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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사료첨가용 항생제 타이로신 생산 균주개량 및 공업화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Macrolide 계열의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ribosome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coran 등, 1977). 미생물에 대한 타이로신의 기작 역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ribosome에 결합하여 aminoacyl-tRNA의 aminoacyl 

부분이 ribosome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며 mRNA-aminoacyl-tRNA-ribosome 

complex의 형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기작에서 타이로신의 결합 부분은 ribosome의 

50-S subunit으로 그람양성균을 비롯하여 Microplasma 그리고 Hemophilus 

influenza와 같은 virus에도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등의 넓은 범위의 항균력을 가지는 

동시에 인체나 동물에는 전혀 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항생제로 세계시장에서 30여

년간 이용되고 있다.

대량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에 있어서 각종 질병의 발생은 생산성을 떨어뜨리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질병예방, 사료효율개선 및 성장촉진을 위하

여 각종 사료첨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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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타이로신을 사료첨가제 형태로 생산하여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에 공급하

면 사육되는 축종의 질병예방, 치료 및 사료효율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활용

도 높은 항생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개발의 목적은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균주의 산업적 개량을 비롯

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을 이룩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이고 향 후 타이로신 

유도체 개발에서 필요한 기초원료 및 기술을 확보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동물용 항생제의 국내시장은 99년 25,689천 달러이며, 그중 타이로신은 11.3 %로 

Chlorotetracycline(CTC)에 이어 2번째로 시장이 크지만, 생산경쟁력의 미비로 국내

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의 타이로신 

주요 생산회사는 Eli Lilly, Squibb, Parker Davis(USA), Famitalia(Italy) 등이 있고, 

국내시장은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판매한다.

현재 해외에서 타이로신 기술개발은 타이로신 내성균을 극복하는 유도체 생성에 

대한 연구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에 관해서는 국내의 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 타이로신을 이용한 유도체 개발을 하더라도 고가의 원료수입에 대

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생산기술 확보와 대외 경쟁력을 제공하

는 것과 더불어 개발된 발효기술을 응용하여 다른 항생제의 발효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에 연구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타이로신 정량 방법 확립

- HPLC에 의한 정량방법 확립

2. 타이로신 생산균주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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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로신 생산 균주 개량 및 개량 균주의 안정화

- 우수균주 Screening 및 역가 검정 방법 확립

- 플라스크 발효 농도 10 g/L 이상

4. 균주 보존 방법 확립

- 동결보존법

- 동결건조보존법

5. 타이로신 발효배지 개발

- 선별배지, 종균배지, 생산배지 선별

- 산업적 생산을 위한 발효 배지 최적화 연구

1) 탄소원

2) 질소원

3) Oil

4) 기타 무기물

6. 타이로신 발효 생산을 위한 기초배양 조건 확립 및 산업적 생산을 위한 발효

  공정 최적화

- 기초배양 및 flask test 배양조건 확립

- 발효공정 최적화

1) Dissolved oxygen

2) 교반속도

3) 온도

4) 접종량

5) 멸균시간

7. 발효공정의 공업화

- 1 ton 발효조를 이용한 scale up으로 공업적 배양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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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제 회수 공정 개발 및 최적화

- 발효액 전처리

- 균체분리공정

- 농축공정

- 건조공정

  

9. 제제화 연구

10. 타이로신 시험생산 

- 6 ton 및 34 ton 발효조에서의 시험생산 및 최적의 배양조건 확립

11 시제품 제조 및 안정성 확인 

12 경제성 분석 및 생산공정 확립

- 제조원가 45 $/KgA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개발 결과

가. 타이로신 정량 방법 확립

HPLC를 이용한 타이로신 분석조건을 확립하 다.

Column : C18; 25 cm × 4.6 i.d, 5 um

Mobile phase : 0.85 M Sodium perchlorate monohydrate(pH 2.5)(60 %),

     Acetonitrile(40 %)

Detection : 290 nm(UV)

나. 타이로신 생산균주의 특성 연구

타이로신 생산 균주인 Streptomyces fradiae는 2차대사 산물로 타이로신 이

외에 노란색 색소를 생산하는 생리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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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이로신 생산 균주 개량 및 개량 균주의 안정화

Streptomyces fradiae  strain인 S.f.T 균주의 타이로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UV를 이용한 고역가 균주 개발 및 안정화를 수행한 결과 10.53 g/L을 

생산하는 H 3균주를 획득하 다.

라. 균주 보존 방법 확립

타이로신 생산균주의 보존을 위해 glycerol을 이용한 동결보존 실험을 수

행한 결과 10 % glycerol에 1개월 간 보관한 경우 생존률이 92 % 으며, 20 % 

skim milk를 이용하여 동결건조 보관하 을 때는 4개월 후 생존률이 95 %

다. 

마. 타이로신 발효배지 개발

1) 기초배양배지 선별

다양한 배지에서 타이로신 생산균주인 S. fradiae의 생장과 타이로신 생산

을 비교하여 선별배지로 SP 배지를, 전배양 배지로 soybean meal이 포함된 

NS 배지, 생산배지로 M 배지를 선별하 다. 

2) 발효배지의 최적화

M 배지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탄소원 및 질소원들에 대한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비교해, 탄소원으로 rapeseed oil을 선별하 고 질소원으로 

fish meal과 Pharmamedia를 혼합하여 첨가하 으며, 무기물들에 대한 향을 

조사하여 최적화를 수행하 다. 발효배지의 최적화를 통해 타이로신 생산이 

1.3배 향상된 배지를 RO 배지라 명명하 다.

바. 타이로신 발효 생산을 위한 기초배양 조건 확립 및 산업적 생산을 위한 

 발효공정 최적화 연구

타이로신 발효조건들을 최적화고자 flask 및 발효조를 이용한 실험들을 수행

하 다. 타이로신 발효에서 전배양을 2단계로 하여 발효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

으며, DO, 교반속도 및 온도는 6.0, 600 rpm, 30℃가 타이로신 생산에 최적조건

이었다. 이렇게 최적화된 조건에서 H 3 균주를 5 L 발효조를 이용하여 배양한 

결과 15.2 g/L의 타이로신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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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발효공정의 공업화 연구

타이로신 공업화를 위한 발효를 scale-up하고자 1 ton 발효조를 이용하여 배

양을 수행한 결과 5 L 발효조와 같은 정도의 타이로신 생산을 보이는 조건을 

확립하 다.

아. 정제 회수 공정 개발 및 최적화

S. fradiae를 이용한 타이로신 발효배양액 내 타이로신 정제 회수를 위해 원

심분리를 하여 불순물 및 균체제거를 하 다. 원심분리 시 타이로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pH 3.8로 낮춘 뒤 4.5로 조정하여 준 경우 89 %의 회수율을 나타

냈다. 타이로신 건조제품을 만들기 위해 분무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 으며 

건조효율을 높이기 위해 soy flour를 부형제로 이용하 다.

  

자. 제제화 연구

제품화를 위한 부형제와의 혼합 시 혼합도를 높이기 위해 건조품의 입도별 

혼합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입도를 40 mesh이상 60 mesh로 했을 때 가장 좋은 

혼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건조한 sample들의 안정성 실험을 40℃, 75 % RH 조

건에서 한달간 실시한 결과 soy flour가 안정성이 우수한 안정제로 선정되었다. 

차. 타이로신 시험생산 

6 ton과 34 ton 발효조를 이용하여 시험생산을 수차례 수행하여 조건을 최적

화 한 결과 34 ton 발효조에서 H 3 균주를 이용한 발효로 14.9 g/L의 타이로신

이 생산되었다.

카. 원가 분석

제조원가 45 $/KgA

2.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

타이로신은 국내에 연 300만 $ 이상 수입되는 동물약품 중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항

생제로써 당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조속히 제품화로 수입대체와 더불어 수출을 추진하고

자 한다. 상업화를 위한 설비 등의 투자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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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TYLOSIN-PRODUCING MICROBIAL STRAINS AND 

INDUSTRIAL PRODUCTION OF TYLOSIN FOR ITS USE AS AN ANIMAL 

FEED ADDITIVE

II.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RESEARCH PROJECT

1.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n general, macrolide antibiotics has been known to inhibit the protein synthesis 

by binding to ribosomes(Corcoran et al,  1977). The detailed action mechanism to 

inhibit microbial growth is to inhibit protein synthesis by interfering with the 

binding of the aminoacyl moiety of aminoacyl-tRNA to ribosome and preventing the 

formation of mRNA-aminoacyl-tRNA-ribosome complex, through binding to 50S 

subunit of ribosome. Tylosin displays a wide activity spectrum to be active to Gram 

positive bacteria, Mycoplasma as well as viruses such as Hemophilus influenza 

whereas it is almost not toxic to animals, and therefore it has been used 

therapeutically and as an animal feed additive for 30 years in the world. In dairy 

industries, various diseases are the important factors to decrease the productivity of 

dairy products.  Especially, the addition of tylosin to animal feed may resul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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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and treatment of animal diseases and improvement of animal feed 

efficiency.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the tylosin-producing 

strain and production processes which can compete with the major worldwide 

producers and to replace the import of tylosin by domestic production and provide 

the 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tylosin derivatives when the successful 

development becomes achieved.

2. Necessity of this research project

The domestic market size of antibiotics used as an animal feed additive is 

25,689,000 $ in 1999 and tylosin comprises 11.3 % of the market to be in the second 

position next to chlorotetracycline(CTC). However, tylosin is entirely imported 

without domestic production due to the absence of the cheap production technology. 

The major worldwide producers of tylosin are Eli lilly, Squibb, Parker Davis(USA), 

and Famitalia(Italy) and domestic companies import, modify and market to the users. 

In Korea, most of researches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ylosin derivatives 

to be active against the tylosin-resistant strains, and the development of tylosin 

production technologies is not performed. Therefore, tylosin itself will have to be 

continuously imported even though tylosin derivatives are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tylosin production technologies will not only make the domestic 

production of tylosin but advance into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ion 

technologies of other antibiotics.   

III. CONTENTS AND SCOPE OF THIS

   RESEARCH PROJECT

1. Establishment of analytical method of tylosin

- quantifying by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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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acterization of tylosin-producing microorganisms

3. Strain improvement and stabilization of characters of mutant strains

- Establishment of screening method and productivity test methods  

- Shake flask culture ; over 10 g/L of tylosin

4. Establishment of strain preservation methods

- Freezing method

- Lyophilization

5. Development of fermentation medium

- Screening or selection medium, seed medium and production medium

- Optimization of fermentation medium for industrial production

① Carbon source

② Nitrogen source

③ Oil

④ Other minerals

6. Establishment of fundamental culture conditions and optimization of 

fermentation processes for industrial production

- Establishment of culture conditions and shake flask culture conditions

- Optimization of fermentation processes usings 5L-fermentor 

①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② Agitation speed

③ Temperature

④ Inoculum size

⑤ Sterilization

7. Scale-up Experiments

- Establishment of fermentation processes in a 1000L-fer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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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of purification and recovery processes

- Pre-treatment of fermentation broth

- Removal of cells

- Concentration

- Drying

9. Formulation studies

10. Test production of tylosin

- Test p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fermentation conditions in 6 kL- and  

 34 kL-fermentors

11. Production of test product and stability test

12. Analysis of economical feasibility

- Production cost ; lower than 45 $/KgA

IV. RESULTS AND SUGGESTIONS

1. Results 

 

1) Establishment of analytical methods of tylosin 

   Analysis by HPLC : 

Column ; C18, 25cm × 4.6, i.d. 5μm

Mobile phase ; 0.85M Sodium perchlorate monohydrate(pH 2.5)(60 %), 

               Acetonitrile(40 %) 

Detection ; 290 nm(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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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acterization of tylosin-producing microorganism

Microbiological properties of Streptomyces fradiae, a tylosin-producer were 

determined.

3) Strain improvement and stabilization of hyperproducers

The experiments to improve the tylosin productivity of Streptomyces fradiae 

strain S.f.T, a mother strain have been continuously and repeatedly performed. 

The mutant strain, H 3 obtained by mutagenesis using UV produced 10.53 g/L of 

tylosin.

4) Establishment of preservation methods of Streptomyces fradiae

The tylosin-producing micoorganisms displayed 92 % survival when they 

were preserved in a frozen glycerol(10 %) solution for a month, and 95 % 

survival in preservation for 4 months when they were lyophilized using 20 % 

skim milk.

5) Development of tylosin fermentation medium

① Fundamental culture media

SP medium was used for screening or selection of mutant strains, and NS 

medium and RO medium was used as a seed medium and a production 

medium, respectively.

② Optimization of fermentation medium

A variety of nitrogen source and carbon sources were tested about 

whether growth and/or tylosin productivity were promoted. The best carbon 

source was rapeseed oil and  the mixture of fish-meal and pharmamedia was 

selected as a nitrogen source. Also, inorganic materials including trace 

elements were optimized by testing their effects on the growth and tylosin 

productivity. The tylosin productivity was enhanced 1.3 fold by optimization of 

fermentation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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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ptimization of fermentation condi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optimal fermentation conditions, fermentations using 

shake flask cultures and fermentors were performed. Fermentation time was 

reduced when seed cultures were divided into two stages(pre-seed and seed), and 

the maximum tylosin productivity was obtained when DO, agitation speed and 

temperature was 6.0 ppm, 600 rpm and 30℃, respectively, in a 5 L-fermentor. 

When Streptomyces fradiae strain H 3, hyper-producer of tylosin, was employed 

and grown in the optimal fermentation medium and conditions, 15 g/L of tylosin 

was produced.

7) Scale-up of fermentation processes

Scale-up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1000 L-fermentor and the 

fermentation conditions to obtain the level of tylosin productivity(15 g/L) 

equivalent to those in a 5 L-fermentor were established. 

8)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of recovery processes

Cells and solids in tylosin fermentation broth were removed by centrifugation 

after adjusting pH in the broth to 4.5 to increase the recovery yield of tylosin, 

and the recovery yield of centrifugation process was 89 %.  Tylosin powder 

product was obtained using a spray dryer and soy bean flour was added to the 

tylosin solution to make the drying more efficient.

