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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fungal Activity of Bacillus sp. BCNU 2003 against the Human Pathogenic F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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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tifungal antibiotic-producing strain, BCNU 2003, was isolated from forest soil in Korea. The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s, and 16S rRNA sequences analysis of strain BCNU 2003
identified this strain as Bacillus genus. The Bacillus sp. BCNU 2003 showed strong antifungal activities
against Aspergillus niger, Trichophyton mentagrophytes and Trichophyton rubrum with inhibition ranging
from 62.05 to 63.49% by using dual culture technique. Bacillus sp. BCNU 2003 produced a maximum
o
level of antifungal substances under aerobic incubation at 28 C and pH 6.5-7.2 for 6 days in LB broth.
Ethyl acetate extract of the cultured broth showed strong antifungal activity and a broad antifungal
spectrum against various pathogenic fungi.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values for
its active extracts ranged between 0.0625 mg/ml and 1 mg/ml. In addition, Bacillus sp. BCNU 2003
was determined to have the ability to produce enzymes such as amylase, protease, gelatinase and
catalase.
Key words : Antifungal activity, human pathogenic fungi, Bacillus sp. BCNU 2003, Bacillus sp.,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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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균제이며, cispentacin은 Bacillus cereus에서 분리한 화합물이

제약 및 의약분야에서 미생물유래 천연생리활성 물질의 연

다[11]. 그밖에도 amphotericin B, flucytosine 및 griseofulvin
등이 천연항진균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echinocandins

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인체에 여러가지 감염

와 echinocandin B와 같은 echinocandin제제(caspofungin,

을 일으키는 감염증 치료를 포함하는 항생물질에 관한 연구이
다[12]. 특히 진균류는 인체의 면역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항생

anidulafungin 및 micafungin) 등은 천연물질의 반합성품이
며, pneumocandins는 곰팡이에서 분리된 천연물로 현재 cas-

물질, 호르몬류 또는 항암제 등의 과용으로 인하여 항생물질

pofungin 등으로 반합성되어 활용되고 있다[15]. 특히 caspo-

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진균증을 일으키는데
[1,2], Candida sp.에 의한 칸디다증(candidiasis), Aspergillus

fungin과 micafungin과 같은 echinocandin 계열의 항진균제
는 곰팡이 세포벽의 1,3-D-glucan 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

sp.에 의한 국균증(aspegillosis), Crytococcus neoformans에 의

려져 있다[1-3,10].

한 효모균증, Mucor sp.와 Rhizopus sp. 등에 의한 접합균류증
(zygomycosis), Epidermophyton floccosum과 Trichophyton sp.에

그러나 amphotericin B를 비롯한 몇몇 항생제들은 인체독
성을 야기하며, griseofulvine은 항진균 스펙트럼이 좁으며,

의한 피부사상균증(dermatophytosis) 등이 대표적인 진균증

fluconazole은 장기투여 시 내성 균주 출현 등 문제점이 많으

이다[4,11,13,29].
현재 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의약용 항생제들이

므로 기존의 항진균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규 천연 항진균 물질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미생물 유래 천연생리활성물질에서 그 선도물질이 분리되었

[20,22,26,28].

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유효성분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 학계
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4]. Polyene 계열은 다양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 미생물 유래 천연생리활성물질
개발 연구를 위하여 토양으로부터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이 뛰

Streptomyces 종에서 발견된 천연 항진균제로서 ergosterol과

어난 균주를 분리하던 중 인체 진균증의 원인이 되는

복합체를 형성하여 곰팡이 세포막을 약화시키는 광범위 항진

Aspergillus niger, Candida albicans, E. floccosum, Trichophyton
mentagrophytes 및 Trichophyton rubrum 등에 뛰어난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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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Bacillus sp. BCNU 2003를 분리하였다. Bacillus sp. 균주의
항진균 활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생물방제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생육억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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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체 병원성 진균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0,15,32].
본 연구에서는 Bacillus sp. BCNU 2003 균주를 대상으로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및 인체 병원성 진균에 대한 1차
항균활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항진균 물질 분리를 위한 과
정으로 ethyl acetate (EA) 추출물과 펩타이드 추출물로 나누
어 항균활성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인체 병원성 진균에 대한
활성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분리 균주의 동정

