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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plate microbial trap (FPMT) was invented as an in situ cultivation device for the isolation of
bacteria from natural environments. FPMT consists of a medium and membrane filters (0.45 μm pore
size) and microorganisms and compounds can be moved freely moved into the medium. This device
was applied to two soil samples of Greenland. The microbial diversity of both soil samples by FPMT
was higher than that by the conventional Petri dish-based method. Moreover, novel bacterial species
were isolated by FPMT. The new FPMT is effective for in situ cultivation of natural samples and could
be applicable to the isolation of uncultivable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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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생물의 생리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생태학적 지위와 기능

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특성을 활용하고 산업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미생물을 분리,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생물

은 통상적인 실험실 배양방법으로 배양이 되지 않는다[2,15].

이러한 사실은 배양되는 CFU (Colony Forming Unit)와 직접

계수했을 때의 미생물 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파악함으로써

밝혀졌으며[4,9], 근래에는 분자생물학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현재의 기술로 배양되

지 않는 난배양성 미생물인 것이 밝혀졌다[10,24,25].

이러한 난배양성 미생물의 배양을 위한 방법으로 배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첨가물질의 추가[7,8], 저농도 영양물질이

포함된 빈영양 배지의 사용[1,16,17] 및 미생물의 배양 시간을

늘리는 등[12,23]의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지만 환경에 존

재하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현존하는 배양

법으로는 배양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요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in situ 배양기술

은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필수요소인 현장의 여러 화합물질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난배양성 미생물의 배양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diffusion Chamber

[5,6,18], hollow-Fiber membrane chamber 등[3]이 있으며 그

결과 난배양성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

만 아직까지 개발된 in situ 배양방법의 종류가 적고, 다른 방법

과 비교해 제작과 배양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어서 계속적인

in situ 배양방법의 개발과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배양성 미생물의 배양과 보다 다양한 미생

물의 분리를 위하여 새로운 trap 형식의 filter plate micro trap

(FPMT) 장치를 이용한 in situ 배양방법을 개발하였다. FPMT

는 토양이나 저질토 같은 시료 위에 설치하여 미생물의 유입

을 덫(trap)과 같이 유도하는 장치로 하단에 설치된 0.45 μm

필터로 인해 적절한 수의 미생물이 유입되는 동시에 그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현장의 화합물질들이 교환될 수 있게 설계하

였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in situ 배양기술인 FPMT를

Greenland의 2가지 토양에 적용하여 미생물을 배양하였으며

통상적인 Petri dish 배양방법과 배양결과를 비교하여 그 효율

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채취

Greenland의 Thule 인근 두 지점(76º 32’ 52. 83”N, 68º 34’

02. 02”W), (76º 33’ 21. 92”N, 68º 39’ 06. 41”W)에서 2010년

8월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첫 번째 지점의 토양시료는 표토에

식물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채취하였으며 입자크

기가 작은 sand의 형태였으며(Sand 지점으로 명명), 두 번째

지점의 토양에는 식생이 잘 발달하였고 토양입자가 silt 형태

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Silt 지점으로 명명).

배지의 조성

통상적인 Petri dish 배양방법과 FPMT에 사용된 배지는

100분의 1로 희석된 Nutrient Broth 이었다. Agar를 Petri dish

방법에는 1.5%, FPMT 방법에는 0.7% 첨가하였다.

Filter plate microbial trap (FPMT)의 제작

FPMT는 토양시료 위에 설치되어 장치의 하부를 통해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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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the UNIFILTER filtration microplate (A) and schematic diagram of one well of FPMT (B).

물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96 well

UNIFILTER filtration microplate (Whatman No 7700-1806,

Germany)를 본체로 사용하였다(Fig. 1A). UNIFILTER filtra-

tion microplate는 가로 12.4 cm 세로 8.1 cm 높이 3 cm의 pol-

ystyrene 소재이며, 96개(8×12)의 독립된 원통형 공간을 가지

고 있으며 각 공간에 최대 약 800 μl 액체를 넣을 수 있다.

