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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 분해성 점액세균 Sorangium cellulosum의 분리

현혜숙·정진우·이한빛·윤진권·이차율·김도희·조경연*

호서대학교 생명공학과 점액세균은행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으로부터 셀룰로오스를 유일한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자라는 591균주의 점액
세균을 순수 분리하였다. 세포, 집락, 그리고 자실체의 모양과 같은 형태적인 특징과 16S rRNA 염기서열은 이들
균주들이 모두 Sorangium cellulosum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생리활성조사는 114균주 중 최소한 20균주가
Candida albicans의 성장을 저해하는 항진균물질을 생산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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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액세균(myxobacteria)은 그람음성 토양세균으로 다양한 이

차대사산물을 생산한다(2, 5, 8). δ-Proteobacteria에 속하는 한

개의 목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5개 과, 17개 속이 알려져 있

으며, 점액세균(7) 중에서 가장 많은 생리활성물질이 발견된

속은 Sorangium 속으로 점액세균에서 분리된 이차대사산물의

46%가 Sorangium 속 균주에서 분리되었다(2). Sorangium 속

은 S. cellulosum으로 명명된 한 개의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 다른 점액세균과 구별되는 S. cellulosum의 특징은 셀룰로

오스를 유일한 탄소원으로 이용해서 자랄 수 있다는 점이다(7).

다른 세균들과 구별되는 점액세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세

포 자실체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다세포 자실체의 형

태와 색은 점액세균의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는

데, S. cellulosum 역시 다른 점액세균과 구별되는 독특한 자실체

를 형성한다(7). 셀룰로오스를 분해하여 자라는 점액세균에는 S.

cellulosum 이외에도 Byssovorax cruenta가 있지만(10) B. cruenta

는 집락의 모양과 색 그리고 자실체 형태가 S. cellulosum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따라서 셀룰로오스 분해성과 독특한 형태의 자

실체 형성은 S. cellulosum 균주의 순수 분리에 중요한 특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까지 다양한 S. cellulosum 속 균주에서 ambruticin,
carolacton, chivosazol, disorazol, eliamid, epothilone, etnangien,

eudesmadien, icumazol, invictolid, jerangolid, leupyrrin, maracen,

maracin, pellasoren, pentacaronic acid, phoxalone, pyrrolnitrin,

ratjadon, ripostatin, socein, sorangicin, sorangiolid, soraphen,

spirangien, sulasoren, sulfangolid, tartrolon, thuggacin, trichangion

과 같은 많은 생리활성물질이 분리되었다(1, 3, 4, 8, 13). 이 중

chivosazol과 etnangien을 생산하는 균주인 S. cellulosum So ce56

의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결과가 2007년 11월 독일 연구그룹에

의해 발표되었는데(11), 균주 So ce56은 위에 나열한 물질 중

chivosazol과 etnangien의 생합성을 위한 유전자군만을 가지며 다

른 물질의 생합성 유전자군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 cellulosum이 균주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이차대사산물을 생산함을 의미한다. 균주 So ce56는 또한 아직

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차대사산물을 생합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6개의 polyketide synthase (PKS)와 nonribosomal polypeptide

synthetase (NRPS) 유전자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S. cellulosum 균주들이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다양한 이차

대사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S. cellulosum So

ce56의 유전체는, 13,033,779 bp로 세균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섬유소분해효소를 포함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할 다양

한 효소들을 암호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와 같이 S. cellulosum 균주들은 이차대사산물 탐색과 유용

효소 개발에서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 자원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으로부터 다

양한 S. cellulosum 균주들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배지 및 배양조건

셀룰로오스 분해성 점액세균의 분리 및 배양에는 ST21,

ST21P, ST21CX, ST21CXP, VY/2 배지를 사용하였다. ST21 배

지는 0.1% K2HPO4, 0.002% yeast extract, 0.1% KNO3, 0.1%

MgSO4·7H2O, 0.02% FeCl3, 0.01% MnSO4·7H2O와 0.1% 미량

원소용액을 넣어 제조하였다(9). 이때 사용한 미량원소용액은 리

터당 MnCl2·4H2O 100 mg, CoCl2 20 mg, CuSO4 10 mg,

Na2MoO4·2H2O 10 mg, ZnCl2 20 mg, LiCl 5 mg, SnCl2·2H2O
5 mg, H3BO3 10 mg, KBr 20 mg, KI 20 mg, EDTA, Na-

Fe+3salt (trihydrate) 8 g을 넣어 제조하였다. ST21CX 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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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21 배지에 cycloheximide를 300 µg/ml 농도로 첨가한 배지이

며, ST21CXP는 ST21CX 한천배지 위에 여과지(AVANTEC No. 1)

를 올려놓은 배지이다. 그리고 ST21P는 ST21 한천배지 위에 여과

지를 올려놓은 배지이다. VY/2 배지는 0.5% Baker's yeast, 0.1%

CaCl2·2H2O, 500 µg/ml cyanocobalamine을 넣어 제조하였다(9).