은 Whipps의 방법[30]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저해능은 증식
저해율(growth inhibition: GI)로 나타내었다.
GI=(R1-R2)/R1×100
GI: growth inhibition (%), R1: 배양 후 균 사이의 거리,
R2: 배양 전 접종 거리
항균활성 물질의 생산 조건 및 부분정제

항균 물질의 최적 생산 조건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배지로
nutrient broth (NB), Luria-Bertani (LB) broth, tryptic soy
broth (TSB) 등을 사용하였으며, 각종 pH 및 온도조건 등을
달리하여 8일 동안 배양하면서, 24시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회

선발된 BCNU 2003 균주는 태백산 일대에서 토양을 채취하

수하여, 전처리 후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최적배양
조건으로 각각 1 l를 진탕배양하였고, 배양 상등액을 회수

여 그람양성 세균, 그람음성 세균, 인체병원성 효모와 곰팡이

(7,500× g, 10분, 4oC)하여 ethyl acetate (EA) 추출과 6N HCl

각 1종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 항균스펙트럼이 넓고 활성이

침전을 통해 EA 추출물과 펩타이드 추출물을 얻어, 테스트
시료로 사용하였다.

뛰어난 균주를 최종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은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를 참고하여 조사하였고,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
여 균주를 동정하였다. 16S rRNA의 PCR sequencing을 위하

최소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측정

여 16F (5’-AGTTTGATCCTGGCTCAG-3’)와 1492R (5’-ACG

BCNU 2003 균주의 주요 항균활성 물질을 동정하기 위해

GCTACCTTGTTACGACTT-3’) primer를 사용하여 염기서열

부분정제하여 EA 추출물과 펩타이드 추출물을 얻었으며, 각

을 분석하였다. Blast search를 통해 16S rRNA를 비교 분석하
였으며 계통수는 neighbor joining 법과 bootstrap 분석을 기

추출물에 대하여 액체배지감수성실험 (broth microdilution
susceptibility test) 방법[18,19]을 통하여 최소저해농도를 측정

반으로 확인하였다[21,25].

하였다. 즉, 테스트 균주를 최적배양조건에서 배양할 때 이에

테스트 균주

대한 연속희석된 EA 추출물과 펩타이드 추출물의 저해능을
조사하였다.

항균활성 측정을 위해 그람양성 세균 3종, 그람음성 세균
3종 및 인체병원성 진균 6종을 테스트 균주로서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즉, Bacillus subtilis KACC 10111 (ATCC 465), Micrococcus luteus KACC 10488 (ATCC 4698), Staphylococcus aureus IMSNU

균주의 분리 및 동정

11088 (ATCC 6538)와 Escherichia coli IMSNU 10080 (ATCC

태백산 일대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LB agar 배지에 단계

10798), Pseudomonas aeruginosa IMSNU 10191 (ATCC 10145),

희석법으로 도말하여 26oC에서 2일간 배양한 후, 각종 세균을

Pseudomonas fluorescens KACC 10071 (ATCC 13525),
Aspergillus niger KACC 40280 (ATCC 4695), Candida albicans

순수 분리하였다. 그람양성 세균, 그람음성 세균 및 인체병원
성 진균 각 1종에 대해 일차적으로 항균테스트를 실시하여

KACC 30062 (ATCC 10231), Epidermophyton floccosum KCTC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이 우수하며, 항균스펙트럼이 넓은 BCNU

6921,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68, Trichophyton mentagrophytes KCTC 6077 (IFO 6202) 및 Trichophyton rubrum

2003 균주를 선발하였다.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을 검토
한 결과, BCNU 2003은 포자를 형성하는 호기성 세균으로 최

KCTC 6375를 사용하였다. 이들 균주들은 한국농업미생물자

적 배양온도는 35oC로, 20oC에서 60oC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원센터, 한국생물자원센터, 서울대학교 미생물연구소로부터

pH 범위는 5.6에서 9.2로 비교적 넓은 pH 영역에서 안정적으
로 생육하였으며, 12%의 높은 염분 농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하

분양받았다.