이 독립된 공간을 미생물을 배양하는 chamber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chamber는 윗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바닥에는 0.45 μm

pore size의 친수성(hydrophilic) Polyvinylidenefluoride

(PVDF)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필터 밑으로 각 chamber 당

지름 1 mm 크기 한 개의 구멍이 있는 밑판이 부착되어 있어

토양시료가 필터에 과도하게 접촉되지 않도록 되어있다(Fig.

1B). FPMT의 제작을 위하여 UNIFILTER filtration microplate

를 클린벤치 안에서 자외선에 24시간 노출시킨 후 멸균 된

배지(100분의 1로 희석한 Nutrient Broth, 0.7% agar)를 각

chamber 당 500 μl씩 넣어주었다. Negative control은 밑판구

멍을 방수접착제(3M, USE)를 이용하여 막은 것을 사용하였

다. FPMT의 상부에는 공기의 통과가 가능한 cover를 덮어 주

어 상부로부터 오염을 막아주었다.

균주의 배양 및 분리

토양시료를 가로 40 cm, 세로 30 cm, 높이 30 cm 크기의

밀폐용기 안에 10 cm 깊이로 채운 후 그 위에 제작한 FPMT를

3주일 동안 설치하였다. 밀폐용기를 저온 배양기에 넣어 현장

온도로 유지하였고 하루에 한번씩 멸균된 3차 증류수를 공급

하여 토양시료의 습도를 유지하였다. 3주 후 FPMT를 꺼내

cover를 제거한 후 멸균된 loop를 이용하여 각 chamber의 배

지를 상부로부터 약 5 mm 깊이에서 채취하였다. 채취한 배지

를 3 ml 멸균 증류수에 넣은 후 30분 동안 voltex하고, 100

RCF (×g) 속도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여 agar 조각을 침전

시켰다. 상등액을 채취하여 연속적으로 희석한 후 agar plate

에 평판 도말하여 재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태와 크기가 다른

colony를 지점당 30개 선별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FPMT와 결

과 비교를 위하여 보통의 Petri dish 배양을 진행하였다. 채취

한 토양시료 1 g을 멸균 증류수 10 ml에 넣은 후 30분 동안

voltex하였다. 상등액을 채취하여 10배씩 연속적으로 희석한

후 10
2
~10

5
로 희석한 것을 nutrient agar 배지에 0.1 ml 평판

도말하여 3주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태와 크기가 다른

colony를 지점당 30개 선별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분리된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분리한 균주를 동정하기 위하여 16S rRN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다. 균주의 colony를 colony direct PCR을 위

한 template로 사용하였으며, 만약 colony direct PCR이 실패

했을 경우 QIAGEN tissue kit (QIAGEN, Valencia, USA)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한 후 다시 PCR과정을 진행하였다. 16S

rRNA 유전자를 Universal primer (27F; 5’-AGA GTT TGA

TCC TGG CTC AG-3’, 1492R; 5’-GGT TAC CTT GTT ACG

ACT T-3’)를 이용하여 증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ot Start

Taq system (QIAGEN, Valencia, USA)을 이용하였다. 증폭생

성물은 MACROGEN (Maryland, MD, USA)에 sequencing 분

석을 의뢰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으며 BLAST를 이용하여

(www.ncbi.nlm.nih.gov) databases에 수록된 염기서열들과의

유사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전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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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logenetic affiliations of isolates with Petri dish on the basis of 16S rRNA gene sequences

Site Taxonomic group 　 Closest species 　 % Similarity No. of isolates

Sand Actinobacteria 　 Arthrobacter oryzae 　 98-99 4

Flavobacteria Flavobacterium johnsoniae 98 5

Gammaproteobacteria Pseudomonas migulae 99 2

Pseudomonas lini 98-99 13

　 　 Pseudomonas mandelii 　 100 6

Silt Actinobacteria 　 Arthrobacter nitroguajacolicus 　 98-100 2

Flavobacteria Flavobacterium johnsoniae 98-99 13

Flavobacterium saccharophilum 99 2

Gammaproteobacteria Pseudomonas fluorescens 99 1

Pseudomonas frederiksbergensis 100 1

　 　 Pseudomonas mandelii 　 99-100 11

(closest species)를 찾았다.

