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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배양법으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 중에서 약 5% 이하의 수준만이 검
출되었다고 보고된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현재 개발·추진되고 있는 분자생태학적 기술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을 직접 배양하지 않으면서도, 배양이 불가능하였던 희귀미
생물의 존재 및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생태학적 기술마저
정성, 정량적인 존재확인에 그칠 뿐 단독배양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 한
균주의 순수한 chromosome 분리나 cell wall 분석과 같은 미생물 게놈학적, 미생물 생리학적
연구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결국 현재까지 이루어진 분자생태학적 기법과는 별도로 전혀 새로
운 미생물 배양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본

실험실은

약

10년

전

고기능

생물촉매로서

TPL(Tyrosine

phenol-lyase)과

TNA(Tryptophan indole-lyase) 생산균주를 탐색하던 중, 특정 mixed culture에서 enzyme
activity를 발견하고 순수배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최종 2 균주 (strain SK- 1과 SC- 1)의 혼
합배양까지는 성공하였으나, 활성을 보이는 strain SC- 1의 단독분리에는 실패하였다. 단지, 단독
배양이 가능했던 SK- 1이 Bacillus sp. 이며, 효소활성의 유래로 주목받던 SC- 1은 단독 생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세계적으로 보고된 유래가 없는 미생물의 세포 대 세포간의 symbiosis
(commensalism)으로 규정짓게 되었고, 새로운 미생물 배양법의 개발에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
었다.

2. 신규 절대공생미생물의 순수분리 및 단독배양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등의 배지 추가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의 단독배양 시도의 실패이후,
고온성 절대 공생미생물의 순수배양을 위해 배지 조성 변경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strain SC- 1
의 배양용 배지에 공생균주인 Bacillus sp. SK- 1의 단독배양액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과 buffer
를 1:1 로 혼합한 후 cell pellet을 extract로 만들어 추가하여 제조한 액을 소량 (약 1% v/ v) 첨
가하자 단독배양이 이루어졌다. 이때 혐기호흡을 위한 전자수용체인 질산염과 영양원인
polypeptone 및 yeast extract를 첨가하여 배지를 제조하였다. 호기성 조건에서는 colony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질산염을 첨가한 배지를 이용한 혐기성 혹은 microaerophilic 한 조건에서는 절
대 공생미생물 strain SC- 1의 colony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polypeptone 및 yeast extract도 생
장에 필수적인 영양원임을 확인하였고, 절대 공생미생물의 최적 pH는 약 7.5, 최적 온도는 약
60。C 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 배양 조건에서도 혼합배양에 비해 매우 낮은 성장 수율(약 10 % 이하)
을 보여주었고, 단독배양에서의 낮은 성장 수율로 인하여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세포의
성장을 측정하기는 어려웠으며, 작은 colony 크기로 인하여 viable count로도 세포의 성장을 측
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온성 절대 공생미생물의 세포성장의 측정할 목
적으로 혐기성 배양시 질산염을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여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배

지 내에 아질산염을 축적하였다. 축적된 아질산염은 발색법으로 정량이 가능하였으며 세포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온성 절대공생미생물과 공생 균주인 고온성 Bacillus sp. SK- 1의 혼합 배양의 배양액을
배지로 사용하여 신규 고온성 절대공생미생물의 single colony를 분리하였다. 이때 사용한 고체
배지에는 질산염을 첨가하였으며 혼합 배양한 균을 접종(도말)하여 혐기성 조건하에서 배양하
여 고온성 절대공생미생물 SC- 1의 single colony는 약 0.1 mm 이하의 매우 작은 투명의 콜로
니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single colony를 pick-up하여 gram 염색을 수행한 결과, 그
람음성의 작은 간균으로 혼합배양시의 절대공생 미생물과 같은 형태이었으며, 이 미생물은 혼합
배양시에 나타나는 tryptophan indole-lyase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침내 단독배양에 성공한 SC- 1의 미생물생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SC- 1은 생육 가능온
도가 45℃ ～ 70℃, 생육 적정온도가 60℃인 고온성미생물이며, 일반 호기성미생물과 다른 미호
기적 (공기중의 산소분압보다 상당히 낮은 산소분압 0.2기압) 조건에서 잘 생육하는 미호기성
미생물이며, 크기는 일반 미생물보다 약간 작은 길이 1 ～ 5 미크론, 폭 0.2 ～ 0.3 미크론의 미
생물이다. 기존의 미생물과 가장 다른 특징은 기존의 알려진 미생물과 상동성을 조사한 결과,
16S rDNA 상동성이 고온성 미생물균주인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와 88.5%로 기존의
미생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미생물임이 확인되었다.
여기까지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미생물배양기술로는 배양이 불가능하여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미생물로 분류되어 있는 고온환경의 공생미생물을 분리 및 배양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기술
로 인정되어 국내외 특허출원(대한민국 특허출원 제2000- 10508호 및 PCT/ KR00/ 00764) 및 극한
미생물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 Extremophiles (4권, 131- 136, 2000년)에 게재되었다.