였다. BCNU 2003은 다양한 탄소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항균스펙트럼 조사

BCNU 2003 균주의 배양액을 이용하여 12종의 테스트 균주
에 대해 평판배지확산법(agar diffusion method) 및 대치배양
법으로 항균스펙트럼을 조사하였으며, 28oC에서 3-10일간 배
양 한 후 저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사상균에 대한 저해능 측정

으며, 특히 glucose, mannitol 및 starch를 첨가했을 때 생육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mylase, protease, gelatinase,
catalase 및 urease를 생성하여 다양한 효소를 분비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Voges-Proskauer test는 음성, nitrate reductase는 양성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16S rRNA 염기서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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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Bacillus
sp. BCNU 2003
Characteristics

BCNU 2003

Growth under anaerobic conditions
Gram staining
Motility
Endospores produced
Growth temperature range
Optimum growth temperature
Growth pH range
Growth in the presence of NaCl
3 %
5 %
7 %
9 %
12 %
15%
Assimilation of
Arabinose
Fructose
Galactose
Glucose
Glycerol
Lactose
Maltose
Mannitol
Mannose
Raffinose
Starch
Sucrose
Xylose
Production of Amylase
Protease
Lipase
Lecitinase
Gelatinase
Catalase
Oxidase
Urease
Voges-Proskauer reation
H2S production
Nitrate reductase

－
＋
－
＋
o
o
20 C-60 C
o
35 C
5.6-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g. 1. Phylogenetic tree based on the 16S rRNA sequences of
the Bacillus sp. BCNU 2003 and closely related species.
Boostrap valu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1000 replications were given at the branching points.

그람양성 세균, 그람음성 세균 및 인체병원성 진균에 대한
항균활성 측정

그람양성 세균 3종, 그람음성 세균 3종 및 인체병원성 진균
6종을 대상으로 BCNU 2003의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조사한
결과, 그람양성 세균인 M. luteus에 대해서 14.7 mm의 넓은
억제환을 나타냈으며, 그람음성 세균에 대해서는 활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성 효모인 C. albicans와 Sa. cerevisiae
에 대해서 각각 16.2 mm와 15.7 mm의 넓은 억제환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2, Fig. 2). 또한 Whipps의 방법에 준한 인체병
원성 진균에 대한 활성테스트 결과 A. niger에 대해 63.49%로
가장 높은 저해율을 보였으며, T. mentagrophytes와 T. rubrum
에 대해서도 각각 62.20%, 62.05%의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내
었다(Table 3, Fig. 3). 또한 Ep. floccosum에 대해서도 다소 약하
지만 16.33%의 활성을 나타내어 BCNU 2003이 인체병원성
진균에 대해 넓은 항균스펙트럼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을 실시하여 Blast search를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Bacillus

최적 생산 조건 및 최소저해농도 조사
BCNU 2003 균주를 각종 배양조건을 달리하여 항균 및 항

amyloliquefaciens, 및 B. subtilis와 99% 상동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통적으로는 B. amyloliquefaciens와 Bacillus val-

진균 물질의 최적 생산 조건을 검토한 결과, 활성이 가장 좋은
o

것은 LB broth 배지로 나타났으며, pH 7.2, 28 C에서 6일간
배양시 가장 많은 항균물질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smortis의 subcluster에 속하는 균주로 확인되었다(Fig. 1).