분리한 균주의 다양성 분석

각각의 배양방법에 따른 분리한 균주들의 다양성을 비교를

하기 위하여 환경 Shannon weaver diversity index, Shannon

weaver evenness index, Simpson diversity index를 구하였다

[20,22].

결 과

각 배양방법으로 분리한 세균의 16S rRNA 동정

두 종류의 토양시료로부터 각각 60개씩(통상적인 Petri

dish 배양방법 30개, FPMT 30개) 균주를 분리하여 동정하였

다. FPMT를 이용한 in situ 배양기술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시료 한 지점당 통상적인 Petri dish 배양방법으로 30

균주, FPMT 배양 방법으로 30 균주를 분리 동정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Petri dish 배양방법으로 sand지점에서

Arthrobacter oryzae, Flavobacterium johnsoniae, Pseudomonas mi-

gulae, Pseudomonas lini, Pseudomonas mandelii 5가지 종의 균주

를, silt 지점에서 Arthrobacter nitroguajacolicus, Flavobacterium

johnsoniae, Flavobacterium saccharophilum, Pseudomonas fluo-

rescens, Pseudomonas frederiksbergensis, Pseudomonas mandelii 6

가지 종의 균주를 분리한 반면에(Table 1), FPMT 배양 방법으

로 sand지점에서 Janthinobacterium agaricidamnosum, Massilia

niabensis, Flavobacterium johnsoniae, Pseudomonas freder-

iksbergensis, Pseudomonas mandelii, Rugamonas rubra,

Pedobacter caeni 7가지 종의 균주를, silt 지점에서 Duganella

zoogloeoides, Janthinobacterium agaricidamnosum, Massilia nia-

bensis, Flavobacterium johnsoniae, Flavobacterium saccha-

rophilum, Pseudomonas antarctica, Pseudomonas freder-

iksbergensis, Pseudomonas mandelii, Pseudomonas meridian,

Rugamonas rubra, Pedobacter caeni 11가지 종의 균주를 분리하

였다(Table 2).

각 배양방법으로 분리한 균주의 다양성

분리한 미생물의 다양성을 보았을 때 두 방법간에 큰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and 지점에서 통상적인 Petri dish 방

법으로부터 3개의 phyla에 속한 5개 종을 분리 하였으며

FPMT 방법으로 4개의 phyla에 속한 7개 종을 분리할 수 있었

다. Silt 지점에서는 Petri dish 방법으로 3 phyla에 속한 6개의

종을, FPMT 방법으로 4개 phyla에 속한 11개의 종을 분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PMT를 이용한 in situ 배양 방법

이 통상적인 Petri dish 배양방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다양한

미생물을 분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객관적으로 두

가지 방법간의 다양성 비교를 하기 위하여 환경 다양성 지표

로 많이 사용되는 Shannon weaver diversity index, Shannon

weaver evenness index 및 Simpson diversity index를 구하였

다(Table 3). Sand 지역에서 통상적인 Petri dish 방법에 의해

분리된 세균의 Shannon weaver diversity index는 4.19이고

FPMT 방법에 의해 분리된 세균의 diversity index는 5. 96으로

후자에 의한 방법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Silt 지역에서

Petri dish 방법과 FPMT 방법에 의해 분리된 세균의 Shannon

weaver diversity index는 각각 3.74, 9.56으로 FPMT 방법으로

분리한 세균의 다양성 지표값이 2.6배 높게 나타났다.

