 결과는 똑같은 방선균이라 할지라

도 균주마다 적합한 탄소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2. 질소원의 영향

항생물질 생산에 미치는 질소원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서 탄소원으로 glycerol 2%로 하는 발효 배지에 각종 유기 및 

무기 질소원을 0.5% 첨가하여 100 ㎖ 삼각 플라스크에 20 ㎖
씩 분주, pH 7.0으로 조절하고 고압증기 멸균 살균하여 30℃
에서 4일간 진탕배양 후 A. baumannii을 시험균으로 이용한 

paper disc법으로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soybean meal의 상대 

활성을 100%로 하였을 때, tryptone, peptone, yeast extract가 

각각 96%, 82% 및 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기질소원 중

에서는 어떤 것도 항균 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균의 

생육도를 보면 soybean meal 502 ㎎, tryptone 505 ㎎, yeast 
extract 435 ㎎이었다. 무기질소원으로는 (NH4)2HPO4에서는 

375 ㎎이었다(data not shown).
탄소원으로 2% glycerol과 질소원으로 soybean meal을 0～

3%까지 첨가하고 같은 조건에서 paper disc법으로 항균 활성

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0.5%에서 그 활성은 가장 

좋았으나, 생육도는 soybean meal 농도가 0.5% 이상 높아감에 

따라 점점 더 높아졌지만 항균 활성은 더 떨어졌다. 배양액의 

pH 4.2 부근에서 항균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육도

가 높고 항균 활성이 낮을 때는 배양액의 pH가 4.2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6.8이 넘으면서 그 활성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Ruichi 등(1994)은 Streptomyces 속으로부터 aldecalmycin 생

산에는 0.5% yeast extract가 좋은 질소원이라고 하였고, Masayuki 
등(1995)은 방선균으로부터 naphthoquinone 생산에 유기질소

원으로 1% bacto-soybean과 0.3% yeast extract가, 그리고 무기

질소원으로는 0.2%(NH4)2SO4가 양호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yeast extract에서는 48%의 항균 활성을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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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soybean meal concentration on the antibiotic production of B-51

Conc. of soybean meal(%) Relative activity(%) Cell growth(DCW ㎎/100 ㎖) Final pH
0   0 100 6.2

0.5 100 486 4.2
1.0  82 510 4.5
1.5  56 522 6.8
2.0   0 550 7.5
2.5   0 566 8.0
3.0   0 560 8.8

Each concentration of soybean meal was added fermentation medium and cultivation was carried out for 4 days at 37℃ with shaking.

(NH4)2SO4에서는 전혀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탄소원에서와 같이 균주에 따라 질소원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균주가 다른 세균, 즉 Bacillus sp.로부터 항생물질 

생성에 미치는 유기질소원을 검토한 Yoo 등(1999)의 결과에

서도 peptone, malt extract, tryptone, soybean meal순으로 우수

하였다는 보고와도 약간 상이하였다.

3. 금속염 및 인산염의 영향

Table 3. Effect of inorganic salts and phosphorus sources on the antibiotic production of B-51

Inorganic salts(0.01%) Relative activity(%) Cell growth(DCW ㎎/100 ㎖) Final pH
None  88 210 5.28

Na2SO4  65 385 4.89
AgNO3   0 325 5.88
LiSO4  79 496 5.01

MgSO4․7H2O  90 515 4.83
CaCl2 100 505 4.79

MnSO4․4H2O  75 345 4.72
CuSO4․H2O   0 505 6.61

ZnSO4   0 375 6.79
Pb(NO2)․2H2O   0 540 6.24

BaCl2․2H2O  35 625 4.44
FeSO4․7H2O  32 306 4.82

Phosphorus sources(0.01%) Relative activity(%) Cell growth(DCW ㎎/100 ㎖) Final pH
None  70 655 4.06

KH2PO4 100 605 4.48
K2HPO4  85 465 4.40
Na2HPO4  82 530 4.99
NaH2PO4  45 510 4.16

NH4H2PO4  48 465 3.49
(NH4)2HPO4  92 515 4.97

Each concentration of inorganic salts and  phosphorus sources were added fermentation medium and cultivation was carried out for 4 days 
at 37℃ with shaking.

본 균주로부터 항생물질 생산에 미치는 금속염 및 인산염

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탄소원으로 2% glycerol과 질소원 

soybean meal 0.5%로 하여 여기에 금속염 및 인산염을 각각 

0.01%씩 첨가하여 같은 조건에서 배양한 후 항균 활성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금속염으로 CaCl2가 무 첨가

구에 비해 항균 활성에 촉진적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Li2+, 
Mn2+, Na1+ 등은 약간 항균 활성을 저해하였으며, Ag1+, Cu2+, 
Zn2+ 및 Pb2+ 등은 항균 활성을 완전 저해하였다. 인산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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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2PO4가 항균 활성 촉진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
Bang BH(1997)의 방선균 BY-019에 의한 광범위 항생물질 