9) Formul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ixing efficiency of tylosin with additives in 

formulation, the effects of particle size on the mixing efficiency was tested. The 

optimal particle size was 40 to 60 mesh. The stability test of the dried tylosin 

product was conducted at 40℃ and 75 % RH for a month and soy bean flour 

was determined to be the best stabilizer when considered th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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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st production of tylosin

The test production was conducted in a 34 kL-fermentor using Streptomyces 

fradiae  strain H 3 and the product concentration was 14.9 g/L.

11) Analysis of production cost of tylosin 

Production cost : 45 $/KgA

2. Future plan for the use of the research results and suggestion

Tylosin is one of the important antibiotics to be used as an animal feed additive 

and over 3 million dollars of tylosin is imported. Therefore, production of tyloin 

product will be initiated in near future. Governmental support will be desirable for 

the investment to establish the produ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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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타이로신은 macrolide계 항생제로써 1962년 Eli Lilly사에서 토양미생물인 

Streptomyces fradiae의 배양물에서 분리하여 처음으로 상업화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년

간 1800ton을 생산하고 있다. Streptomyces fradiae, Streptomyces rimosus, 

Streptomyces hygroscopius  등 타이로신을 생성하는 Streptomycetes는 Gram-positive 

filamentous bacteria이며, Escherichia coli에 비해 3배정도 긴 circular genome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eukaryotic fungi에서와 같이 aerial spore를 생성하여 분화한다(Lee 

등, 1995 ; Jill 등, 1985).

Streptomtces의 2차 대사 산물인 타이로신은 16-membered macrolide 계열에 속하

는 항생물질로 16-membered lactone ring에 당의 일종인 mycarose, mycaminose, 그리

고 mycinose가 결합한 형태이다. mycinose는 lactone ring의 C23에 결합하며, mycarose

는 lactone ring의 C5의 산소와 결합된 mycaminose와 결합한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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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 of tylosin

타이로신의 생합성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두 분자의 acetate, 

다섯 분자의 propionate, 그리고 한 분자의 butyrate로부터 tylactone이 생성된다. 이러

한 과정에는 carboxyltransferase와 methyl malonyl-CoA carboxyltransferase가 관여하

며 타이로신의 전구물질인 tylactone에 의해 타이로신의 합성이 조절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당이 lactone ring에 결합함으로써 tylactone에서 타이로신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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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arose의 경우는 TDP-D-glucose와 s-adenosyl-1-methionine에 의해 

TDP-mycarose가 합성되는데 이 반응에는 NADPH가 소모되며 TDP-D-glucose 

oxidoreductase에 의해 중간물질인 TDP-4-keto-6-deoxy-D-glucose가 만들어진다. 

Mycarose의 C3의 methyl group은 methionine으로부터 전달되며 이러한 반응은 다른 

두 당류인 mycaminose와 mycinose의 합성 과정에서도 동일하다(Kang 등, 1987). 미생

물에 의한 타이로신 생합성 과정의 terminal stage를 살펴보면 (Figure 2), 타이로신외

에도 macrocin, relomycin과 같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4종류의 항생제가 존재한다

(Vu-Trong 등, 1987).

Tylactone
+ Mycami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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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c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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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2-O-methylation)2-O-methyltransferase

Macrocin

Tylosin

+ CH3  (3-O-methylation)3-O-methyl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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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ycinosyl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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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Proposed pathway for the terminal stages of tylosin biosynthesis
(        ; major route for biosynthesis ,         ; possible bioconversions)

Macrolide 계열의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ribosome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



27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coran 등, 1977). 미생물에 대한 타이로신의 기작 역시 단백

질 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ribosome에 결합하여 aminoacyl-tRNA의 aminoacyl 부분이 

ribosome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며 mRNA-aminoacyl-tRNA-ribosome complex의 형

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기작에서 타이로신의 결합 부분은 ribosome의 50-S subunit으로 

그람양성균을 비롯하여 Microplasma 그리고 Hemophilus influenza와 같은 virus에도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등의 넓은 범위의 항균력을 가지는 동시에 인체나 동물에는 전혀 

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항생제로 세계시장에서 30 여년간 이용되고 있다.

대량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에 있어서 각종 질병의 발생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질병예방, 사료효율개선 및 성장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료첨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생균제, 효모제, 각종 비타민 및 미네랄제, 그

리고 항생제 등으로 다양하며 사료에 직접 첨가하여 급여한다. 그 중 항생제는 질병예

방 및 치료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형

태로는 사료첨가제, 경구투여제, 그리고 주사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타이로신을 사료첨가제 형태로 생산하여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에 공급하면 

사육되는 축종의 질병예방, 치료 및 사료효율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활용도 높

은 항생제이다.



28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동물용 항생제의 국내시장은 99년 25,689천달러이며, 그 중 타이로신은 11.3%로 

Chlorotetracycline(CTC)에 이어 2번째로 시장이 크지만, 생산경쟁력의 미비로 국내에서 

타이로신은 생산되지 않고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의 타이로

신 주요 생산회사는 Eli Lilly, Squibb, Parker Davis(USA), Famitalia(Italy) 등이 있고, 

국내시장은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판매한다.

타이로신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할 때는 무엇보다도 단위 균주 당 생산하는 타이

로신의 양이 경쟁력이 있도록 개량되어야 하며, 둘째로 균이 최대한 타이로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배양조건을 확립하고, 셋째 최적화 배양조건이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등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 많다. 또한 공개된 타이로신 생산 관련기술은 미

국의 Eli Lilly 사에서 등록한 특허들이 대부분으로 타이로신의 산업적 생산배양과 관련

된 기술은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타이로신 기술개발은 타이로신 내성균을 극복하는 유도체 생성에 대한 연구 등

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이로신의 생산에 관해서는 국내의 기술이 전무한 실정

이므로 향후 타이로신을 이용한 유도체 개발을 하더라도 고가의 원료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개발은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균주의 산업

적 개량을 비롯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을 이룩함으로써 타이로신의 수입 대체효과는 물

론이고 향 후 타이로신 유도체 개발에서 필요한 원료의 대체 공급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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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실험재료 및 방법

1. 균주 및 균주보존

가. 균주

Streptomyces fradiae ATCC19609 ; 이후 S.f.W라 명명 (Wild type).

S. fradiae ATCC 31733 ; 이후 S.f.C 라 명명(KCCM으로부터 분양).

S. fradiae ATCC 31846 ; 이후 S.f.D 라 명명(ATCC로부터 분양).

S. fradiae mutant ; 이후 S.f.T 라 명명(2.0 g/L의 타이로신 생산).

S.f.T-3-M-11 ; S.f.T의 mutant strain(5.6 g/L의 타이로신 생산).

S.f.O 20-1 ; S.f.T-3-M-11의 mutant strain(5.8 g/L의 타이로신 생산). 

S.f.O 20-1(29)-4(8)(3) ; S.f.O 20-1의 mutant strain(8.4 g/L의 타이로신 생산).

                       이후 TS 3이라 명명.

TS 3-17-1(37)-22(3) ; TS 3의 mutant strain(10.5 g/L의 타이로신 생산).

                      이후 H 3이라 명명.

나. 균주보존

타이로신 생산균주는 20 %, 40 % glycerol에 균 배양액을 1 : 1의 비율로 

섞어 -70℃에 보관하는 한편 멸균한 20 % skim milk 액에 spore suspension 

액을 1 : 1로 섞어 동결건조하여 보존을 하 다.

2. 배지 

가. Agar 배지

균주 배양 및 선별 배지로는 SP 배지[L 당 Soluble starch 10 g, Casein 

1 g, Yeast extract 1 g, MgSO4․7H2O 1 g, K2HPO4 0.5 g, Agar 20 g]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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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배양 배지

1차 전배양 배지로는 NS 배지[L 당 Soluble starch 20 g, Soybean meal 

20 g, Yeast extract 3 g, K2HPO4 1 g, MgSO4․7H2O 0.25 g, CaCO3 3 g]를 

2차 전배양 배지로는 SS 배지[L 당 Rapeseed oil 60 g, Soluble starch 5 g, 

Pharmamedia 10 g, Lecithin 5 g, Fish meal 10 g, CaCO3 3 g, K2HPO4 0.5 g, 

KCl 1 g, KOH 1 g, Trace minerals solution(FeCl3 0.5 g/L, ZnCl2 0.6 g/L, 

MnCl2 1 g/L, CoCl2 0.3 g/L) 10 mL]를 이용하 다.

다. 생산 배지

타이로신 생산 배지로는 RO 배지[L당 Rapeseed oil 60 g, Pharmamedia 

5 g, Fish meal 10 g, KH2PO4 0.3 g, KCl 1 g, Trace minerals solution(FeCl3 0.5 

g/L, ZnCl2 0.6 g/L, MnCl2 1 g/L, CoCl2 0.3 g/L) 10 mL]를 사용하 다.

3. 배양방법

가. 선별 균주 배양

선별 균주의 배양은 SP 배지에 균을 접종하여 30℃에서 5일간 배양하

다.

나. 1차 전배양

SP 배지에서 생장한 균을 NS 배지에 접종하여 30℃, 200 rpm 조건으로 

1차 전배양을 수행하 다.

다. 2차 전배양

1차 전배양 수행 후 균체량(PMV)이 15 ∼ 18%(42 ∼ 48시간 배양)정도

일 때 1차 전배양액을 2차 전배양 배지 volume의 10 %가 되게 접종한 뒤 

30℃, 200 rpm 조건에서 2차 전배양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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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lask 배양

1차 전배양을 수행하여 균체량(PMV)이 10 ∼ 15 %정도에 1차 전배양액

을 생산 배지 volume의 10 %가 되게 생산배지에 접종한 뒤 30℃, 200 rpm 

조건으로 flask 배양을 수행하 다.

마. 5L 발효조 배양

1차 전배양을 수행 한 뒤 2차 전배양에서 44 ∼ 50시간 배양한 배양액을 

생산 배지 volume의 10 %가 되게 생산배지에 접종하여 working volume은 

3L, 온도는 30℃, agitation speed는 초기 600 rpm, DO 6.00로 유지하고 

aeration은 1 vvm의 조건에서 5 L 발효조 배양을 수행하 다.

4. 분석방법

가. 균체량 (PMV)

배양액 10 mL을 15 mL falcon tube에 취해, 원심분리기(한일 MF 500)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의 volume을 측정하여 

역으로 균체량을 분석하 다. 

나. Tatal sugar (T.S)

배양액 1 mL에 18 % HCl 10 mL 첨가하여 15 min 간 중탕한 뒤 상온에

서 10분간 식힌다. 6N NaOH 10 mL을 첨가하여 중화한 뒤 D.W를 이용하여 

total volume을 40 mL로 맞추어 voltex 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 1 mL을 이

용하여 DNS법으로 당량을 분석하 다.

다. Reducing sugar (R.S)

적절히 희석한 배양액 1 mL에 DNS sol'n 1 mL을 첨가하여 voltex한 뒤 

5분간 중탕한다. 급냉후 D.W 10 mL을 첨가하여 voltex한 다음 

spectrophotometer (Hewlett-Packard 8452A)를 이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optical density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reducing sugar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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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이로신

타이로신 함량 분석은 HPLC(Waters 501, Agillent 1100)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 Column은 옥타데실실릴화한 실리카 충전컬럼(C18; 25 cm × 4.6 

i.d, 5 um)을 사용하 고, mobile phase로 0.85M Sodium perchlorate 

monohydrate (pH 2.5 with 2N-HCl) buffer와 Acetonitrile이 60 : 40으로 혼

합된 것을 이용하 다. 시료 주입량은 10 uL, flow rate은 1.0 mL/min, 

detection은 290 nm (UV) 그리고 run time 30 분으로 하여 분석하 다. 

Standard는 Eli lilly사에서 생산된 타이로신 tartrate를 사용하 고, major 

component인 타이로신 A를 측정하여 정량을 수행하 다.

5. 균주개량 방법

가. 변이원 처리

생산 배지(L당 Beet molasses 20g, Corn meal 15g, Fish meal 9g, Corn 

seed 9g, NaCl 1g, (NH4)2HPO4 0.4g, CaCO3 2g, Soybean oil 30g)에서 13 ∼ 

14일 동안 배양한 균체를 0.1 % Tween 80이 포함되어 있는 saline(0.85 % 

NaCl) 10 mL에 현탁한 후 Whatman paper number 1 여과지로 여과하여 

mycelium이 제거된 포자 현탁액을 만들었다. 멸균된 유리 plate에 포자 현탁

액을 5 mL 부은 후 변이원인 UV radiation(UV)을 사용하여 포자 현탁액과 

UV 사이의 거리를 25 cm로 하여 40, 50, 60 초간 변이원 처리를 하 다. 변

이원 처리한 포자 현탁액이 들어있는 plate를 호일로 쌓은 후 4시간동안 4℃

에서 냉장 보관하 다.

나. 변이주 선별

4℃에서 4시간 동안 보관한 변이 처리된 포자 현탁액을 0.1 % Tween 80

이 포함되어 있는 saline(0.85 % NaCl) 10mL에 10-4까지 희석하며 각각의 희

석액을 SP 배지(L 당 Soluble starch 10g, Casein 1g, Yeast extract 1g, 

MgSO4․7H2O 1 g, K2HPO4 0.5 g, Agar 20 g)에 도말한 후, 30℃에서 6일간 

배양하 다. TGY 액체배지(L 당 Glucose 10 g, Tryptone 10 g, Yeast 

extract 10 g, NaCl 5 g)에서 OD660nm 3.5 ∼ 4.0까지 생장시킨 지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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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ubtiltis  ATCC6633을 SP 배지에서 생성된 colonies 위에 overlay하

여 30℃에서 24 ∼ 36시간 배양한 후, 생육저지환의 지름이 모균주보다 큰 

colonies를 선별하 다. 선별된 균주를 10 mL의 종배양 배지가 들어있는 100 mL 

flask에 접종하여 30℃에서 60시간동안 배양한 후 10 mL의 생산 배지가 들

어있는 100 mL flask로 transfer하 다. 30℃ 배양기에서 8 ∼ 10일 동안 배

양하며 9일, 10일째 배양한 flask로부터 1mL 정도의 배양액을 채취하여 

10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 다.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0.45um 여과지로 여과한 후 회수액내의 타이로신 양을 HPLC로 분석․비교

하 다.