배양추출물의 제조를 위해 사용된 CSG/1 배지(pH 7.4)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손광희 박사 연구팀에서 고안한 배지로 리터당
glucose 0.5 g, soluble starch 3 g, raffinose 1 g, casitone 2 g,

MgSO4·7H2O 0.5 g, CaCl2·2H2O 1 g, K2HPO4 0.25 g, vitamin

B12 0.5 mg, 미량원소용액 4 ml을 넣어 제조하였다. 이 때 사용

된 미량원소용액은 리터당 H2SO4 10 ml, FeCl3·6H2O 14.6 g,

ZnCl3 2.0 g, MnCl2·4H2O 1.0 g, CuCl2·2H2O 0.43 g, H3BO3

0.31 g, CaCl2·6H2O 0.24 g, Na2MoO4·2H2O 0.24 g을 넣어 제

조하였다. 

Candida albicans의 배양에는 Sabouraud Dextrose broth (SDB)

를 사용하였고, 항진균 활성 측정에는 Nutrient agar (NA)를 사

용하였다. 

점액세균은 모두 32oC 배양기에서 배양하였고 액체배양은

32oC에서 200 rpm으로 진탕배양하였다. 

토양 시료의 채취

점액세균을 분리하기 위하여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

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에 위치

한 산림, 밭, 논, 과수원, 하천, 정원, 주택가, 시내 중심가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토양을 채취하였다. 토양을 채취할 때는 1개 군

또는 시 경계 안 20개 미만의 지점에서 토양을 채취하는 방식으

로 전국 100개 군 또는 시의 1,784지점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점에서 채취된 토양을 토양시료 1점으

로 표기하여 총 1,784점의 토양시료를 점액세균의 분리에 사용

하였다.

셀룰로오스 분해성 야생점액세균의 분리 및 보관

S. cellulosum의 분리는 Reichenbach와 Dworkin에 의해 기술된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9). 먼저 ST21CXP 배지 위에 소량

의 토양을 올려놓고 32oC에서 한 달을 배양하여 생성된 S.

cellulosum 특유의 독특한 자실체를 멸균된 바늘로 취하여 새로

운 ST21CXP 배지 위에 옮겨 배양한 후, 다시 VY/2 한천배지에

서 단일 집락으로 분리함으로써 점액세균을 순수 분리하였다. 순

수 분리된 균주는 자실체 형태로 -80oC에서 보관하였는데, 자실

체 형성 유도는 ST21P 배지에 분리된 균주를 접종한 후 32oC에

서 14일간 배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분리된 모든 균주들은 국가

지정점액세균은행(www.myxobank.or.kr)에 보관되어 있다. 

형태학적 특성조사 

점액세균의 영양세포 관찰에는 Nikon ECLIPSE E600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자실체의 관찰에는 Nikon SMZ1000 입

체현미경을 사용하였다.

16S rRNA 염기서열의 분석 

16S rRNA 유전자 DNA는 점액세균으로부터 분리된 유전체

DNA를 주형으로 하고, 두 개의 oligonucleotide, 
5’-GAGTTT-GATCCTGGCTGAG-3’ (27f) 

5’-AGAAAGGAGGTGATCCAG-CC-3’ (1525r)

를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PCR을 통해 증폭된 DNA 단편의 염기

서열 결정은 Solgent 사에 의뢰하였다. 염기서열 결정에 사용된

DNA oligonucleotide는 
5’-CTGCTGCCTCCCGT-3’(343r), 

5’-TACGGGAGGCAGCAG-3’ (357f), 

5’-GWATTA-CCGCGGCKGCTG-3’ (519r), 

5’-CAGCMGCCGCGGTAATWC-3’ (536f), 

5’-ATTAGATACCCTGGTAG-3’ (803f), 

5’-CCGTCA-ATTCATTTGAGTTT-3’ (907r), 

5’-GCAACGAGCGCAACCC-3’ (1114f), 

5’-CGGTGTGTRCAAGGCCC-3’ (1385r)

이다(6, 12). 결정된 염기서열은 미국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GenBank에 등록하였는데,
S. celullosum DSM14627T, KYC3059, KYC3074, KYC3093,

KYC3139, KYC3466의 GenBank accession number는 각각
FJ457641, FJ457642, FJ457643, FJ457644, FJ457645, FJ457646

이다. 결정된 염기서열의 분석에는 CLUSTAL W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14). 