Table 2. Effect of Bacillus sp. BCNU 2003 on in vitro growth of bacteria and human pathogenic yeasts
Species
BCNU 2003

Diameter of inhibition zones (mm)
B. subtilis

M. luteus

S. aureus

E. coli

8.18±0.023

14.7±0.42

－

－

P. aerusinosa P. fluorescens
－

－

C. albicans

Sa. cerevisiae

16.2±0.28

15.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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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Bacillus sp. BCNU 2003 on in vitro growth of human pathogenic fungi
Species

GI(%)

GI category
A. niger

BCNU 2003

63.49±0.47

GI(%)

GI category

GI(%)

Ep. floccosum
3

16.33±1.87

GI category

T. rubrum
1

62.05±0.64

GI(%)

GI category

T. mentagrophytes
3

62.20±2.04

3

a

Percent growth inhibition (GI) was determined after 7days of incubation. Values were categorized on a scale from 0 to 4, where
0=no growth inhibition, 1=1 to 25%, 2=26 to 50%, 3=51% to 75% and 4 76 to 100%. The tests are in duplicate.

타났다. Sa. cerevisiae에 대해 0.0625 mg/ml의 저농도에서 생
육을 억제하였으며, A. niger와 C. albicans에 대해서는 0.125
mg/ml, Ep. floccosum과 T. mentagrophytes에 대해서는 0.25
mg/ml의 저농도에서 생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T. rubrum에 대해서도 1 mg/ml 농도에서 생육이 저해되었
다. Ep. floccosum과 T. mentagrophytes는 펩타이드 추출물에서
도 0.5 mg/ml 농도에서 생육이 저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Table 4, 5). BCNU 2003 균주의 배양액 추출을 통해서 최소
Fig. 2. Antagonistic effect of Bacillus sp. BCNU 2003 on the
growth of (a) B. subtilis, (b) M. luteus, (c) S. aureus, (d)
E. coli, (e) P. aeruginosa, (f) P. flurorescens, (g) C. albicans,
(h) Sa. cerevisiae after 24 hr of incubation.

저해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요 인체병원성 진균증을 유발하는
C. albicans, Ep. floccosum, T. rubrum 및 T. mentagrophytes에
대해 높은 항진균 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기회성 감염을 유발
하는 A. niger와 Sa. cerevisiae에 대해서 뛰어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Bacillus sp.의 항진균 활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생물방제
법에 응용되고 있는 식물병원성 진균의 생육 저해에 관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10,15,32], 인체 병원성 진균에 대한
Table 4. Antibacterial susceptibility test of Bacillus sp. BCNU
2003
Minimum inhibitory
Streptomycin concentration (MIC) (mg/disc)
Microorganism
(µg/disc)
Peptide
EA extract
preparation

Fig. 3. Antagonistic effect of Bacillus sp. BCNU 2003 on the mycelial growth of the dermatophyte, (a) A. niger, (b) Ep.
floccosum, (c) T. mentagrophytes, (d) T. rubrum after two
o
weeks of incubation on PDA at 28 C.

BCNU 2003 균주의 펩타이드 추출물은 그람양성균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항균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M. luteus에 대
해서 0.125 mg/ml의 저농도에서 생육을 저해하였으며, S. aureus와 B. subtilis에 대해서도 각각 0.25 mg/ml과 0.5 mg/ml의
농도에서 생육을 저해하였다. EA 추출물은 0.25 mg/ml과 1
mg/ml 농도에서 각각 M. luteus와 B. subtilis의 생육을 저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체병원성 진균에 대한 활성은
EA 추출물이 펩타이드 추출물보다 상대적으로 항균스펙트럼
도 넓었으며, 저농도에서 진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

B. subtilis
M. luteus
S. aureus
E. coli
P. aerusinosa
P. fluorescens

1.25
0.625
0.625
0.625
5
1.25

1
0.25
－
－
－
－

0.5
0.125
0.25
－
－
－

Table 5. Antifungal susceptibility test of Bacillus sp. BCNU 2003

Microorganism
A. niger
C. albicans
Ep. floccosum
Sa. cerevisiae
T. mentagrophytes
T. rubrum