다. 균주 보관

HPLC로 분석하여 선별된 균주는 slant 및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보

관하 다. 단기 보관은 plate 상에서 지시균에 대한 생육저지환의 지름이 모

균주보다 큰 선별주의 colony 일부를 사면 배지에 접종하여 30℃에서 보관하

다. 그리고 종배양 배지에서 배양한 균체를 Whatman paper number 1 여

과지로 여과하여 만든 포자 현탁액과 24 % sucrose를 1 : 1로 혼합한 액을 

ampoule에 넣어 24시간동안 동결건조 시킨 후 4℃에서 장기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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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및 고찰

1. 타이로신 정량 방법 확립

HPLC를 이용한 타이로신 정량법을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타이

로신 정량을 수행한 결과 타이로신 peak들을 분리, 분석할 수 있었다

(Figure 3). 타이로신 peak들 중 주 peak가 타이로신 A이므로 이 peak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정량하는 방법을 확립하 다.

- HPLC를 이용한 타이로신 분석조건

Column : 옥타데실실릴화한 실리카 충전컬럼(C18 ; 25 cm × 4.6 i.d, 5 um)

Mobile phase : 0.85M Sodium perchlorate monohydrate(pH 2.5)(60 %),

        Acetonitrile(40 %)

Flow rate : 1.0 ml/min

Detection : 290 nm(UV)

Run time : 30 min

Standard : Tylosin tartarate

2. 타이로신 생산균주의 특성 연구

타이로신 생산균주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초기 당농도가 80 g/L이상이 될 

경우 균의 생장이 저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균주의 배양 시 질

소원의 종류에 따라 균의 생장정도 및 생장형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었다. 다

른 타이로신 생산균주에서처럼 질소원의 농도가 높아지면 타이로신 생산이 저

하 되었다(Figure 5). 또한 2차대사 산물로서 타이로신 이외에 노란색 색소를 

생산하는 생리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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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alysis data of tylosin standard by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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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로신 생산균주 개량

가. UV 변이처리에 의한 사멸률 조사

Streptomyces fradiae의 변이주인 S.f.T 균주를 이용하여 UV 처리 시간에 

따른 균주의 사멸률을 알아보았다. 돌연변이원인 UV와 plate의 거리를 25 cm

로 하여 처리한 결과 Figure 6와 같이 30초 처리 시 91.7 %, 40초 처리시 

99.3 %, 60초 처리시 99.9 %의 사멸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실험에서는 

UV lamp와 plate의 거리를 25 cm로 하 으며  UV 처리시간은 40초, 50초, 60

초로 수행하 다.

Figure 6. Death curve of S.f.T strain by UV treatment time.

나. 고역가의 타이로신 생산 균주 선별

Streptomyces fradiae  strain인 S.f.T 균주의 타이로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순수 분리를 수행하여 고역가 생산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다. S.f.T 균

주로부터 포자 현탁액을 얻어 50 % YM 배지에 도말한 후 약 4일간 30℃에

서 배양하 다. 50 % YM 배지 위에서 생장한 colony 위로 test organism인 

B. subtilis  ATCC 6633을 overlay한 후 colony 주변에 큰 생육저지환을 형성

하거나 다른 colony에 비해 colony 크기가 작더라도 colony 크기에 비해 생

육저지환이 큰 균주를 선별하 다. 이렇게 선별한 50개의 균주를 생산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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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양한 후 HPLC를 이용하여 타이로신의 양을 적량하여 모균주인 S.f.T 

균주보다 역가가 높은 균주를 선별하 다. 그 결과 모균주인 S.f.T 균주가 

2.04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 S.f.T-25 균주에서는 2.80 g/L

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S.f.T-3 균주의 경우 가장 많

은 3.01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roduction of tylosin by selected strains from  S.f.T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이렇게 선별한 S.f.T-3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순수 분리 및 돌연변이원을 

처리하고자 하 다. 순수 분리를 통해 선별한 S.f.T-3 균주로부터 얻은 포자 

현탁액에 UV 변이처리를 수행한 후 50 % YM 배지에 도말하여 약 7일간 

배양하 다. 50 % YM agar 배지 위에 생장한 돌연변이 균주위로 지시균인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T 7.13 2.04

S.f.T-3 7.40 3.01

      6 7.08 2.51

      7 6.91 2.74

      9 7.20 1.60

      10 8.04 1.91

      13 7.87 1.88

      14 7.18 1.94

      17 8.11 2.49

      21 7.28 2.07

      22 6.99 2.18

      25 7.07 2.80

      29 7.17 2.10

      32 7.16 2.49

      40 6.8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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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tilis  ATCC 6633을 overlay한 후 colony 주위에 큰 생육저지환을 형성

하거나 다른 colony에 비해 colony 크기가 작더라도 colony 크기에 비해 생

육저지환이 큰 균주를 선별하 다. 선별한 균주를 생산 배지에서 배양한 후 

HPLC를 이용하여 타이로신의 양을 적량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변이주 가운데서는 모균주보다 역가가 높은 균주를 선별하지 못하 다. 

그러나 모균주로부터 순수 분리를 수행하여 선별한 S.f.T-3(11) 균주의 경우 

타이로신 생산량이 모균주에 비해 0.25 g/L 증가하 다.

Table 2.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S.f.T-3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containing 10㎖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T-3(2) 7.17 2.24

       (7) 8.00 2.18

       (11) 7.24 3.26

       (12) 7.29 2.73

       (20) 7.19 3.07

       (24) 6.81 3.19

       (25) 7.04 2.94

       (27) 7.06 2.40

       (30) 7.42 2.97

       (31) 7.10 2.82

S.f.T-3-14 8.09 2.64

        17 8.11 2.06

        21 7.51 2.59

        36 7.04 2.91

        45 6.92 2.41

        46 7.08 3.00

        47 7.06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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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T-3(11) 균주로부터 다시 순수 분리

를 수행하여 역가가 높은 균주를 선별하 다(Table 3). 그 결과 3.30 g/L 이

상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T-3(11)(2), S.f.T-3(11)(4), S.f.T-3(11)(9) 균주

를 선별하 으며, 이 중 S.f.T-3(11)(9) 균주는 3.91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여 S.f.T-3(11) 균주에 비해 타이로신의 생산량이 0.41 g/L 증가하 다.

Table 3. Tylosin production by isolated strains from S.f.T-3(11)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고역가의 타이로신을 생산 균주를 개발하기 위해 3.57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T-3(11)(9)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순수 분리 및 UV 변이처리를 

수행하 으나 3.50 g/L 이상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균주는 선별하지 못하

다. 그러나 약 3.4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T-3(11)(4) 균주를 모균주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
a

S.f.T-3(11)(1) 7.17 3.01

          (2) 7.18 3.34

          (4) 7.17 3.39

          (5) 7.55 2.81

          (6) 6.99 3.22

          (9) 7.15 3.57

          (12) 7.27 3.10

          (13) 7.36 2.72

          (16) 7.03 2.89

          (18) 7.04 2.48

          (19) 7.43 2.68

          (24) 7.18 2.61

          (25) 6.3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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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여 돌연변이원을 처리한 결과 3.96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T-3(11)(4)-39 균주를 선별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S.f.T-3(11)(4)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변이주인 S.f.T-3(11)(4)-39 균주를 이용하여 생산 배지에 따른 타이로신

의 생산량을 알아보았다(Table 5). 그 결과 기존 배지인 N배지에서 배양하

을 경우 타이로신 생산량이 3.92 g/L 인 반면 새 배지인 M배지에서 배양하

을 경우 0.36 g/L 증가한 4.28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다. 이 후 실험에

서는 M배지에서 4.18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S.f.T-3(11)(4)-39 균주를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
a

S.f.T-3(11)(4)(1) 6.94 3.29

             (2) 6.83 2.77

             (3) 6.59 2.60

             (4) 7.13 3.10

             (5) 7.81 3.43

             (6) 7.13 3.41

             (7) 7.11 2.95

             (8) 7.06 3.28

S.f.T-3(11)(4)-3 7.18 3.24

              14 7.33 2.82

              16 7.65 3.14

              31 6.89 2.71

              39 7.00 3.96

              41 7.0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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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3-M 균주라 명명하 으며 기존 생산배지인 N배지 대신 M배지를 생산 

배지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Table 5.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production medium from 
S.f.T-3(11)(4)-39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 ; FeSO4․7H2O 0.3 %, CuSO4․5H2O 0.3 %, ZnSO4․7H2O 0.3 %, CoCl2․6H2O 
0.3 %, MnSO4 0.3 %.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S.f.T-3-M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돌연변이원인 UV를 처리하여 고역가의 

타이로신 생산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다. 1차 선별된 50개의 균주를 생산 

배지에서 10일간 배양한 후 HPLC로 분석한 결과 S.f.T-3-M-2 균주가 4.70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여 가장 많은 양을 나타냈다(Table 6). 또한 1차 선

별과정에서 형성된 S.f.T-3-M 균주의 변이주와 개량 초기 균주인 S.f.T의 

colony에 지시균을 overlay하여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2.04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S.f.T 균주의 경우 지시균에 대한 생육저지환

이 colony 주위로 작게 형성된 반면 S.f.T-3-M 균주의 변이주들은 S.f.T 균

주에 비해 2배 이상의 생육저지환을 형성하 다(Figure 7).

Medium Component Compositio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Remark

N

Soluble starch
Glucose

MgSO4․7H2O
NaCl

(NH4)2SO4
L-Aspartate
Trace minerals 

Sol'n*

2.0
0.5
 0.05
0.1
  0.047
0.1
0.1

7.10 3.92

M

Beet molasses
Corn meal
Fish meal
Corn seed
NaCl

(NH4)2HPO4
CaCO3

Soybean oil

2.0
1.5
0.9
0.9
0.1
 0.04
0.2
3.0

7.03 4.28 S.f.T-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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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duction of tylosin by mutant strains from S.f.T-3-M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Figure 7. Comparison of halo size in mutant colonies from S.f.T-3-M 
strain(A) and isolated colonies from S.f.T strain(B).
Colonies were on SP medium for 6 days. The colony were overlaid  with 
Bacillus subtilis ATCC6633 as test organism and incubated for 20hrs.

 UV 변이처리를 수행하여 1차적으로 선별한 60개의 변이주 가운데 5.00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

S.f.T-3-M 7.11 4.19

S.f.T-3-M-1 7.08 4.34

           2 7.22 4.70

           4 6.80 4.18

           5 6.98 3.75

           9 7.37 3.93

           17 7.13 3.68

           19 6.79 4.09

           24 6.81 4.21

           27 7.03 3.89

A B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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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이상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T-3-M-2-11, S.f.T-3-M-2-28, 

S.f.T-3-M-2-59 균주를 최종적으로 선별하 다(Table 7). 최종 선별한 3균

주 가운데 5.61 g/L로 타이로신 생산 역가가 가장 높았던 S.f.T-3-M-2-11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를 수행하 다(Table 8). 지시균을 이용한 생육저지환의 

크기로 선별한 30개의 균주를 생산 배지에서 배양한 후 HPLC로 분석한 결

과 S.f.T-3-M-2-11(28) 균주가 가장 높은 양인 5.76 g/L의 타이로신을 생산

하 다. 

Table 7. Production of tylosin by mutant strains from S.f.T-3-M-2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T-3-M-2-1 6.87 4.71

             2 7.26 4.20

             3 7.01 4.33

             6 7.02 3.97

             8 6.91 4.18

             9 6.92 3.65

             10 7.43 4.04

             11 7.51 5.61

             12 7.13 4.49

             14 7.70 3.46

             15 7.76 3.72

             16 7.49 3.81

             27 6.64 4.96

             28 6.83 5.28

             32 8.01 4.03

             35 7.54 4.85

             43 8.02 4.07

             44 8.12 4.01

             46 7.80 3.92

             58 7.04 4.10

             59 7.39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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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Table 8. Tylosin production by isolated strains from S.f.T-3-M-2-11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f.T-3-M-2-11(28)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

를 수행하여 선별한 20개의 선별주 가운데 5.78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S.f.T-3-M-2-11(28)(20) 균주, 그리고 돌연변이원을 처리하여 선별한 20개의 

변이주 가운데 6.09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S.f.T-3-M-2-11(28)-3 균주를 

최종 선별하 으며 각각을 S.f.O 20, S.f.O-3이라 명명하 다. 가장 많은 양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S.f.O-3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 및 UV 변이처리를 수행하

여 고역가의 타이로신 생산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으나 6.00 g/L 이상을 생산

하는 균주는 선별하지 못하 다. 다음으로 5.78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S.f.O 20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UV 변이처리를 수행한 결과 table 10에서 보

는 바와 같이, 6.57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O 20-1 균주를 선별할 수 

있었다.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T-3-M-2-11(5) 7.64 4.75

               (12) 6.87 5.03

               (15) 7.37 5.13

               (25) 7.00 4.64

               (27) 7.25 4.26

               (28) 7.00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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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S.f.T-3-M-2-11(28)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Table 10. Production of tylosin by mutant strains from S.f.O 20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Remark

S.f.T-3-M-2-11(28)(2) 8.07 5.13

                   (11) 7.55 4.46

                   (12) 7.15 5.41

                   (18) 6.51 4.53

                   (20) 7.01 5.78 S.f.O 20

S.f.T-3-M-2-11(28)-3 7.21 6.09 S.f.O-3

                      8 8.24 4.10

                      18 7.43 5.59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O 20 6.81 5.41

S.f.O 20-1 7.08 6.57

         9 6.83 5.89

         17 6.90 5.71

         31 7.11 5.84

         33 7.06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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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별한 변이주 S.f.O 20-1를 순화고정시키기 위해 순수 분리를 수

행하 다(Table 11). 30개의 1차 선별주를 배양하여 분석한 결과 S.f.O 

20-1(29) 균주가 6.84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으며 S.f.O 20-1(1) 균주가 

6.91 g/L로 가장 많은 양의 타이로신 생산을 나타내었다. S.f.O 20-1 균주의 

경우 생산 배지에서의 균체량이 모균주인 S.f.O 20에 비해 적었으며 SP 배지

에서 형성되는 colony의 크기도 S.f.O 20-1 균주가 S.f.O 20 균주에 비해 작

았다(Figure 8).