생리활성 물질의 추출 

ST21P 배지에서 7일간 배양한 점액세균을 Amberlite XAD-16

(Sigma) 1 g을 함유한 CSG/1 배지 50 ml에 접종하여 32oC에서

5일간 진탕 배양하였다. 배양 후 상등액을 버리고, XAD-16과 세

포만을 회수하여 5 ml의 50% 아세톤으로 1회 추출하고, 다시

100% 아세톤 5 ml로 2회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물을 모두 합

하여 증발 건조시킨 후, 1 ml의 DMSO에 녹여 -80oC에 보관하

였다. 

항진균활성 측정 

배양추출액 15 µl가 함유된 6 mm paper disk (AVANTEC)를

C. albicans KCTC 7121이 도말된 NA 배지 위에 올려 놓고

32oC에서 3일간 배양한 후, paper disk 주변의 투명환 생성 여부

및 크기로 C. albicans에 대한 항진균활성을 측정하였다. 음성

대조구로 DMSO 15 µl가 함유된 paper disk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셀룰로오스 분해성 야생점액세균의 분리 

본 연구에서는 S. cellulosum 균주들을 순수분리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채취한 토양을 ST21CXP 배지에 소량 올려놓고 32℃

에서 한 달간 배양하였다. ST21CXP 배지는 여과지를 유일한 탄

소원으로 갖고 항진균 물질인 cycloheximide를 함유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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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여과지를 유일한 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균만이 성

장 가능하다. S. cellulosum은 다른 셀룰로오스 분해성 세균들과

는 구별되는 독특한 자실체를 형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자

실체를 멸균된 바늘로 채취함으로써 S. cellulosum을 분리할 수

있었다. 분리된 S. cellulosum은 다시 한 번 새로운 ST21CXP 배

지에서 배양한 후, VY/2 배지에서 단일 집락으로 분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순수 분리된 S. cellulosum을 얻을 수 있었다. 순수

분리된 균주들은 Fig.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모두 여과지를 유일

한 탄소원으로 이용하여 성장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남한 전역에서 채취한 1,784점의 토양시료로부터 591

균주의 S. cellulosum을 순수 분리할 수 있었다.

자실체와 집락의 모습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토양시료 1점

당 평균적으로 1.5종류의 S. cellulosum이 관찰되었다. 사용한 토

양시료가 모두 1,784점임을 고려할 때 전체 토양시료에는 순수

분리한 591균주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균주가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중 일부 균주들만 순수 분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점액세균의 순수분리 성공여부가 바늘

로 자실체를 얼마나 순수하게 분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발

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S. cellulosum은 다른 미생물들에 비해 성

장속도가 매우 느린 까닭에 자실체가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

된 상태로 채취된다면 이후의 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을 제거하

지 못하게 된다.

591균주가 분리된 토양의 채취위치에 따라 균주가 분리된 지

역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53균주, 경기도에서 90균주, 경상남도

에서 95균주, 경상북도에서 91균주, 전라남도에서 117균주, 전라

북도에서 35균주, 제주도에서 29균주, 충청남도에서 72균주, 그

리고 충청북도에서 9균주가 분리되었다(Table 1). 전라남도의 경

우에는 가장 많은 수인 352점의 토양시료가 사용되어 가장 많은

수의 균주가 분리되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수인

57점의 토양시료가 사용되어 가장 적은 균주가 얻어졌으므로 지

역적으로 다른 수의 균주가 분리된 이유는 균주분리에 사용된

토양시료수의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

한 결과는 분리된 591균주가 비록 토양 속에 있던 모든 균주들

을 분리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한 곳에서 분리

된 균주들임을 보여준다.

균주의 동정 

점액세균은 일반적으로 외형적 특성인 자실체, 포자, 집락 및

영양세포의 형태와 색에 의해 분류되어지며, 특별히 S.

cellulosum은 셀룰로오스 분해성, 세포 및 자실체 형태가 중요한

분류기준이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균주들은 셀룰로오스 분해성,

집락 및 자실체 형태로 인해 이미 분리과정에서 S. cellulosum인

것으로 간주되어 분리되었는데, 이러한 가정이 옳은 것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선택된 5균주에 대해 영양세포와 자실체

형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또 16S rR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균주를 동정하고자 하였다. 순수 분리된 모든 균주들은 영양세포

가 전형적인 점액세균 형태로, 탄소원으로 여과지만을 이용해서

잘 성장하며, S. cellulosum 특유의 집락과 자실체를 형성하였다.