Shannon weaver diversity index 와 마찬가지로 Simpson di-

versity index도 Sand 지점에서 FPMT 방법의 값이 Petri dish

방법의 값보다 1.1 배 높게 나타나고, silt 지점에서 FPMT 방법

의 값이 Petri dish 방법의 값 보다 1.3 배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FPMT 방법으로 분리한 세균의 다양성 지표값이 통상적인

Petri dish 방법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결과는 FPMT 방법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분리할 경우 더욱

다양한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난배양성 미생물의 배양

두 지점에서 각각의 배양방법에 의해 분리된 균주의 염기서

열 분석결과로(www.ncbi.nlm.nih.gov) databases에 수록된

염기서열들과의 유사도를 구하고, 그 분포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두 지점 모두에서 통상적인 Petri dish 방법으로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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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logenetic affiliations of isolates with FPMT on the basis of 16S rRNA gene sequences

Site Taxonomic group 　 Closest species 　 % Similarity No. of isolates

Sand Betaproteobacteria Janthinobacterium agaricidamnosum 97 2

Massilia niabensis 96-98 5 (4)

Flavobacteria Flavobacterium johnsoniae 98 5

Gammaproteobacteria Pseudomonas frederiksbergensis 99-100 3

Pseudomonas mandelii 98-100 10

Rugamonas rubra 97 2 (2)

Sphingobacteria 　 Pedobacter caeni 　 99 3

Silt Betaproteobacteria Duganella zoogloeoides 97 2 (2)

Janthinobacterium agaricidamnosum 96 1 (1)

Massilia niabensis 96-97 5 (5)

Flavobacteria Flavobacterium johnsoniae 99 3

Flavobacterium saccharophilum 99 1

Gammaproteobacteria Pseudomonas antarctica 100 3

Pseudomonas frederiksbergensis 100 2

Pseudomonas mandelii 98-100 3

Pseudomonas meridiana 98-100 5

Rugamonas rubra 96-98 4 (3)

Sphingobacteria 　 Pedobacter caeni 　 99 1

The number in parentheses shows the number of similarity 97 and below.

Table 3. Diversity of isolates

Sample type and method Na nb n/N Hc 1-Dd Ee

Sand

Petri dish 30 5 0. 17 4. 19 0. 75 2. 60

FPMT 30 7 0. 23 5. 96 0. 83 3. 06

Silt

Petri dish 30 6 0. 20 3. 74 0. 69 2. 09

FPMT 30 11 0. 37 9. 56 0. 91 3. 99
a

Total number of isolates.
b Number of OTUs.
c Shannon-Weaver diversity index, calculated as follows: H = -  (lnpi), where pi is the proportion of each phylogenetic group to n.

d
Simpson diversity index, calculated as follows: D = -  

  

e Evenness, calculated as follows from the Shannon-Weaver index: E H/ln n.

균주는 97% 이하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FPMT 장치로 배양한 균주 중에서는 Sand

지역에서 8 균주(27%)가, silt 지역에서 11 균주(37%)가 97%

이하의 유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PMT

를 이용한 in situ 배양기술이 통상적인 Petri dish 방법과 비교

했을 때 난배양성 미생물을 훨씬 높은 비율로 분리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고 찰

각 배양방법으로 분리한 세균의 16S rRNA 동정

토양시료에 새로운 in situ 배양 기술인 FPMT를 적용한 결

과, sand 지역에서 통상적인 Petri dish 방법으로 분리하지 못

한 Janthinobacterium agaricidamnosum, Massilia niabensis,

Pseudomonas frederiksbergensis, Rugamonas rubra, Pedobacter

caeni 총 5종을 추가적으로 분리 할 수 있었고, silt 지역에서

Petri dish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은 Duganella zoogloeoides,

Janthinobacterium agaricidamnosum, Massilia niabensis,

Pseudomonas antarctica, Pseudomonas meridian, Rugamonas

rubra, Pedobacter caeni 총 7종을 추가적으로 분리 할 수 있었다

(Table 2).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배양 방법으로부터 명확히

다른 종류의 세균을 분리 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FPMT를 이

용한 in situ 배양 방법을 이용할 경우 Petri dish 방법과 비교하

였을 때, 분리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Petri dish 방법에서 배양되었지만

FPMT 방법에서 배양되지 않은 종도 비교적 적지만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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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ilarity of bacteria from sand and silt samples

grown in Petri dish and FPMT.