Table 11. Production of tylosin by isolated strains from S.f.O 20-1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A)            (B)

Figure 8. Comparison of colony size in isolated colonies from S.f.O 20-1 
strain(A) and isolated colonies from S.f.O 20 strain(B).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O 20-1(1) 7.09 6.91

           (5) 7.21 6.76

           (8) 7.14 6.82

           (26) 6.93 6.80

           (29) 7.25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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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d colonies were on SP medium for 6 days.
S.f.O 20-1(29)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를 수행하여 모균주와 유사한 6.93 g/L

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O 20-1(29)(27)균주를 선별하 다(Figure 9). 또

한 S.f.O 20-1(29)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돌연변이원을 처리한 경우 7.19 g/L 

이상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O 20-1(29)-4, S.f.O 20-1(29)-9 균주를 선별

할 수 있었다(Table 12). 이 가운데 7.52 g/L로 가장 많은 양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S.f.O 20-1(29)-4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를 수행하 다. 

Figure 9. Overlay with Bacillus subtilis ATCC6633 on isolated colony 
from S.f.O 20-1(29)(27).
Isolated colony were on SP medium for 6 days. The colony were overlaid  
with Bacillus subtilis  ATCC6633 as test organism and incubated for 24 ∼ 
36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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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S.f.O 20-1(29)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의 선별주 가운데 S.f.O 20-1(29)-4(7) 

균주가 7.61 g/L, S.f.O 20-1(29)-4(14) 균주가 7.81 g/L의 타이로신을 각각 

생산하 다. 그리고 S.f.O 20-1(29)-4(8) 균주가 가장 많은 양인 7.94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역가의 타이로신 생산 균주를 선별하

기 위하여 S.f.O 20-1(29)-4(8)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 및 돌연변이원 처리를 

수행하 다(Table 14). 그 결과 순수 분리를 수행하여 얻은 20개의 선별주 가

운데 S.f.O 20-1(29)-4(8)(3) 균주가 8.42 g/L, 돌연변이원을 처리하여 얻은 

30개의 변이주 가운데 S.f.O 20-1(29)-4(8)-3 균주가 8.20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으며 각각의 균주를 TS 3, TS-3으로 명명하 다.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O 20-1(29)(3) 6.76 6.49

             (12) 6.97 6.52

             (25) 6.81 6.78

             (27) 7.04 6.93

             (33) 6.89 6.35

S.f.O 20-1(29)-4 7.22 7.52

                6 6.14 4.10

                9 6.77 7.19

                10 6.70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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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Production of tylosin by isolated strains from S.f.O 20-1(29)-4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S.f.O 20-1(29)-4(1) 7.16 5.47

               (2) 6.72 6.96

               (3) 6.65 5.67

               (4) 6.73 5.66

               (5) 6.94 6.70

               (6) 6.82 7.34

               (7) 6.86 7.61

               (8) 7.01 7.94

               (9) 6.80 6.13

               (10) 7.34 5.59

               (11) 6.67 6.97

               (12) 6.77 5.74

               (13) 7.62 6.54

               (14) 6.76 7.81

               (15) 7.23 6.95

               (16) 6.72 5.56

               (17) 6.74 6.70

               (18) 6.51 5.72

               (19) 6.96 5.72

               (20) 7.40 6.37

               (21) 6.89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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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S.f.O 20-1(29)-4(8)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선별된 균주 가운데 8.42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TS 3 균주로부터 순

수 분리를 수행하여 타이로신의 생산량이 0.24 g/L 증가한 TS 3(4) 균주를 

선별하 다. 또한 TS 3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돌연변이원을 처리하여 9.01 g/L

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TS 3-16 균주와 9.27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TS 3-17 균주를 선별하 다(Table 15). TS 3-17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를 수

행하여 타이로신 생산 역가가 높은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으나 모균주보다 

생산 역가가 높은 균주는 선별하지 못하 다. 그러나 TS 3-17 균주를 모균

주로하여 UV 변이처리를 수행하여 9.74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변이주 

TS 3-17-1를 선별하 다(Table 16). 다음 실험으로 TS 3-17-1 균주의 타이

로신 생산 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순수 분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table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개의 선별주가운데 TS 3-17-1(37) 균주가 9.97 

g/L로 가장 많은 양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다.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Remark

S.f.O 20-1(29)-4(8)(3) 7.01 8.42 TS 3

                   (12) 6.86 7.34

                   (18) 6.87 7.87

S.f.O 20-1(29)-4(8)-3 7.29 8.20 TS-3

                     17 7.00 7.95

                     26 7.03 7.42

                     29 7.15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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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TS 3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
a

TS 3(1) 6.89 8.64

     (3) 6.72 7.67

     (4) 6.98 8.66

     (6) 6.77 8.34

     (10) 7.14 8.03

TS 3-4 6.76 7.81

      5 6.88 8.96

      6 7.42 6.31

      8 6.75 8.74

      13 6.76 7.92

      16 6.83 9.01

      17 7.00 9.27

      23 6.92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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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TS 3-17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Table 17. Tylosin production by isolated strains from TS 3-17-1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TS 3-17(1) 7.06 9.04

        (2) 6.62 7.96

        (5) 6.91 8.70

        (6) 6.80 8.49

        (13) 7.36 8.65

        (14) 6.97 8.03

TS 3-17-1 6.80 9.74

         5 7.15 8.65

         12 6.78 8.86

         18 6.67 7.39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TS 3-17-1(1) 6.99 9.61

           (3) 6.93 7.51

           (9) 7.18 9.28

           (13) 6.74 8.54

           (21) 7.60 7.86

           (22) 6.87 8.36

           (25) 6.91 9.10

           (34) 6.89 8.03

           (37) 7.07 9.97

           (39) 6.75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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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3-17-1(37)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 및 돌연변이원 처리를 수행하여 고

역가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다(Table 18). 순수 분리

에 의해 선별된 균주의 경우 가장 많은 양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TS 

3-17-1(37)(28) 균주가 9.87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반면 돌연변이원 처리

에 의해 선별된 변이주의 경우 TS 3-17-1(37)-5 균주가 모균주보다 0.52 g/L 

증가한 10.49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다.

Table 18. Comparison of tylosin production in isolated strains and mutant 
strains from TS 3-17-1(37)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 ) ; isolated strain.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a

TS 3-17-1(37)(1) 7.10 9.60

              (2) 6.64 7.75

              (3) 7.13 9.79

              (11) 6.83 8.36

              (15) 7.37 9.13

              (27) 7.25 9.26

              (28) 7.00 9.87

TS 3-17-1(37)-5 6.87 9.03

               8 6.74 9.87

               10 6.84 8.99

               11 7.41 10.05

               12 8.05 8.16

               22 7.32 10.49

               25 7.01 9.64

               29 7.16 9.73

               30 7.57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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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별한 변이주 TS 3-17-1(37)-22로부터 순수 분리를 수행한 결과 

50개의 선별주 가운데 최종적으로 10.40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TS 

3-17-1(37)-22(10), 10.4 5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TS 3-17-1(37)-22(39) 그리

고 가장 많은 양인 10.53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TS 3-17-1(37)-22(3) 균주

를 선별하 으며 각각의 균주를 H 10, H 39, H 3으로 명명하 다(Table 19).

Table 19. Production of tylosin by isolated strains from TS 3-17-1(37)-22 
strain

Cells were grown in a Erlenmeyer flask(100 mL) containing 10 mL of 
production medium for 8∼10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00 rpm.
a Tylosin was measured by HPLC.

Strain pH
Concentration of 
tylosin(g/L)

a Remark

TS 3-17-1(37)-22(2) 7.23 9.51

                 (3) 7.16 10.53 H 3

                 (5) 7.25 7.37

                 (6) 7.06 9.86

                 (8) 8.11 8.56

                 (10) 7.12 10.40 H 10

                 (17) 6.56 8.82

                 (19) 7.40 9.64

                 (24) 6.83 7.20

                 (36) 8.04 8.68

                 (37) 7.05 9.67

                 (39) 7.06 10.45 H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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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균주 개발 요약

현재까지의 균주 개발을 살펴보면 타이로신을 2.04 g/L 생산하는 

Streptomyces fradiae의 변이주인 S.f.T 균주로부터 순수 분리를 수행하여 

선별주 S.f.T-3, S.f.T-25를 얻었으며 S.f.T-3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계속적으

로 순수 분리와 돌연변이원을 처리한 결과 S.f.T 균주보다 2배의 역가를 갖

는 S.f.T-3-M 균주를 선별하 다. 다음으로 S.f.T-3-M 균주로부터 UV 변이

처리하여 5 g/L이상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S.f.T-3-M-11, S.f.T-3-M-28, 

S.f.T-3-M-59 변이주를 선별하 다. 변이주 가운데 5.61 g/L으로 가장 많은 

양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변이주 S.f.T-3-M-11로부터 순수 분리 및 UV 변이

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S.f.O 20, S.f.O-3 균주를 선별하 으며 S.f.O 20 균주

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순수 분리 및 돌연변이원 처리에 의한 고역가 균주 선

별 과정을 거쳐 8.42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한 TS 3 균주를 선별할 수 있었

다. TS 3 균주의 경우 S.f.T 균주에 비해 생산 역가가 4배 이상 증가한 균주

로 TS 3 균주를 모균주로하여 순수 분리에 의한 균주 안정화 과정 및 UV 

변이원 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S.f.T 균주에 비해 5배 이상인 

10.53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H 3 균주를 선별하 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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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T
                                      2.04g/L

                                      S.f.T-3              S.f.T-25
                                      3.01g/L              2.80g/L

                        S.f.T-3(11)(2)   S.f.T-3(11)(4)   S.f.T-3(11)(9)
                           3.34g/L         3.39g/L         3.57g/L

                                        S.f.T-3-M
                                          4.28g/L

                   S.f.T-3-M-2-11   S.f.T-3-M-2-28    S.f.T-3-M-2-59
                        5.61g/L           5.28g/L            5.26g/L

                       S.f.O 20-1 
                        6.57g/L  

  S.f.O 20-1(29)(27)  S.f.O 20-1(29)-4  S.f.O 20-1(29)-9
       6.93g/L           7.52g/L          7.19g/L

                   TS 3       TS-3
                  8.42g/L      8.20g/L

       TS 3-17-1(1)   TS 3-17-1(37)
          9.61g/L          9.97g/L

  H 3      H 10      H 39
10.53g/L   10.40g/L  10.45g/L

      Figure 10. Genealogy of tylosin producing strains.
                   (    ; isolated strain ,      ; mutant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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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주의 보존 방법 확립

타이로신 생산균주의 단기보존방법으로는 사면배지에 균을 보존하는 방법

을, 균을 중기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70℃ 동결보관법 그리고 균을 장기 보존

하는 방법으로 동결건조 보관법을 선택하 다. 동결보관법으로 균을 보존시 보

존물질인 glycerol의 적정농도를 결정하고자 glycerol 농도에 따른 균의 생존률 

및 타이로신 생산역가 유지를 조사하 다. 1개월 동결보존한 균주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glycerol의 농도는 10 %로 하여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Table 20). 또한 균을 장기보존을 위해 20 % skim milk에 spore를 희석하여 

동결건조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Table 21).

Table 20. Survival rate and tylosin production of freezed spore

Table 21. Survival rate and tylosin production of lyophilized spore

5. 기초 배양 배지 및 조건 확립

Glycerol Conc.

(%)
CFU/ml

Survival rate 
(%)

Tylosin

(g/L)
Remark

4.9*102 100 3.3 Initial

10 4.5*10
2

92 3.3 After 1 

month20 2.0*102 41 2.6

Material CFU/ml
Survival rate 

(%)
Tylosin

(g/L)
Remark

6.2*104 100 3.2 Initial

  20% skim milk 5.9*104 95 3.0 After 4 

month  20% sucrose 5.0*10
4

8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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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균주 선별 배지

1) Agar 배지의 선별

다양한 agar 배지에서 Streptomyces fradiae  ATCC 19609(S.f.W)의 생

장을 관찰하여 균주 배양을 위한 배지를 선별하고자 하 다(Table 22). 

Oatmeal agar 배지에서 균의 생장을 관찰한 결과 배양 8일 이후 colony 

생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일 이상이 되면 spore가 생성되었

다. Oatmeal agar 배지의 경우, 배양 기간이 길어 배지에 0.2 % yeast 

extract를 첨가하여 배양을 수행한 결과 배양 5일 후에 균의 생장이 관찰

되었으며, 7일 이상이 되면 spore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P agar 

배지에서는 전배양한 배지에 따라 균의 배양기간이 4∼8일로 달라지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YM agar 배지에서 균을 배양하 을 때는 3일 이후에 균

의 생장이 관찰되어 가장 균의 생장이 빨랐으나, 10일 이상 배양한 후 지

시균을 overlay하여도 생육저지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배지 내 양분

의 함량이 높아 이차대사 산물인 타이로신 합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사료되

어 YM배지 성분을 반으로 줄인 50 % YM 배지에서의 균의 생장을 관찰

하 다. 50 % YM agar 배지에서 균의 생장은 YM agar 배지에서 배양 

하 을 때와 같이 3일 이후부터 관찰되었으나 지시균을 overay 하 을 때 

선명한 생육저지환이 나타났다. 따라서 colony 배양 및 1차 선별 배지로 

50 % YM agar 배지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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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Growth of S. fradiae  ATCC 19609 in various agar medium

a ; Yeast extract.
b ; FeSO4․7H2O 1%, CuSO4․5H2O 0.1%, ZnSO4․7H2O 0.1%.