Fig. 2에서는 무작위로 선택한 KYC3059, KYC3074, KYC3093,

KYC3139, KYC3466의 영양세포와 자실체를 보였다. 16S rR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선택된 5균주

모두 S. cellulosum의 표준균주인 DSM1462T의 16S rRNA 염기

서열과 99% 유사함을 보였다(Fig. 3).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셀룰로오스 분해성, 집락 및 자실체 모양을 바탕으로

분리한 모든 균주가 S. cellulosum일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

석된 5균주의 16S rRNA 염기서열이 100% 동일하지 않아 서로

다른 균주임을 보였다.

배양추출액의 항진균활성 측정 

S. cellulosum 속 균주들은 점액세균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생

Table 1. Geographical origin of cellulose-degrading myxobacteria
isolated in this study

Province Number of isolates

Gyeonggi-do 90

Gangwon-do 53

Gyeongsangnam-do 95

Gyeongsangbuk-do 91

Jeollanam-do 117

Jeollabuk-do 35

Jeju-Do 29

Chungcheongnam-do 72

Chungcheongbuk-do 9

Total 591

Fig. 1. Degradation of filter paper by cellulose-degrading
myxobacteria. S. cellulosum KYC3075 grew on pieces of filter paper
placed on a ST21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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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순수 분리된 균주들도 생리활성물질 생산능이 우수한지 조사하

여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114균주를 배양하여 아세톤으로 추출

한 배양추출물을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추출물이 C. albicans

KCTC 7121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14균

주의 배양추출물 가운데 약 18%인 20균주의 배양추출물이 C.

albicans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을 보인 균주

들은 KYC3047, KYC3092, KYC3115, KYC3153, KYC3154,
KYC3157, KYC3201, KYC3207, KYC3253, KYC3259,

KYC3277, KYC3312, KYC3327, KYC3328, KYC3343,

Fig. 2. Vegetative cells and fruiting bodies of the type strain of S.
cellulosum, DSM14627, and cellulose-degrading myxobacteria
isolated in this study. Vegetative cells of S. cellulosum DSM14627T,
KYC3059, KYC3074, KYC3093, KYC3139, and KYC3466 were
observed with a Nikon ECLIPSE E600 phase-contrast microscope and
their fruiting bodies were observed with a Nikon SMZ1000
stereomicroscope.

Fig. 3. Phylogenetic dendrogram of the selected cellulose-degrading
myxobacterial isolates based on 16S rRNA sequences. E. coli ATCC
11775T (GenBank accession no. X80725) was used as an out-group
(not shown). Scale bar, 0.01 substitutions per nucleotide position.

Fig. 4. Antifungal activity of the culture extracts of selected isolates
against C. albicans. Paper discs containing 15 µl of DMSO and culture
extracts of DZ2, KYC3355, and KYC3409, respectively, were placed
on a NA plate spread with C. albicans KCTC 7121 and incubated 3
days at 32oC. DMSO and the culture extract of DZ2 were negativ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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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3348, KYC3355, KYC3376, KYC3409, KYC3411으로, Fig. 4

에서는 이중 KYC3355와 KYC3409의 배양추출물에 의해 C.

albicans의 성장이 저해되어 투명환이 나타난 것을 보였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S. cellulosum So ce56의 유전체 염기서

열 분석결과는 S. cellulosum이 균주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이차대사산물을 생산하며, 또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여러 이차

대사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1). S. cellulosum So

ce56의 유전체 크기는 13,033,779 bp로 세균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셀룰로오스 분해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효소

18개, 헤미셀룰로오스 분해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효소 21개

를 포함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할 다양한 효소들을 암호화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다양한 지

역에서 분리된 S. cellulosum 균주들은 향후 생리활성물질 탐색

과 유용 효소의 개발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연구소재로 사용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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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strains of myxobacteria that grew on cellulose as a sole carbon source were isolated from soils collected
from various locations in Korea.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hape of cells, colonies and fruiting
bodies and 16S rRNA sequences of the isolates suggested that all the isolates are Sorangium cellulosum. An
antifungal assay has indicated that at least 20 strains among the 114 isolates tested produce antifungal substances
inhibiting growth of Candida albic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