3. 첨단 HPLC, FPLC법을 이용한 bioassay법으로 공생인자의 탐색
절대 공생미생물 SC- 1의 공생특성을 조사한 결과 절대 공생미생물 SC- 1과 Bacillus sp.
SK- 1의 혼합배양시 SK- 1의 성장 후 stationary phase에서 SK- 1의 lysis와 함께 절대공생미생
물의 성장이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절대 공생 미생물 SC- 1과 Bacillus sp. SK- 1은 혼합배양시
현미경 상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어 확산에 의해 절대 공생미생물의 공
생인자가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절대 공생미생물 SC- 1의 성장액은 SK- 1의 성장
을 저해하는 물질을 함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Bacillus sp. SK- 1은 단독배양에서도 절
대 공생미생물이 성장 할 수 있는 인자들을 생산하였다.
절대 공생미생물 SC- 1의 성장에 기여하는 공생인자 인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
Bacillus sp. SK- 1의 성장 시기에 세포 외로 분비가 되며 열에 안정한 분자량 1,000 이하의 저
분자 물질과 성장 말기에 세포내부에 생성되는 분자량 약 60,000 정도의 열에 불안정한 단백질
성 물질이 절대 공생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세포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성의
인자는 SK- 1의 성장 말기에 세포의 lysis로 배양액으로 분비되어 절대공생미생물의 성장을 촉
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독배양에서와 달리 혼합배양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두 가지 인자가 stationary phase에서 장시간 지속되어 절대공생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양
상을 보여 주었다.
Bacillus sp. SK- 1을 각종 carbons source (glucose, succinate, acetate, glycerol, glutamate)
를 이용한 minimal media에서 배양하였을 때 역시 이들 성장인자들을 생산을 확인하였고 현재
각종 첨단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정제를 시도하고 있다.

4. 16S rRNA 및 chemotax onomy를 이용한 계통분류학적 연구
절대 공생미생물 strain SC- 1은 flagella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크기는 0.1- 0.2 × 2- 10 μ
m임을 보여주었다. 절대공생미생물의 peptidoglycan은 meso 형태의 DAP에 의해 연결되어 있
었으며, 주요 구성 quinone 성분은 menaquinone-7이었다. 그리고 세포막의 주요지질성분은
phosphatidylethanolamine이었으며 이 지질은 구성하는 주요지방산은 branched form과 straight
form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통학적 분류를 위하여 16S rRNA염기서열 분석 결
과, 고온성 절대공생미생물인 Symbiobacterium toebii SC- 1은 16S rRNA data bank에 등록되
어있는 어떠한 미생물 group에도 속하지 않는 신규 미생물임이 확인되었다. 실제 Gram
negatively stained 인 것에 반해 phylogenetic tree 분석 결과 Gram positive group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high GC (68.4%)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tree에서 low GC gram
positive group (Bacillus/ Clostridium subphylum)에 속하는 결과를 보여왔다. 현재 새로운 종
(speices)으로 명명하여 최근 국제전문 학술지 Extremophiles [(2002) 6 : 57- 64]에 발표하였
다.
또한, 이후의 연구에서 공생인자를 제공하는 strian SK- 1은 2001년에 새롭게 분류된
Geobacillus sp. (Bacillus group 5가 옮겨짐)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한글의 퇴비명칭을 도입
하여 미생물명을 Geobacillus toebii)로 명명, 현재 미생물분류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IJSEM)에 투고, 게제승인을 받았다.

5.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미생물 genome 프로젝트는 인간 genome 프로젝트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 효과 및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새로운 연구분야로 부각되어 경쟁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생물
genome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genome 해석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단백질 분석을 통하여 생체
기능을 규명하는 기능 유전체 연구 및 프로테오믹스 연구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어 미
국과 일본에서는 국가전략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실험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게놈연구실의 생물촉매기술실험실(성문희 박사팀, 국
가지정연구실)]에서도 대전지역 Bio Cluster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주)바이오리더스와 게놈해
석 전문회사인 일본 드라곤게노믹스사와 공동으로 기존의 미생물기술로는 미생물 분리 및 배양

이 불가능하여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미생물로 분류되어 있는

Symbiobacterium toebii의

genome을 세계 최초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해석된 미생물genome과 차별화된 신규성 및 진보성
을 확보하여 국내외 미생물 genome 응용기술의 산업화 전기를 마련하였다.
Genome 해석을 통해 S. toebii는 340만 염기쌍과 4,100여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
석된 유전자의 homology를 COG 및 Blast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총 유전자의 50%가 알려진
유전자와 유사하나 나머지 50%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신규 유전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생물 genome해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수천개의 ORF를 각각
annotation 해야하는 'Massive Work'로서, 대장균에서 클로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ORF
에 난관을 겪게 되고, 각각의 ORF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분석 또한 탁월한 기술력과 오랜 연
구기간을 필요로 한다. 결국 한 미생물의 full genome sequencing 이후에도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에 남겨져 있던 최후는 희망이었듯이 genome해석
중의 수많은 어려움 후에 얻은 유전정보들은 막대한 지적 재산권 및 학술적 정보,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본 실험실은 Protein

chip,

Genomic

Library

Kit,

Two- hybridization system 등의 개발을 추진하여 거대한 정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
해 연구를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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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mbiobacterium toebii (Sym. toebii로 표기)과 생육증식인자를 제공하는 Geobacillus
toebii (Geo. tobii로 표기)의 현미경사진

Fig. 2. Symbiobacterium toebii (Sym. toebii로 표기)과 생육증식인자를 제공하는 Geobacillus
toebii (Geo. tobii로 표기)의 투과전자현미경(TEM) 사진

Fig. 3. 단독 순수배양을 통한 Symbiobacterium toebii의 현미경 사진

Fig. 4. 단독 순수배양을 통한 희귀공생미생물(Symbiobacterium toebii)의 미생물집락 사진

Fig. 5. 희귀공생미생물(Symbiobacterium toebii, Sym. toebii표)의 투과전자현미경(TEM) 사진

그림 6. Neighbor- Joining (NJ) 방법에 의한 절대공생 미생물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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