2) Agar 배지의 최적화

타이로신 균주의 colony 생성 및 1차 선별을 위해서 50 % YM agar 배

지를 이용하 다. 그러나. 50 % YM agar 배지의 경우 colony 생성 후 지

시균을 overlay하기까지 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균주의 상태가 

불안정한 돌연변이균의 경우 오랜 시간 배양으로 인하여 균주의 상태가 달

라질 우려가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pore 배양 3일 

정도에 균의 생장이 육안으로 관찰되며, 지시균의 overlay 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배지를 선별하고자 하 다. 다양한 agar 배지에서 S.f.T-3 균주를 

Medium Component Composition(%) Growth

Oatmeal

Oatmeal

Agar

pH

6.0

 1.25

7.0

 배양 8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되며 10일 이상이 되면

 spore 생성

Oatmeal

+

0.2% Y.e
a

Oatmeal

Agar

Yeast extract

6.0

 1.25

0.2

 배양 5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되며 7일 이상이 되면

 spore 생성

ISP

L-Asparagine

Glycerol

K2HPO4

Trace minerals sol'nb

Agar

pH

0.1

1.0

0.1

0.1

1.5

7.0∼7.4

 배양 4-8일 이후 균의 생장

이 

 관찰

ISP

+

0.1% Y.e
*

ISP medium

Agar

Yeast extract

1.5

0.1

 배양 3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

YM

Yeast extract

Malt extract

Peptone

Dextrose

Agar

pH

0.3

0.3

0.5

1.0

1.5

7.0

 배양 3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되나 10일 이후에도

 spore 생성되지 않음

50% YM

50% YM medium

Agar

pH

1.5

7.0

 배양 3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되며 10일 이상이 되면

 spore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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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 결과 50 % YM 배지에서는 배양 10일 정도에 spore가 생성되었으

며, GYBC 배지에서는 3일 이후에 균의 생장이 육안으로 관찰되었으나 10

일 정도가 되어서도 spore가 생성되지 않았다(Table 23). SP 배지에 spore

를 배양한 경우 3일 정도에 균의 생장이 육안으로 관찰되고 5일 정도 배양 

시 aerial mycelium이, 배양 7일 정도에 spore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SP 

agar 배지를 이용하여 S.f.T-3 균주를 배양할 경우 지시균의 overlay를 위

한 배양기간이 50 % YM agar 배지에 비해 2일정도 단축되었다. 향후 SP 

배지를 spore의 배양 및 1차 선별을 위한 배지로 이용할 것이다. 

 

Table 23. Growth of S.f.T-3 strain in various agar medium

나. 전배양

1) 전배양 배지

타이로신 생산배지의 최적화를 위한 질소원 실험에서 soybean meal을 

첨가하여 준 경우 균의 생장이 높았었다. 타이로신 생산 균주인 S.f.O 20-1 

균주의 전배양 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S 배지와 soybean meal을 질소원으

로 하여 배지 원가가 저렴한 NS배지 중 적절한 전배양 배지를 선별하고자 

하 다. NS배지에서 S.f.O 20-1 균주의 생장을 알아본 결과 S배지와 생장

이 유사하여, 두 배지에서 각각 전배양을 수행한 후 타이로신 생산 배양을 

Medium Component Composition(%) Growth

Modified 
Oatmeal

Oatmeal
Yeast extract
Agar
pH

6.0
0.2
 1.25
7.0

 배양 5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되며 7일 이상이 되면 
 spore 생성

50% YM

Yeast extract
Malt extract
Peptone
Dextrose
Agar
pH

 0.15
 0.15
 0.25
0.5
1.5
7.0

 배양 3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 
 Colony가 형성되고 5일 후 
 지시균의 overlay 가능

GYBC

Glucose
Yeast extract
Beef extract

Casein hydrolyzate
Agar
pH

1.5
0.1
0.1
0.2
1.5
7.0

 배양 3일 이후 균의 생장이
 관찰되나 10일에도 
 spore 생성되지 않음

SP

Soluble starch
Casein

Yeast extract
K2HPO4

MgSO4․7H2O
Agar
pH

1.0
0.1
0.1
 0.05
0.1
2.0
7.2

 배양 3일 이후 균의 생장
 이 관찰
 Colony가 형성되고 3일 후 
 지시균의 overlay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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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Figure 11). 두 배지를 각각 전배양 배지로 이용한 타이로신 생

산배양에서 균체량은 유사하 으며, 타이로신 생산도 NS 배지에서 전배양

을 수행한 경우에 0.3 g/L 높았다(Figure 12). 따라서 두 배지를 이용하여 

전배양을 수행하 을 때 생산배지에서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이 차이

를 보이지 않으므로 원가가 저렴한 NS배지를 전배양 배지로 선별하 다. 

                  A  

            

B

     

          

Figure 11. Growth curve of S.f.O 20-1 strain in S medium(A) and NS 
medium(B). ◆ ; Growth,  ■ ;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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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pre-seed medium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in production culture. Cells were grown in a baffle 
flask(500 mL) containing 5 0mL of production medium for 8 days, 
which was maintained at 30℃ and shaken at 220 rpm. □ ; Growth, 
■ ; Tylosin.

2) 전배양 기간

타이로신 생산을 위한 전배양에서 배양 정도에 따른 타이로신 생산의 

변화를 알아보고 적절한 전배양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 다. 전배양에서 균

의 생장정도에 따른 생산배지에서의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의 생산을 알아

본 결과, 생산배양에서 균의 생장은 차이가 없었으나 타이로신 생산은 차

이를 보 다(Table 24). 전배양에서 균체량(PMV)이 18 %(생장 대수기 중 

middle log 시점)일때 transfer하여 생산배양을 수행한 경우 7.3 g/L로 12 %

나 26 % 일때 transfer 한 것보다 높은 농도의 타이로신이 생산되었다. 따

라서 전배양은 균체량이 18 %가 되는 시점에서 생산배양을 수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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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at different 
PMV(%) of seed culture in production culture

PMVa of seed culture
(%)

Tylosin production culture

pH PMV
a
(%) Tylosin(g/L)

12 7.27 2.8 6.1

18 7.16 33 7.3

26 7.18 32 6.8
 

a PMV = Packed Mycellium Volume.

6. 타이로신 발효배지 개발

가. 발효배지의 선별

타이로신 발효배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에 타이로신 발효에 사용하고 

있는 N 배지를 문헌상의 다양한 배지들과 타이로신 생산을 비교하여 발효배

지를 선별하고자 하 다. 4종류의 생산배지에서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

을 비교하 다(Table 25). M 배지의 경우 기존의 N 배지보다 1.3배 높았은 

2.5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으나, 이외의 배지들은 타이로신 생산이 낮았

다. 기존의 N 배지보다 균의 생장뿐만 아니라 타이로신 생산도 높은 M 배지

를 발효배지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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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various 
production medium

a ; FeSO4․7H2O 0.3 %, CuSO4․5H2O 0.3 %, ZnSO4․7H2O 0.3 %, CoCl2․6H2O 
0.3 %, MnSO4 0.3 %.

 Medium Component Composition(%) pH PMV(%) Tylosin(g/L)

N

Soluble starch

Glucose

MgSO4․7H2O

NaCl

(NH4)2SO4
L-Aspartate

Trace minerals 
Sol'na

2.0

0.5

 0.05

0.1

  0.047

0.1

0.1

7.54 40 1.9

M

Beet molasses

Corn meal

Fish meal

Corn seed

NaCl

(NH4)2HPO4
CaCO3

Soybean oil

2.0

1.5

0.9

0.9

0.1

 0.04

0.2

3.0

7.25 48 2.5

CS

Corn meal

Corn seed

Corn starch

CaCO3
(NH4)2SO4
K2HPO4
FeSO4

5.5

 1.65

3.6

1.4

2.0

 0.12

  0.027

7.12 4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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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소원의 향

1) Corn meal의 향

타이로신 생산배양에서 주 탄소원 중 하나로 이용되는 corn meal을 다

양한 탄소원들로 대체하 을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 적절

한 탄소원을 선택하고자 하 다. Corn meal을 첨가하여 배양한 경우와 첨

가하지 않고 배양한 것과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6). 또한 soluble starch, sucrose 그리고 dextrin을 corn 

meal 대체 탄소원으로 첨가한 경우에서도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corn meal을 fructose로 대체하

을 때는 pH가 7.51로 약간 높았으며 균체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 다. 

Corn meal을 첨가하지 않거나 다른 탄소원으로 대체하여도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타이로신 생산배지에서 corn 

meal 첨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6. Effect of corn meal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flask culture

a
 Corn meal not added.

 Carbon sources pH PMV(%) Tylosin(g/L)

Corn meal 7.24 48 2.2

Not adda 7.05 46 1.8

Soluble starch 7.29 44 2.3

Sucrose 7.13 46 1.9

Dextrin 7.17 45 2.4

Fructose 7.51 3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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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탄소원들의 향

타이로신 생산배양에서 다양한 탄소원에 대한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 최적의 탄소원을 선별하고자 하 다. 타이로신 생산배지

에서 탄소원으로 이용되는  corn seed를 soluble starch, dextrin, corn starch

로 대체하고 이들 탄소원의 농도를 1.5 %, 3 %로 하여 배양을 수행하 다

(Table 27). 탄소원들에 따른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비교하는 실험

을 수행한 결과 본래 첨가되어왔던 corn seed를 다른 탄소원으로 대체하여 

배양한 경우 균체량(PMV)이 30 ∼ 36 %사이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첨가하는 탄소원의 농도를 1.5 %로 했을 경우에는 dextrin과 corn 

starch에서 타이로신 생산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 %가 되게 첨

가했을 때는 dextrin을 첨가하여 주는 것이 타이로신 생산이 0.5 g/L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로신 생산배지에서 corn seed를 3 % dextrin으로 대

체하여 타이로신은 약 1.3 배 향상된 3.2 g/L가 생산되었다.

Table 27. Effect of various carbon sources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flask culture

       

 Carbon sources pH PMV(%) Tylosin(g/L)

Corn seed 7.15 48 2.4

Soluble starcha 7.33 30 2.4

Soluble starchb 7.31 35 2.8

Dextrin
a

7.24 33 2.7

Dextrinb 7.24 36 3.2

Corn starcha 7.33 34 2.8

Corn starchb 7.16 32 3.0

a
 Carbon source concentration is 15 g/L 
b
 Carbon source concentration is 3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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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원을 oil로 대체하 을 때의 향

Streptomyces  이용한 항생물질의 발효는 균이 단일균 형태로 생장하지 

않고 긴 mycelium 형태로 생장하여서 배양액의 점도가 높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배지에서 항생물질의 전구체로 쓰여지거나 

anti-foaming 효과가 있는 oil을 탄소원으로 대체하기도 하 다(Okabe 등, 

1996). 타이로신 생산배양에서도 배양액의 점도가 높아 air-lift 발효조를 

이용한 배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생산배양에서 탄소원으로 이용되는 

dextrin을 oil들로 대체하여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자 하

다. Oil의 향 실험에서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soybean oil, rapeseed oil 그리고 향을 알아보지 않은 corn oil, 

olive oil, fish oil, sesame oil들을 대체 탄소원으로 첨가하여 배양을 수행

하 다(Table 28). Oil들을 탄소원으로 대체하여 배양하 을 경우 길게 

mycelium 형태가 아닌 둥근 pellet 형태로 생장하여 점도가 낮게 개선되었

다(Figure 13). Soybean oil과 olive oil, corn oil을 탄소원으로 첨가한 경우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이 저조하 으나, rapeseed oil, fish oil, sesame oil

을 탄소원으로 첨가하여 준 경우 균의 생장은 dextrin을 탄소원으로 첨가

한 것과 유사하 으며, 타이로신 생산은 0.2∼0.5 g/L 높았다. 그 중 fish 

oil이 7.3 g/L로 가장 높은 타이로신 생산을 보 으나, fish oil과 sesame 

oil은 rapeseed oil보다 생산대비 단가가 높다. 이후 타이로신 생산배지에 

탄소원으로 rapeseed oil을 이용할 것이다.

Table 28.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at addition 
of various oils as carbon source in production medium

a Carborn sources are 30 g/L of dextrin and 30 g/L of soybean oil.

Carbon source pH PMV(%) Tylosin(g/L)

 Dextrin + Soybean oila 7.28 35 6.9

 Soybean oil 7.35 28 5.7

 Rapeseed oil 7.20 34 7.1

 Olive oil 7.85 24 4.8

 Corn oil 7.45 28 6.3

 Fish oil 7.04 36 7.3

 Sesame oil 7.34 3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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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xtrin + Soybean oil Rapeseed oil
     (400X) (400X)

  Dextrin + Soybean oil Rapeseed oil
     (100X) (100X)

      Fish oil Sesame oil

     (100X) (100X)

Figure 13. Morphology of S.f.O 20-1 strain by carb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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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  농도의 향

타이로신 생산배지에서 탄소원과 biotin을 제공하는 당 의 농도에 따른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 적절한 당 의 농도를 확립하고자 

하 다. 당 을 0, 10, 20, 30 g/L가 되게 첨가하여 타이로신 생산배양을 수

행한 결과 당 을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경우 7.2 g/L의 타이로신이 생산

되었다(Table 29). 당 의 농도를 10, 20 g/L 첨가하여도 첨가하지 않고 배

양하 을 때와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당 의 농도를 30 g/L 첨가하여 배양하 을때는 균의 생장은 크게 달

라지지 않았으나, 타이로신 생산은 5.3 g/L로 낮았다. 당  내 존재하는 불

순물들이 배지 내 일정농도 이상이 되면 타이로신 생산이 저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 을 첨가하지 않고 배양한 것과 첨가하여 배양한 경우에서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이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생산배지에 당 을 

첨가하지 않기로 하 다.

Table 29. Effect of concentrations of beet molasses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Beet molasses 
concentration(g/L)

pH PMV(%) Tylosin(g/L)

Not add 7.29 32 7.2

10 6.89 32 7.1

20 7.01 35 6.8

30 6.93 3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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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소원의 향

1) 다양한 질소원들의 향

타이로신 생산배양에서 다양한 질소원들이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최적의 질소원을 선별하고자 하 다. 타이로신 

생산배지에서 질소원으로 이용되는 fish meal을 ammonium sulfate, 

soybean meal, Pharmamedia, CSL, tuna extract로 대체하여 배양을 수행

하 다(Table 30). 첨가되는 질소원에 따라 pH, 균체량과 타이로신 생산량

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양 말기 균의 형태도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4). 질소원으로 fish meal과 Pharmamedia를 

첨가한 경우 2.0 g/L 이상의 타이로신 이 생산되었으나, 그 이외의 질소원

으로 대체한 경우 오히려 타이로신 생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소원으로 soybean meal을 첨가한 경우 균체량(PMV) 52 %로 가장 높았으

나 타이로신 생산은 1.9 g/L로 낮았고, 무기 질소원인 ammonium sulfate

를 질소원으로 첨가하여 주면 배양 말기 pH가 5.0 정도로 낮은 특징이 있

었다. 어떤 질소원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배양액의 pH, 균체량, 타이로신 생

산이 달라지는 것은 질소원 종류에 따라 생산균의 대사작용이 크게 달라지

게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타이로신 생산이 가장 높은 fish meal

을 질소원으로 선택하 다.