다(Sand 지역: Arthrobacter oryzae, Pseudomonas migulae,

Pseudomonas lini; Silt 지역: Arthrobacter nitroguajacolicus,

Pseudomonas fluorescens). 이 종들은 모두 Arthrobacter와

Pseudomonas 속에 속하는 것으로 보통 이 속에 속한 종들은

상대적으로 생장(growth) 속도가 빠른 r-strategist에 해당하며

따라서 영양분의 공급이 충분한 실험실 배양환경에서 잘 배양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6]. 실험실 배양환경인 Petri dish

방법에서 분리된 위의 종들이 in situ 배양 기술인 FPMT에서

배양되지 않은 이유는 Petri dish 방법에서는 자라지 않은 균

주들이 FPMT에서 자라면서 그 균주들과의 경쟁에 뒤져 배양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미생물

을 분리할 때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통상적인 Petri dish 배양과 FPMT 배양 결과간에 큰 차이점

중 하나로 Betaproteobacteria에 속한 것이 전자의 방법에서

sand, silt 지점 모두에서 분리되지 않은 반면에 후자의 방법에

서 Sand지점 7균주(23%), silt지점 8균주(27%)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etaproteobacteria는 빈영양상태

(low-substrate concentration) [12,14], 휴면상태의 미생물을

깨우기 위해 신호물질을 첨가하는 경우(addition of signaling

compounds) [7,8,13], 현장배양방법(in situ incubation) [6] 등

의 배양환경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위에서 언급

한 특수한 배양 방법들은 흔히 K-strategy라고 불리는 성장이

느린 빈영양을 선호하는 종(slower-growing oligotrophic spe-

cies)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데[5], 실제로 미생물이 존재하는

자연 환경은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실험실 환경이 아닌

빈영양 환경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FPMT를 이

용한 배양방법이 미생물들에게 그들이 존재하던 현장의 환경

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실험실 환경,

즉 통상적인 Petri dish 배양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난배양성

미생물을 얻을 수 있다.

각 배양방법으로 분리한 균주의 다양성

다양한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특수한 배양방

법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특히 시료채취에 어려움이

있는 극한환경이나 오지 같은 곳에서 주어진 기회 안에 미생

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경제적, 시간

효율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료를 채취한

Greenland의 Thule 지역은 연중 평균기온이 -23~4℃로 매우

극한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곳에서 서식하는 미생물

은 새로운 종이거나 새로운 특징을 갖는 등 연구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환경을 갖는 곳은 접근

이 어렵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다양한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배양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실험에서 FPMT를 이용해 분리한 세균의 다양성 지표

는 통상적인 Petri dish 방법과 비교하여 1. 1~2.6배 높게 나타

났다. 이 결과는 FPMT를 이용한 배양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더 다양한 미생물을 분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는데 이것은 FPMT 배양방법이 일반적인 배양 방법과 차별되

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

로 agar plate 배양방법에서 성장이 비교적 빠른 세균들은 배

지의 표면에 biofilm을 생성하면서 넓은 범위로 자라고 그러한

현상이 비교적 성장이 느린 균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5]. 하지만 FPMT 배양에서 미생물은 하단부로

유입되어 agar배지를 통과하여 올라가듯이 자라기 때문에 어

느 한 종이 biofilm을 생성하여 성장이 약한 종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타감 작용(allelopathy)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개로 독립된 FPMT의 chamber는 이러한 효과

를 극대화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in situ 배양에 의해

실험실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 미생물이 FPMT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미생물 다양성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를 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난배양성 미생물의 배양

환경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실험실에서 배양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5]. 실험실의 환경이 그들이 존재

하는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실험실에서

배양할 때 동면하는 생물처럼 휴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13].