Minimum inhibitory
Itraconazol concentration (MIC) (mg/disc)
(µg/disc)
Peptide
EA extract
preparation
0.0199
0.0796
1.274
0.159
2.548
2.548

0.125
0.125
0.25
0.0625
0.25
1

－
－
0.5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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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인체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진
균에 대한 연구는 Streptomyces sp.에서 분리된 phenatic acids
A와 B가 Candida albicans, Bacillus subtilis 및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 항진균 및 항균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6].
한편 Bacillus sp.에서 분리된 항균물질은 Rhodotorula acuta와
Pichia angusta에 대해 뛰어난 항진균 활성을 보였으며,
Candida albicans와 Cryptococcus neoformans에 대해서도 약한
활성을 가진 것이 보고되어 있으며[23], B. subtilis의 펩타이드
추출물의 Microsporum fulvum와 Trichophyton sp.에 대한 항진
균 활성이 보고되어 있다[5,17]. BCNU 2003 균주와 함께 subcluster를 구성하는 B. vallismortis에서 분리된 bacillomycin D
는 식물병원성 진균에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33], B. amyloliquefaciens에서 분리된 baciamin은 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한 활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HIV-1 역전사 효소에
대한 저해, 유방암 및 대장암 등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
어 있다[31]. 또한 B. amyloliquefaciens와 B. subtilis에서 분리된
iturin A와 B. subtilis에서 분리된 surfactin은 lipopeptide 구조
로 식물병원성 진균에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9,27].
국내에서는 Streptomyces sp.의 butanol 추출물의 Candida,
Saccharomyces 및 Tricophyton 속 균주에 대한 항진균 활성이
보고되어 있으며[14], C. albicans에 대한 B. subtilis의 항진균
활성이 보고되어 있다[16]. BCNU 2003 균주는 B. amyloliquefaciens와 B. vallismortis의 subcluster에 속하는 균주로 이들 균종
들에서는 인체에 감염증을 유발하는 진균에 관한 항균활성과
그 주체인 항균 물질에 대한 연구 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체 병원성 진균에 대해 넓은 항진균 스펙트럼을 가
지며 활성이 뛰어난 Bacillus sp. BCNU 2003의 항진균 활성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기초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항진균 물질이 개
발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제제화 연구와 용도 개발 연구
를 통하여 새로운 제제로서의 기능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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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체 병원성 진균에 대한 Bacillus sp. BCNU 2003의 항진균 효과
최혜정․양욱희1․김야엘1․최연희2․안철수2․정영기3․김동완4․주우홍1*
(창원대학교 생물공학협동과정, 1창원대학교 생물학과, 2조아제약, 3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4창원대학교 미
생물학과)
항생제 및 항진균제 개발에 있어 미생물 유래 천연 생리활성물질 분리를 통한 선도물질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신규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 항생물
질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태백산 일대의 토양에서, 인체에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효모와 곰팡이에
대하여 강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BCNU 2003 균주를 분리하여 항진균 활성 물질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연구
하였다. BCNU 2003은 계통적으로는 B. amyloliquefaciens와 B. vallismortis의 subcluster에 속하는 균주로 동정되어
Bacillus sp. BCNU 2003으로 명명하였다. 항균물질 분리를 위해 ethyl acetate (EA) 추출물과 펩타이드 추출물로
나누어 그람양성 세균, 그람음성 세균 및 진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EA 추출물이 6종의 인체병원성
진균에 대해 모든 높은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기회성 감염을 유발하는 A. niger, C. albicans 그리고 Sa.
cerevisiae에 대해 높은 억제 활성을 나타냈으며, 균배양액에서 낮은 저해율을 보였던 Ep. floccosum에 대해서도 EA
추출물은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양한 인체 병원성 진균에 대해 넓은 항균스펙트럼을 가지는 Bacillus
sp. BCNU 2003 균주의 활성물질 분리를 통해 특정 항균 및 항진균 물질의 대량생산 조건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체 감염증을 포함한 광범위한 피부치료제의 응용개발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