Table 30. Effect of various nitrogen sources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flask culture

  Nitrogen sources pH PMV(%) Tylosin(g/L)

  Fish meal 7.14 46 2.5

  0.4% fish meal +

  0.5% ammonium sulfate
5.14 35 0.6

  Ammonium sulfate 5.05 33 0.2

  Soybean meal 7.57 52 1.9

  Pharmamedia 7.80 42 2.2

  CSL 7.98 40 1.0

  Tuna extract 7.79 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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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meal 0.4 % fish meal+0.5 % ammonium sulfate  

             

             Ammonium sulfate                     Soybean meal 

             

                Pharmamedia                  CSL

       

               Tuna extract

Figure 14. Morphology of S.f.T strain by Nitroge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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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소원 혼합첨가의 향

타이로신 생산배양에서 첨가되는 질소원에 따라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두 종류의 질소원을 첨가하여 배양할 경우에도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사료되어 질소원을 혼합첨가하여 타이로신 생

산배양을 수행하 다(Table 31). 높은 농도의 질소원이 타이로신 생산을 저

해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이 대부분의 질소 혼합첨가 배양에서 균체량은 높

았으나, 타이로신 생산은 낮았다. Fish meal과 Pharmamedia을 혼합첨가하

여 배양한 것은 균체량(PMV)의 8 % 증가와 더불어 타이로신도 0.5 g/L 높은 

7.6 g/L를 생산하 다. 타이로신 생산배지의 질소원으로 타이로신 생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 fish meal 과 Phamamedia의 혼합첨가를 선택하 다.

Table 31. Effect of various mixed nitrogen  sources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in flask culture

a Fish meal concentration is 10 g/L.
b Fish meal concentration is 20 g/L.

3) 질소원 비율의 향

Nitrogen sources pH PMV(%) Tylosin(g/L)

  Fish meala 7.20 28 7.1

  Fish mealb 7.09 37 6.2

  Fish meal +
      Pharmamedia 6.95 36 7.6

  Fish meal +
      Soybean meal 7.14 42 5.1

  Fish meal +
      Wheat gluten meal

7.07 38 5.9

  Pharmamedia +
      Soybean meal

7.17 40 4.6

  Pharmamedia +
      Wheat gluten meal 7.02 3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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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원으로 fish meal과 Pharmamedia를 혼합첨가하여 배양하 을 때 

높은 타이로신 생산을 보 으므로 두 첨가 질소원의 비에 따른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 최적의 비를 선택하고자 하 다. Fish meal

을 5, 10, 15 g/L 첨가한 뒤 각각에 Pharmamedia를 5, 10, 15 g/L씩 첨가

하여 배양을 수행하 다(Table 32). Fish meal과 Pharmamedia가 각각 15 g/L 

씩 첨가된 경우 균체량(PMV)은 41 %로 가장 높았으나, 타이로신 생산은 

5.2 g/L로 가장 낮아 이전 실험과 같이 질소원의 농도가 높으면 균체량이 

높은 반면 타이로신 생산은 낮았다. Fish meal는 10 g/L, Pharmamedia를 

5 g/L 첨가하여 배양하 을 때 8.2 g/L의 가장 높은 타이로신을 보 다. 

이후 타이로신 생산배지의 질소원으로 fish meal 10 g/L와 Pharmamedia 

5 g/L를 혼합첨가할 것이다.

Table 32. Effect of the ratio of pharmamedia to fish meal concentration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in flask culture

Nitrogen sources
pH PMV(%)

Tylosin
(g/L)

Fish meal(g/L) Pharmamedia(g/L)

5

5 6.12 25 6.2

10 6.79 29 6.7

15 7.21 34 6.1

10

5 6.85 33 8.2

10 6.95 35 7.5

15 7.15 43 6.3

15

5 6.81 32 6.2

10 6.43 37 6.8

15 6.17 4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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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il의 향

Streptomyces를 이용한 항생제 발효에서 전구물질 등으로 이용될 수 있

는 oil의 첨가로 생산이 증대될 수 있어 oil원들에 대한 균의 생장 및 타이로

신 생산을 알아보고 최적의 oil을 선별하고자 하 다. Table 33에 나타난 결

과 같이 첨가되는 oil에 따라 균체량(PMV)은 32 ∼ 50 %로 차이를 보 으

며, 타이로신 생산도 1.6 ∼ 2.4 g/L로 다르게 나타났다. Rapeseed oil, 

cottenseed oil을 첨가하여 준 경우에서는 기존과 타이로신 생산이 유사한 정

도 으며, 그 이외의 oil들을 첨가한 경우에서는 타이로신 생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oil들에 대한 타이로신 생산량을 알아본 결과 

soybean oil이 가장 높은 타이로신 생산을 보이므로 발효배지의 oil원으로 

soybean oil을 선택하 다.

  

Table 33. Effect of various oils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flask culture

Oil pH PMV(%) Tylosin(g/L)

Soybean oil 7.26 49 2.4

Rapeseed oil 7.28 48 2.3

Cottenseed oil 7.14 50 2.2

Proflo 7.38 32 1.6

Peanut Oil 7.12 40 2.0

Cotten oil 7.02 4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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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기물의 향

1) KCl의 향

항생물질의 생산에 이용되는 Streptomyces  균주의 배양 시 무기물들의 

미량첨가가 균의 생장 및 항생물질의 생산이 증대되기도 하므로, 무기물의 

하나인 KCl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배양 후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 첨가 유무 및 첨가 시 최적농도를 결정하고자 한다. KCl의 첨가

하여 배양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고 배양하 을 때 균의 생장은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5). 그러나 KCl을 1.0, 1.5 g/L 첨가하

여 배양하 을 때 타이로신 생산은 각각 0.3, 0.4 g/L 증가되어 8.5, 8.6 g/L:

의 타이로신이 생산되었다. 타이로신 생산배양 시 KCl을 1.0, 1.5 g/L 첨가

하여 준 경우 타이로신 생산이 증대되었다. 두 농도에서 타이로신 생산에 

차이가 없으므로 타이로신 생산배지에 KCl을 1.0 g/L 첨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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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ffect of KCl concentration in production medium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in flask culture. □ ; Growth, 
■ ;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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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ce minerals의 향

타이로신 생산에 대한 논문보고들에서 생산배지에 FeCl3, ZnCl2, MnCl2 

과 CoCl2 과 같은 무기물들을 trace minerals solution으로 stock solution을 

제조하여 미량 첨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다. 타이로신 생산배지에 trace 

minerals solution을 첨가하여 배양한 뒤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비

교하고자 하 다. Trace minerals solution을 생산배지에 첨가하여 배양하

면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균의 생장은 유사하 으나, 타이로신은 0.4 

g/L 정도 증가한 8.9 g/L가 생산되었다(Figure 16). 따라서 타이로신 생산

배양 시 trace minerals solution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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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ffect of addition of trace minerals solution in production 
medium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O 20-1 strain in flask 
culture. □ ; Growth, ■ ;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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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CO3의 향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에서는 배지 내 첨가된 당을 미생물이 이용하면서 

생긴 유기산에 의해 pH가 낮아진다. 유기산에 의해 pH 낮아져 균의 생장

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CaCO3를 첨가하여 배양액 내 pH가 5.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타이로신 생산배양 시 pH가 

6.0이하로 낮아지지 않아 CaCO3를 이용한 pH 조절이 필요치 않다. CaCO3

가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CaCO3 첨가 유

무를 결정하고자 하 다. CaCO3를 배지 내 0, 1, 2, 4 g/L 농도로 각각 첨

가하여 배양을 수행한 결과 CaCO3을 4 g/L 첨가하 을 때 균체량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7). 이는 배지 내 첨가된 CaCO3가 용해되지 

않아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타이로신 생산은 CaCO3을 0, 1 g/L 첨가하

을 때 11.0, 10.8 g/L로 유사하 다. 그러나 CaCO3 농도가 2, 4 g/L로 높

아질수록 타이로신 생산은 10.1, 9.3 g/L로 낮아졌다. CaCO3는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에 필요 성분이 아니라 판단되어 이후 타이로신 생산배지

에서 CaCO3를 첨가하지 않을 것이다.

Figure 17. Effect of CaCO3 concentration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TS 3 strain. □ ; Growth, ■ ;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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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H2PO4의 향

Rapeseed oil을 탄소원으로 첨가하여 타이로신 생산배양 시 배양 48시

간째 pH가 8.0 이상이 되어 24 ∼ 36 시간정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H가 8.0 이상으로 유지된 경우 균체량이 증대되지 않는 것으로 관

찰되어 pH 8.0이상으로 유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buffering 효

과가 있는 KH2PO4을 첨가하여 타이로신 생산배양을 수행하 다. 타이로신 

생산배지에  KH2PO4을 첨가하여 배양을 수행한 경우 배양 48시간째에 pH

가 7.86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지는 변화를 보여 pH가 8.0 이상으로 24 

시간 유지되는 문제점은 개선이 되었다(Figure 18). 또한 생산배양에서 균

체량과 타이로신 생산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배양기간이 10시간정도 

단축되어 향후 KH2PO4를 첨가하여 배양할 것이다.

(A)

(B)

Figure 18. Effect of addition of KH2PO4 on pH(A),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B) of TS 3 strain in production culture. ◇ ; addition of 
KH2PO4, ◆ ;  no addition of K2HPO4, □ ; Growth, ■ ;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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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타이로신 발효배지의 개발을 위해 타이로신 발효배지의 선별 및 배지 

성분들의 대체실험들을 수행하 다. 발효배지 선별 및 탄소원, 질소원, oil, 

무기물등의 대체와 최적화로 타이로신 생산이 1.3배 향상 되었다. 최적화된 

배지를 이용하여 TS 3 과 H 3 균주를 배양하 을때 각각 11.2, 13.1 g/L의 

타이로신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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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이로신 발효 생산을 위한 배양 조건 최적화

가. Flask

1) 배양 부피

 Streptomyces를 이용한 타이로신 생산에서 배양 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생산에 낮아진다(Peter 등 1984). 500 mL flask 배양 시 배양 부피에 

따라 산소전달이 달라짐으로 배양 부피를 달리 하여 산소전달의 차이에 따

른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 적정 배양부피를 정하고자 하

다. 배양 부피를 30, 50, 100 mL로 달리하여 배양한 결과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이 배양부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Figure 19). 배양부피를 

30 mL로 하여준 경우 균체량(PMV)이 30 %로 부피를 50, 100 mL로 하

을 때보다 5 %정도 낮았으며, 이는 배양액이 적어 배양 초기에 flask 벽면

으로 많이 튀어 wall growth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배양 부피를 

100 mL로 하여 배양한 결과 타이로신 생산이 1.4 g/L로 매우 낮았으며, 이

는 산소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가 결핍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타이로신 생산을 위한 flask 배양에서는 배양부피를 flask 부피의 10 % 정

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0

10

20

30

40

30 50 100

Volume(mL)

G
ro
w
th
(P
M
V
 v
/v
[%
])

0.0

0.5

1.0

1.5

2.0

2.5

3.0

3.5

4.0

T
y
lo
s
in
(g
/L
)

Figure 19. Effect of broth volume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500 mL flask culture. □ ; Growth, ■ ;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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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반 속도
배양 부피의 향에서 산소가 결핍되면 타이로신 생산이 저하 되는 것으

로 나타나 flask 배양 시 부피 외 산소전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교반 

속도에 따른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았다. 교반 속도를 150, 

200, 250, 300 rpm으로 조절하여 배양을 수행한 결과 교반 속도가 높아질

수록 타이로신 생산은 높아져, 250 rpm에서 3.6 g/L의 가장 높은 생산을 

보 다(Figure 20). 그러나 300 rpm에서는 타이로신 생산이 2.6 g/L로 낮

았다 이는 배양 중 flask 벽면으로 액이 튀어 wall growth가 많아지게 되

고, wall growth 한 균들은 양분 부족으로 타이로신 생산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250이상 rpm에서는 배양액이 튀어 flask 입구부분의 마개를 적

시므로 오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교반속도는 200 rpm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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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Effect of agitation speed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flask culture. □ ; Growth, ■ ;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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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 L 발효조

1) 1단, 2단 전배양

전배양 단계에 따른 생산배양에서의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보고 전배양 

단계를 결정하고자 하 다. 1단, 2단 전배양을 수행하여 타이로신 생산배양

을 수행하여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알아본 결과 균의 생장은 전배

양 단계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타이로신 생산은 2단 전배양을 

수행하 을 때 1단 전배양을 수행하 을 경우보다 1.2배 높았다(Figure 

21). 또한 생산배양 시간이 2단계 전배양을 수행한 경우 6시간정도 단축되

었다. 따라서 2단계 전배양을 한 뒤 타이로신 생산배양을 수행하 다.

Figure 21. Effect of seed culture step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production culture. □ ; Growth, ■ ; Tyl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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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solved oxygen(DO)의 향

발효조를 이용한 타이로신 발효 시 DO 유지정도에 따른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적정 DO level을 정하고자 하

다. DO를 3.0, 6.0, 9.0 정도가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배양을 수행한 결과 

DO를 높게 유지할수록 타이로신 생산이 높았으나 9.0으로 조절하 을 경

우 균체량은 낮았고 타이로신 생산은 3.3 g/L로 6.0으로 유지하 을 때의 

3.2 g/L와 비슷하 다(Figure 22). 타이로신 생산을 위한 발효조 배양 시 

DO는 6.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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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Effect of DO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S.f.T 
strain in 5 L jar fer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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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반속도의 향

발효조를 이용한 타이로신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히여 교반속도가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S.f.T균주를 이용하여 

교반속도를 각각 400, 600, 800rpm이 되도록 하여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조사한 결과 600rpm에서 가장 높은 3.2 g/L의 타이로신 생산을 보

다(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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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의 향

타이로신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온도가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S.f.O 20-1 균주를 이용하여 타이로신 생산

배양을 수행한 결과 30℃에서 균의 생장이 가장 많았고 25, 35℃에서는 균

의 생장이 느려지는 것과 함께 타이로신 생산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타이로신 생산도 30℃에서 10.2 g/L로 가장 높았다(Figure 24). 타이로신 

생산 온도는 30℃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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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종량의 향

타이로신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접종량이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접종량(PMV)을 5 %나 10 %로 하 을

때 균체량과 타이로신 생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접종량을 10 %

의 경우 배양시간이 10시간정도 단축되었다(Table 34). 접종량이 15 %가 

되었을때는 균체량과 배양시간은 단축되었으나, 타이로신 생산이 10.8 g/L

로 10 % 일때 보다 2.1 g/L 낮았다. 