이러한 미생물은 분자생물학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10,24,25], 난배양성 미생물

로 분류되어 그것을 분리,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8,12,16,17,23]. 이번 실험에 사용한 FPMT를

이용한 in situ 배양기술은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 아래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난배양성 미생물을 성공적으로 배양 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in situ 배양을 함으로서 미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여러 물질들을 공급할 수 있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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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에 따라 미생물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유기, 무기 화학

물질이 존재하는데[18], FPMT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하부의

0.45 μm filter를 통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따라서 난배양

성 미생물이 자라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둘째로 FPMT

배양장치 하부의 좁은 입구와 0.45 μm filter가 과도한 미생물

의 유입을 막아 난배양성 미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성

장이 빠른 미생물의 다량 유입을 억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

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성장이 빠른 r-strategy 미생물을 격리

하여 난배양성 미생물을 분리, 배양하는 single cell (high

throughput) 배양기술은 이미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11,21].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FPMT

는 비록 single cell 배양기술처럼 엄격하게 미생물 개체를 분

리하지는 않지만 1 mm의 좁은 토양시료가 접촉되는 부분과

0.45 μm filter의 미생물이 통과하는 입구는 미생물의 유입을

최소화 시켰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FPMT에서 발생

하는 확산(diffusion)효과는 난배양성 미생물의 배양을 도왔을

것이다. FPMT 장치 하단의 0.45 μm filter는 화학물질의 유입

뿐만 아니라 배지의 영양분을 방출 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 감소되는 영양분의 농도는 빈 영양을 선호하는

K-strategy 미생물의 성장에 유리하게 적용되었을 것이고 난

배양성 미생물이 K-strategy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3], 이것은 난배양성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었던 원

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in situ 배양 기술과 비교

본 실험에서 FPMT를 이용한 배양 기술은 난배양성 세균을

효율적으로 분리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in situ 배양기술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을 나타내었다. 첫째, 이전 in situ 배양기술

과 비교하여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다. 이미 그 효율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in situ 배양기술인 diffusion chamber, hol-

low-fiber membrane chamber 등의 경우 배양 초기단계에 환

경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그 안의 세균 개체 수를 현미경으로

파악한 후 적절하게 희석하여 재 배양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FPMT의 경우 시료가 접촉되는 1 mm의 좁은 부분

과 0.45 μm의 filter를 통해 현장에서 적절한 수의 미생물을

자동적으로 유입시키는 구조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배양방법이 비교적 간편화 되었다. 또한 소형화하여 한

장치에 다수의 chamber를 병렬로 배치함으로 인해 diffusion

chamber와 같이 한 장소에 여러 개의 장치를 제작, 설치할

필요가 없다. 소형화 된 다수의 chamber를 보유한 in situ 배양

기술로는 hollow-fiber membrane chamber가 있으나 전체적

인 장비의 크기가 매우 크고 특수한 필터를 사용하는 등 제작

과 설치가 까다로워 FPMT를 이용한 배양방법이 훨씬 간편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FPMT의 독립된 chamber로 인해

다양한 배지를 적용할 수 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가지

종류의 배지만 사용하였지만 앞으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배지

를 FPMT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환경에 따라 pH나

염분도 등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목적이 되는 미생물

을 배지를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배양할 수도 있다. 특히 난배

양성 미생물 배양 방법에 사용되는 빈영양 배지와 gellan gum

과 같은 gelling agent를 다르게 첨가한 배지[19] 및 현장시료

추출배지[1] 등을 다양하게, 동시에 FPMT에 접목시킨다면 난

분해성 미생물 분리를 위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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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환경시료에 존재하는 미생물 배양을 위한 filter plate micro trap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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