생산에 Mg2+ 이온이 비첨가구에 비해 22% 정도 항생물질 생

산을 촉진시켰다는 보고와 본 연구 결과와 또한 Mg2+가 항생

물질 생산을 촉진시켰다는 Bang & Ha(1999)의 보고와도 일

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a2+이 항생물질 생산에 촉진

적으로 작용하였고, 인산염으로서는 KH2PO4가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다음 실험에서는 glycerol 2%, 유기질소원으로 soybean 
meal 0.5% 그리고 금속염 및 인산염으로 CaCl2, MgSO4․

7H2O, KH2PO4를 각각 0.01%로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4. 초기 pH의 영향

본 균주로부터 항생물질 생산에 미치는 초기 pH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2% glycerol과 질소원 soybean 
meal 0.5% 그리고 금속염 및 인산염으로 CaCl2, MgSO4․

7H2O, KH2PO4를 각각 0.01%로 첨가한 발효 배지로 pH를 3～
11까지 조절하여 30℃에서 4일간 배양한 결과, Fig. 1과 같이 

pH 6.0에서 항균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때 배양액의 pH
는 3.5로 나타났으며, 균의 생육은 pH 5에서 가장 잘 생육하

였다. 따라서 본 균주는 약산성균으로 추정된다.
방선균은 세균으로 최적 생육 pH가 7.0 부근에서 잘 생육

한다. Ruichi 등(1994), Masayuki 등(1995), Katsuhisa 등(1995) 
및 Bang & Ha(1999)의 연구 등의 방선균에 의한 각 항생물질

의 생산 시에 최적 pH가 7.0 부근이었다는 결과와 본 연구와

의 결과가 상이하였다.

5. 배양 온도의 영향

본 균주로부터 항생물질 생산에 미치는 초기 pH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탄소원으로 glycerol 2%와 질소원 soybean 

Fig. 1. Effect of initial pH on the antibiotic production 
of B-51. Cultivation was carried out for 4 days at 37℃ with 
shaking in each pH and fermentation medium containing  
glycerol 2%, soybean meal 0.5%, CaCl2 0.01%, MgSO4․

7H2O 0.01%, KH2PO4 0.01%.

Fig. 2.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antibiotic production. 
Cultivation was carried out for 4 days at each temperature 
with shaking and fermentation medium containing glycerol 
2%, soybean meal 0.5%, CaCl2 0.01%, MgSO4․7H2O 0.01%, 
KH2PO4 0.01%(pH 6.0).

meal 0.5% 그리고 금속염 및 인산염으로 CaCl2, MgSO4․

7H2O, KH2PO4를 각각 0.01%로 첨가한 발효 배지(pH 6.0)로 

온도를 20～50℃까지 조절하여 4일간 배양한 결과, Fig. 2와 

같이 30℃에서 항균 활성과 생육이 가장 우수하였다.
Ruichi 등(1994), Masayuki 등(1995) 및 Bang & Ha(1999)의 

연구에서도 방선균에 의한 각 항생물질의 생산 시에 최적 온

도가 25～37℃ 부근이었다는 결과와 본 연구와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6. 배양시간의 영향

이상에서 검토한 배지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토대로 항생

물질 생산이 최대인 시간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72시간부터 

Fig. 3. Effect of culture time on the antibiotic production 
of B-51. Cultivation was carried out in each given time at 
30℃ with shaking and fermentation medium containing  
glycerol 2%, soybean meal 0.5%, CaCl2 0.01%, MgSO4․

7H2O 0.01%, KH2PO4 0.01%(pH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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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시간까지 4시간 간격으로 항생물질의 생산성, 균의 증식 

및 최종 pH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72시간부터 항생물질 생

산능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80시간에 도달하여 최고를 이루

었고, 84시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

금까지 관찰되었던 것처럼 final pH 4.0～4.5 부근에서 항균 

활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건조 균체량은 약 550 ㎎/100 ㎖
로 최고 증식량인 650 ㎎/100 ㎖보다는 약간 낮았다(Fig. 3).

Ruichi 등(1994), Masayuki 등(1995) 및 Bang & Ha(1999)의 

72시간 만에 항생물질의 생산이 최고에 도달하였다는 보고

보다 약간 늦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요 약

다제내성균 A. baumannii에 유용한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방선균을 선별하기 위하여 토양에서 분리한 방선균 300여 균

주를 대상으로 항균 활성을 실험하여 그 활성이 가장 뛰어난 

B-51 균주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이 균으로부터 항생물질 생산을 위한 최적 조건을 조사하

기 위하여 발효 배지를 기본배지로 하여 동일조건 하에서 탄

소원, 질소원, 무기염 및 인삼염만을 다르게 하여 항균 활성

을 실험한 결과 glycerol 2%, soybean meal 0.5%, CaCl2 0.01%, 
MgSO4․7H2O 0.01%, KH2PO4 0.01%에서 항생물질 생산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배지 조성에서 초기 pH 6.0, 
배양온도 30℃, 배양시간 76시간 조건 하에서 항생물질 생산

이 가장 많았다.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방선균이 항생물질 생산 

시 배양액의 final pH가 중성 혹은 약 알칼리인 점을 비교해 

볼 때 본 균주인 B-51의 경우 항생물질 생산능이 높은 경우 

final pH 4.0 부근인 산성 pH를 보여 그간의 논문보고와는 상

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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