Table 34. Effect of inoculum size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TS 3 strain in 5 L jar fermentor

Seed vol(%) Culture time(hrs) PMV(%) Tylosion(g/L)

5 216 36 12.5

10 200 36 12.9

15 190 38 10.8

6) 멸균시간에 따른 향

타이로신 생산배양에 이용되는 배지들은 고온, 고압을 이용한 멸균을 

하여 무균상태로 만든다. Insoluble 고형분 성분이 첨가된 경우 고형분 속

까지 열전달을 하기 위해 멸균시간이 길어진다. 장시간 고온, 고압처리를 

할 경우 배지 내 성분들의 변화되어 균의 생장 및 타이로신 생산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멸균 시간에 따른 향을 알아보았다. 멸균시간

이 길어질수록 초반 균의 생장이 낮았으나 최종 균체량(PMV)은 각각 33.5, 

34.5, 34.5 %로 차이가 없었다(Figure 25). 타이로신 생산 또한 12.9, 12.7, 

12.3 g/L로 멸균시간에 큰 향을 받지 않았다. 타이로신 생산을 위한 배지

의 멸균시간은 40 ∼ 6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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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ffect of sterilization time on growth and tylosin production of 
TS 3 strain in 5L fermentor

7) 결론

전배양조건, 전배양 단계, DO, 교반속도, 온도 및 접종량에 대한 향을 

알아보고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여, 변이주 중 타이로신 생산이 가장 높

은 H 3 균주의 배양을 수행한 결과 15.2 g/L의 타이로신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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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ton 발효조를 이용한 타이로신 생산 발효

가. 균주 activation

- 70℃ deep freezer에 보관중인 균주 1vial을 실온에서 급속히 해동시킨 

후 SP 사면배지에 접종하여 30℃에서 3 ∼ 5일간 배양하 다.

나. 1차 종배양

1차 종배양 배지를 200 mL 조제하여 pH를 7.2로 조정한 후 1 L Baffle 

flask에 넣고 121℃에서 30분간 멸균하여 실온까지 냉각한 뒤 activation된 균

주를 무균적으로 식균하여 shaking incubator(30℃, 220 rpm)에서 약 44시간 

배양하 다. PMV 18 %, pH 6.37, 당농도 12 g/L일 때 배양을 종료하 다.

   

다. 2차 종배양

2차 종배양 배지를 30 L fermentor에 20 L 로 하여 pH를 7.0으로 맞춘 

다음 121℃에서 30분간 멸균한 뒤 배지 volume의 10 %가 되게 1차 종배양

액을 무균적으로 식균한다 . 2차 종배양은 120 rpm, Air 1 vvm(DO 40 %유

지), pH-free 로 약 48시간 배양하 다. PMV 22 %, pH 6.80일때 배양을 종

료하 다(Figur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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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배양   

타이로신 시생산을 위한 발효 scale-up 하고자 1 ton 발효조를 이용하여 

타이로신 생산발효를 수행하 다. C조성을 갖는 생산배지를 1 ton fermentor

에 200 L 조제 후 pH를 7.0으로 맞추어 121℃에서 40분간 살균한 뒤 2차배

양액을 10 %가 되게 무균적으로 식균하 다. 배양조건은 100 rpm, Air 1 vvm 

(DO 40 %유지), pH-free로 하 으며, 약 200시간 배양하 다. 1 ton 발효조

를 이용한 타이로신 생산은 5 L 발효조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Figure 27). 

최종 균체량(PMV)은 35 % 으며, 12.9 g/L의 타이로신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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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제회수공정개발

가. 보관온도에 따른 타이로신의 안정성

S.f.T-3(11)(4)-39(9) 균주의 배양액을 이용하여 보관온도에 따른 타이로

신의 안정성을 알아보았다. Figure 2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로신을 

-20℃에서 냉동 보관할 경우 14일째에 초기 농도인 3.8 g/L에 비해 약 0.2 g/L

의 타이로신이 감소한 3.6 g/L가 측정되었고, 4℃에서 보관시는 3.4 g/L로 0.4 

g/L가 감소하 다. 반면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약 40 %가 감소한 2.3 g/L의 

타이로신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냉장에서 보관하는 것이 타이로신의 활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8. Stability of tylosin by storage temperature.
▲ ; -20℃,  ■ ; 4℃,  ◆ ; Room temperature.

나. 균체 분리 공정

1) 균체 분리 공정

발효액에 포함되어있는 타이로신을 회수하기 위해 배양액에 균체 및 고

형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진공여과법, 원심분리법, membrane 

filter(M/F)등의 방법을 수행하 다. 진공여과는 미리 규조토로 coating된 

여과기에 0.2 %가 되게 규조토를 첨가한 발효액을 투입하여 진공 여과하

0

1

2

3

4

5

0 5 10 15

Storage time(days)

C
o
n
c
e
n
tr
a
ti
o
n
 o
f 
ty
lo
s
in
(g
/L
)



92

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 원심분리는 발효액을 7000 rpm에서 연속원심 분

리하여 고형분을 분리하 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한 고형분을 한

차례 washing 하 다.  M/F는 발효액을 0.45 um membrane filter를 사용

하여 연속적으로 고형분을 분리하 고, 원심분리와 같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형물을 한차례 washing 하 다. 회수율 및 고형분제거 면에서 M/F

가 가장 좋으나, 설비투자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심분리방법을 선택하여 

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5).

 

Table 35. 여과방법에 따른 고형분량 및 회수율

*
여과청정도는 진공여과액 대비 T%-680nm에서-의 상대값으로 나타냄

2) 발효액 전처리

당사 보유 원심분리기에서 균체 제거 시 발효 내 미립고형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 고형분량이 많으므로 발효액의 전처리(pH조정)를 검토하게 

되었다. 배양이 종료 된 발효액에 인산을 이용하여 pH를 조정한 뒤 원심분

리한 결과 pH를 3.0으로 조절하 을 경우 여과청정도는 개선되었으나, 타

이로신 4 peak 중 A peak는 감소하는 반면 다른 한 peak가 높아졌다

(Figure 29). 발효액의  pH를 3.8으로 조정 후 20분간 교반한 뒤 pH를 4.5

으로 올려주었을 때 2 %정도의 미세고형분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타이로

신 회수율도 pH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하 다(Table 36). 따라서 

발효가 종료되면 인산을 이용하여 pH를 조절하여 준 뒤 원심분리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과방법 사용부원료 여과청정도
*
고형분량(%) 회수율(%)

 진공여과 규조토 100 5.5 85

 원심분리 물 80 8 90

 M/F 물 100 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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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발효액의 전처리에 따른 불순물 및 타이로신 peak의 변화

Tylos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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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발효액 전처리 pH에 따른 원심분리 후 고형분량 및 회수율

      * 여과청정도 ; 진공여과액 대비 T%-680nm에서-의 상대값으로 나타냄

나. 농축공정

1) 타이로신 열 안정성

균체를 제거한 발효액 내 타이로신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농축공정을 

개발하고자 하 다. 농축공정을 위해 타이로신의 열안정성 실험을 수행하

다. 타이로신이 일정농도 포함된 배지를 80, 105, 121℃에서 각각 열처리 

한 뒤 타이로신 함량을 알아본 결과 121℃의 경우 10분간 열처리 하 을 

때 수율이 81.3 %인 반면 80℃에서는 1시간 열처리를 수행하여도 수율이 

96 %이상 이 다(Table 37). 타이로신이 어느 정도 열에 안정성을 가지므

로 80℃ 정도에서 vacuum evaporation등의 방법으로 배양액의 농축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H 여과청정도
*

고형분량(%)
타이로신 

회수율(%)

5 80 8 90

4 85 8 90

3 100 6 70

3.8 → 4.5 95 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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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타이로신 열 안정성

          

열처리
Tylosin  A 함량

(g/L)
수율(%)

온도 시간

열처리 하지 않음 8.14 100

80℃

10min 8.05 98.9

30min 7.97 97.9

1hr 7.85 96.4

105℃

10min 7.82 90.1

30min 7.81 85.9

1hr 7.44 82.2

121℃ 10min 6.62 81.3

2) 농축공정

건조공정 시 열효율과 제품의 입도 등을 증진을 위한 진공농축공정 확

립을 위해 농축 온도에 따른 농축시간과 회수율을 조사하 다. 농축온도가 

높을수록 농축시간은 단축되어 90℃에서 농축을 수행한 경우 60℃에서보다 

농축시간이 4배 단축되었다(Table 38). 그러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회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이 길어도 농축조건

을 70℃, 710 mmHg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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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농축공정 시 온도에 따른 농축시간과 회수율

다. 건조공정

1) 고형분 농도

분무건조기를 이용한 타이로신 농축액 건조에서 농축액 내 고형분의 농

도에 따라 타이로신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형분의 농도를 각각 

6, 12, 24 %가 되게 하여 건조를 수행하 다. 고형분 농도가 높아질수록 

타이로신 회수율이 높아졌다(Table 39). 고형분 농도를 24 %로 하여 분무

건조 하 을 때 타이로신 회수율이 90 %로 가장 높았다. 

Table 39. 고형분 농도에 따른 타이로신 회수율

 Temp.(℃)
농축시간(hrs)

[4배농축]

타이로신

회수율(%)
비고

60 2 98
  농축진공도 :

   710 mmHg

농축액농도 :

    6 %

70 1 97

80 0.8 95

90 0.5 93

고형분농도(%)
타이로신
회수율(%)

건조조건

6 60

190℃,80℃12 70

2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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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무건조

분무건조기를 이용하여 농축공정을 수행한 액의 건조를 최적화 하고자 

outlet 온도별 회수율 실험을 수행하 다.  Inlet 온도를 190℃로 일정하게 

한 뒤 outlet 온도를 조절하여 수율과 건조품의 수분함량을 조사한 결과 

outlet 온도를 90℃로 유지하여 건조하 을 때 수율이 90 % 으며, 수분함

량이 5 %로 낮아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된다(Table 40).       

Table 40. Outlet 온도에 따른 타이로신수율 및 수분함유량*

* Inlet의 온도는 모두 190℃로 수행 

3) 부형제

분무건조에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농도의 고형분이 필요하

므로 다양한 부형제들을 적정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타이로신 회수율을 

비교하 다. 부형제를 첨가하지 않고 분무건조 하 을 경우 수율이 90 % 

으나 부형제를 3 % 첨가하 을 때는 93 ∼ 94 %의 높은 수율을 보 다

(Table 41). Skim milk와 lactose가 94 %의 가장 높은 수율을 보 으나 대

두박에 비해 단가가 높은 반면 수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대두박

을 부형제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Table 41. 부형제에 따른 타이로신 회수율

Outlet Temp(℃)
타이로신 
회수율(%)

수분함유량(%) 비고

60 50 20 기벽에 붙음

70 90 10

80 90 7

90 90 5

100 8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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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제화 및 안정성 실험 

가. 제제화 실험

제품화 제조 formulation을 결정하고자 제조시 혼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형의 연구를 수행하 다. 타이로신 원료(20 %순도)를 이용하여 제품(2 %)

생산할 때 섞어주는 부형제와의 혼합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입도별 혼합도 실

험을 수행한 결과. 제품의 입도를 40 mesh이상 60 mesh로 했을때 가장 좋은 

혼합도를 나타냈다(Table 42). 

부형제(%) 회수율(%) 건조조건

무첨가 90

 inlet 190℃

 outlet 90℃

 feeding 2 L/hr

 고형분농도: 23 ∼ 25 %

 대두박
1 90

3 93

 Skim milk
1 90

3 94

 Lactose
1 91

3 94

 Starch
1 90

3 90



99

Table 42. 제품의 입도에 따른 혼합도
*

*혼합도는 mixing sample를 5회 sample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임

           

나. 안정성 실험

타이로신 원료의 역가 유지를 위해 다양한 안정제를 첨가하여 건조한 

sample들의 안정성 실험을 40℃, 75 % room humidity(RH) 조건에서 한달간 

실시하여 우수한 안정제를 선정하 다. 안정제별 안정성실험 결과 lactose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수입품이고, 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유사한 효

과를 나타내고 사료 첨가제로 많이 사용하는 soy flour를 선정하 다(Table 

43). 

Table 43. 안정제에 따른 타이로신 원료의 안정성

제품입도(mesh) Bulk density(ml/g) 혼합도(%) 비고

80 1.1 95

조성:원료 100g

     말분 600g

     탄칼 300g

60 0.9 98

40 0.8 98

32 0.75 90

안정제

 기간별 역가(mcg/mg)
Loss율

(%)
start 1주 2주 3주 4주

수입원료25% - 245 240 235 230 220 90

당사원료

25%

 Skim milk 255 250 240 230 228 90

 Soy flour 260 250 245 240 234 90

 Corn starch 255 250 230 210 204 80

 Lactose 255 255 250 240 24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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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량균주의 타이로신 생산성 확인

가. TS 3 균주

6 ton 발효조를 이용한 시험생산에 이용할 TS 3균주의 역가를 5 L 발효조에서 확

인하고자 하 다. TS 3 균주 배양 시 pH는 배양 배양 48시간째에 7.85까지 올라가는 

12시간정도 7.80으로 유지되어 기존 균주들과 유사한 발효 양상을 보 다(Figure 30). 

최종 균체량은 33 % 으며, 12.9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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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The time cource of growth and tylosin concentration by 5 L jar 

fermentor of TS 3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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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 3 균주

Flask 배양에서 10.5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는 H 3 균주를 5 L 발효조를 이용

하여 타이로신 생산을 확인하고자 하 다. H 3 균주는 배양 48시간째에 7.80까지 올라

갔다가 점차 낮아지며 기존 균주들과  다른 발효 양상을 보 다(Figure 31). 또한 

TS 3 균주의 경우 배양 160시간 이후부터 DO가 6.0이상으로 유지되는 반면 H 3 균

주는 DO가 차츰 감소하다가 182시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H 3 균주의 최종 

균체량은 35 %로 TS 3 균주와 비슷하 으며, 15.2 g/L의 타이로신을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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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e time cource of growth and tylosin concentration by 5 L jar 

fermentor of H 3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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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험생산

실험실에서 set-up된 원료 및 배양조건으로 현장 시험생산을 수행하 다. 

실험실 Jar에서 충분히 사전검토 된 배지조건(Table 44) 및 Air조건으로 

Figure 32의 공정대로 6 ton, 34 ton을 사용하여 현장화 실험을 하 다. 

(참고사항 ; 실험실 Jar는 STR type이고 현장 fermentor은 Air-lift type임)

종배양

주발효

(6, 34 ton)

발효액 전처리 

(pH 3.8 → 4.5)

원심분리

부형제 첨가

(Soy flour)

분무건조

 Figure 32. 시험생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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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배지 조성

Activation
(A)[%]

1, 2차종배양
(B)[%]

3차종배양
(C)[%]

주배양
(D)[%]

Soluble starch 1.0 2.0 0.5

Rapeseed oil 0.1 4.0 6.0

Casein 0.1

Yeast extract 0.3

Soybean meal 2.0

Fish meal 1.0 1.0

Pharmamedia 1.0 0.5

Lecithin 0.5

KCl 0.1 0.1

CaCO3 0.3

KH2PO4 0.3 0.3

K2HPO4 0.05 0.5

MgSO4․7H2O 0.1 0.1

Trace minerals 

sol'n
0.025 1.0 1.0

Aga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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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 ton 발효조 실험

TS 3 균주와 H 3 균주를 이용하여 6 ton 발효조에서 3차례 시생산을 수

행하여 발효공정을 최적화하고자 하 다. TS 3 균주를 이용하여 1차 배양을 

수행한 결과 aeration 양을 1.5 vvm 까지 늘려도 DO가 유지되지 않아 최하 

10 %정도 까지 낮아지고 균의 생장이 느려짐과 동시에 타이로신 생산도 낮

았다(Table 45). 이는 sparger hole의 크기가 크고 배양액 점도증강에 의한 

분산력이 낮은 향으로 사료되어 hole size 30 %축소와 더불어 hole의 양을 

5 % 늘렸다. Sparger hale의 size와 hole 양을 조절한 뒤 table 45과 같이 

H 3균주를 이용하여 발효를 수행한 결과 14.9 g/L의 타이로신이 생산되었다

(Figure 33).

Table 45. 6 ton 발효조를 이용한 타이로신 생산발효

1차배양 2차배양 3차배양

 일자 4/25 - 5/4 5/30 - 6/9 6/21 - 6/29

 균 주 TS 3 TS 3 H 3

 발효농도 TY A(g/L) 5.2 6.0 14.9

 Air (vvm) 1.0 - 1.5 1.0 - 1.5 1.3

 pH 6.3 - 7.8 6.6 - 8.2 6.3 - 7.8

 배양시간(hrs) 214 225 206

 비 고

Air를 1.5 vvm 까지 

올려도 DO 유지가 

않됨 (최하 10 %)

Sparger hole의 구멍

이커 배양액 점도증

강에 의한 분산력이 

적어서 그런것으로추

정

*hole size 30% 축소

이상발효로 배양 중 

pH 8.0이상 shift되

어 황산을 이용하여 

pH 8.0으로 조절하

으나, pH가 Shift

되어서 인지 배양시

간도 길어지고 역가

도 높지 않음

Sparge 보완으로 

목표수준의 역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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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he time cource of growth and tylosin concentration by 6 ton fermentor 

of H 3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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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H 3 균주의 6 ton 발효조를 이용한 타이로신 발효 결과

1차종배양 2차종배양 3차종배양 주배양

배지종류 B B C D

배지량(L) 0.2 20 200 3000

배양조(L) 1 30 1000 6000

배양시간(hrs) 42 38 44 206

배양조건 Intial pH 6.95 6.97 7.21 7.01

         Temp.(℃) 30 30 30 30

         Agitation(rpm) 220 120 100

final    pH 6.45 6.38 6.79 6.80

        균체량(PMV[%]) 18 20 23 35

Tylosin(g/L)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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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4 ton 발효조 실험

6 ton 발효조의 배양에서 확립된 조건으로 H 3균주를 이용하여 34 ton 

발효조에서 시생산을 수행하 다. Table 46과 같이 H 3균주를 이용하여 발

효를 수행한 결과 15.1 g/L의 타이로신이 생산되었다(Figure 34).

Table 46. H 3 균주의 34 ton 발효조를 이용한 타이로신 발효 결과

1차종배양 2차종배양 3차종배양 4차종배양 주배양

배지종류 B B B C D

배지량(L) 0.35 3.5 70 700 14000

배양조(L) 1 5 200 1000 34000

배양시간(hrs) 42 38 35 48 210

배양조건 Intial pH 6.95 6.89 7.02 6.94 6.68

         Temp.(℃) 30 30 30 30 30

         Agitation(rpm) 220 600 120 100

final    pH 6.45 6.52 6.49 6.87 6.68

        균체량(PMV[%]) 17 18 17 20 33

Tylosin(g/L)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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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The time cource of growth and tylosin concentration by 34 ton fermentor 

of H 3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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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화실험

1) 발효액 전처리 

발효 종료된 액에 인산을 가하여 pH를 3.8으로 낮추어 20분간 교반한 

뒤 sodium hydroxide(45 %)를 이용하여 pH를 4.5으로 올린 후 1시간동안 

방치한다. 방치된 배양액은 온도를 20℃이하로 낮추어 균체 및 불용성물질

의 공침을 유지하도록 하 다. 발효액의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 전처리액의 

타이로신 농도는 15.0 g/L 으며, 회수율은 99 % 다(Table 47).

Table 47. 발효액 전처리에 따른 타이로신 역가 및 회수율

총수율a ; 발효 배양액을 100% 기준으로 함

2) 균체 및 고형분의 제거

발효액을 연속원심분리기에 4 ton/hr 투입하면서 7000 rpm의 회전수로 

연속원심분리를 하 다. 원심상등액과 원심침전물의 비는 10 : 1로 조절하

여 수행한 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침전물을 1차례 washing하여 다시 원

심분리를 수행하 다. 원심분리액의 고형분 함량은 5% 으며, 타이로신 농

도는 13.5 g/L로 90 %의 회수율을 보 다(Table 48). 침전물의 고형분 함

량은 36 % 으며, 7.2 g/L의 타이로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이로신 역가(g/L)
타이로신 

회수율(%)
총 수율a(%)

배양액 15.1 100 100

전처리액 15.0 9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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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원심분리 수행에 따른 타이로신 역가 및 회수율

총수율a ; 발효 배양액을 100% 기준으로 함

3) 제품의 건조

원심분리액에 고형분이 10 %되게 미분의 대두박을 현탁시킨후 4 시간

교반 후 분무건조를 실시하 다. Atomizer speed를 8000 rpm으로 하고 

inlet Temp.를 190 ℃, outlet Temp.를 90 ℃의 조건으로 분무건조를 실시

하 다. 회수된 제품은 1100 kg이었으며, 수분함유량은 5%, 제품역가는 

10.3 %로 건조수율은 70 %이 다(Table 49).

Table 49. 분무건조 수행에 따른 타이로신 역가 및 회수율a

총수율a ; 발효 배양액을 100% 기준으로 함

4) 제품의 원가

고형분
함량(%)

액량(ton)
타이로신
역가(g/L)

타이로신
회수율(%)

총수율a 

(%)

 전처리액 11 12 15.0 100 99

 원심상등액 5 12 13.5 90 89

 침전물 36 2 7.2 8 7.9

고형분함량(%) 제품량(ton)
타이로신
역가(g/L)

타이로신
회수율(%)

총
수율(%)

 원심상등액 5 12 13.5 100 89

 건조제품 95 1.1 103 7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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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 및 금액 비 고

발효농도 15 g/L 사상율 80%

발효액량 20 ton

발효생산량 300 KgA

정제회수율 80 %  Scale-up시 

농축관계로 

수율 낮음
제품생산량 240 KgA

항목 원단위 단가(원) 단위원가(원)

원

부

재

료

RaO 6.25 950 5,937

Fm 1.04 600 624

Pm 0.52 4500 2,340

KC 0.10 3000 300

KP 0.10 3000 300

기타 300

소계  9,800

Utility비 20,830

인건비 14,580

기타경비  6,250

감가비등  2,540

소계 44,200

계
54,000

(45 $) 1 $ =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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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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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목표달성도 관련분야 기여도

1

차

년

도

타이로신 정량법 연구
- HPLC분석조건 확립

 mobile phase ; 
  acetonitrile[40 %]
  Sodium perchlorate buffer 
  [60 %] 

 Column ; C 18

 UV ; 290 nm

-macrolide계 항생제 

및 tylosin유도체등의 

기초분석

타이로신 생산균주의

특성연구

- 타이로신 생산균주인 

S.fradiae의 생리 및 배양적인 

특성을 조사함

-방선균주 개발

생산균주의 개량 - UV death ratio를 확립하고 

생산성, 선별방법 을 확립하여 

우수균주를 선별하 다.

 (2 g/L→ 6 g/L)

-방선균 균주개발

개량균주보존 및 

안정화균주의 선별

- 개량균주의 순화안정화 

방법을 확립하고, 균주보존 

방법 등을 확립함.

-방선균 균주개발

타이로신 발효배지 및

기초배양조건 확립

- 개량된 균주를 이용하여   

고농도 타이로신 생산을 위한 

발효배지 및 기초배양조건 

등을 순차적 확립함.

-발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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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목표달성도 관련분야 기여도

2

차

년

도

고농도생산균주의 개량

-생장률별 UV 등의 다단계

로 이용한 균주 개량을 시

도함

 (6 g/L→10 g/L)

-방선균균주개발 

Scale-up

Lab-scale에서 완료된 발효

공정을 현장화에  성공함(34 

ton)

특히 lab-jar조건인 Stir 

type에서 air-lift type로

scale-up시 설비의 개선으로 

우수한 생산성을 확보함 

- 발효공업화관련 

 연구분야

정제회수공정의 개발

사료첨가용 제제로서의

간편한 정제공정을 확립함

(pH 처리조건)

-동물용, 사료첨가제용 

원료개발

제제화
-사료첨가용 농산물 원료를 

이용한 제제화

-동물용, 사료첨가제용 

제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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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 1 절  타연구에 응용

1. 고농도 생산균주의 개발

동물용 항생제 타이로신 생산에 이용되는 S. fradiae 균주 개량에 이용한 

process는 돌연변이 유발조건 및 Screening 조건 등이 확립된 것이다. 따라서 

타이로신 이외의 항생제를 생산하는 방선균을 이용한 균주개발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되며, 균주개량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균주를 획득함으로써 향

후 수입에 의존하는 동물용 항생제의 국산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발효 공정 개발 및 Scale-up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산용 배지의 선정 및 고농도 생산성을 나타내는 

배양 최적화 기술은 타 방선균 유래 항생제의 공업화에 활용될 수 있겠다. 특

히 발효액의 점도 개선을 위해 탄소원으로 식물유의 사용은 고점도균의 배양최

적화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Air-lift fermentor scale-up시 aeration 양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DO의 유지

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이로신 생산도 낮게 나타나, mixing의 문제로 추정 

sparger의 hole개선 및 유속의 향상 등으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것은 타 항생제 scale-up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로, 당사의 oxytetracyclin 

발효에도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

3. 분리정제

발효액의 pH 전처리에 의한 불순물제거는 발효액특성에 따라 시도될 수 있

으나, 본 과제에서 pH의 처리는 suspended solid 및 용존 불순물 등의 우수한 

제거능력을 보 다. 특히 타이로신의 pH 안정범위 밖의 pH처리는 용존 불순물

의 제거율을 크게 향상시켜 사료첨가용 원료수준의 순도를 나타내어 정제

Process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

4. 제품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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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농축된 발효액의 분무건조 시 열에 의한 dark loss 및 입도크기에 향

상에 의한 수율향상을 위해 사료첨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탈지대두박을 사

용한 결과 우수한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건조보조제로 입자성 물질도 우수한 

부형제로 사용가능하 다. 

     

제 2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1. 균주의 개량 

현재 선진수준의 발효농도는 18 g/L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당사도 지속적

인 균주개발로 선진수준의 발효 균주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정제방법연구

원료제품의 수출, 고가정책 및 유도체합성을 위해서는 제품순도가 90 % 이

상이 되어야 하므로 순도 향상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제 3 절  기업화(상품화)추진방향

1. 제품의 Field Test (2003년 9월 → 2004년 3월 )

당사에서 시생산 된 제품을 가축사육농가에서 수입제품과 비교 실험을 수행

하여 당사제품의 제품력을 확인하고 허가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2. 제품의 허가취득(2004년 5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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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제설비의 보완 및 신규설치

시생산 결과, 발효액을 원심분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분무건조를 실시

한 결과 고형분 농도가 낮아서 단위수율이 70 % 밖에 되지 않았다. 실험실 적

으로 고형분이 25 % 수준유지될 때 건조효율이 향상되므로 균체 및 고형분을 

제거한 액의 농축설비는 당 과제에 필수적이다.

  설비투자액: 1.5 억

  투자 및 설치예정일 : 2004년 1월∼2004년 5월

4. 본생산 및 판매

제품허가와 동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공정안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차로 자사브랜드의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평가를 받은 후 2차년도에

는 타이로신 원료를 국내 수입선에 판매하여 수입대체를 이루고자한다.

Table . 판매계획*        
                                                          (단위: 만불)

* 원료기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당사매출액 10 50 150

수입액 300 300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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