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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이용 생물자원유용화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외  농업환경은 친환경 인 유기농법을 주로하는 고부가가치성 

농업으로 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법에 흔히 사용되던 화학농약

의 사용은 매우 제한되거나 지될 망이다. 화학농약을 신할 친환경 인 

농약으로 식물병원성진균에 해 항진균성 활성을 보이는 미생물을 활용한 

미생물농약이 제안되고 있다. 국내외 으로 미생물농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부의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항진균성 미생물을 발굴하여 제제화하 고 

일부는 상업화되어 농가에 보 되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 개발된 미생물

농약 제제로는 그 효능면에 있어서 화학농약의 사용을 완 히 체할 수 없

어 아직까지도 많은 농업종사자들은 화학농약에 의존한 농법을 수행하고 있

다. 실제로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많은 항진균성 미생물들이 아직까지 발굴되

지 못하고 있으며 발굴된다해도 항진균성의 효과와 식물병원성 진균들의 방

제범 가 매우 국한되며 방제를 한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편리성이 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신규의 강력한 항진균 

활성을 갖춘 신규 미생물을 발굴하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항진균성을 증강시

킨 돌연변이체를 유도하거나 련 단백질과 유 자를 탐색하여 항진균성의 

증가나 항진균 물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유 공학 인 연구를 수

행해야 한다. 한, 미생물제제화 공식을 개발하고 경작지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한 실용화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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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다양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유용한 미생물 에서 식물병원성 진균을 제어

하는 미생물을 탐색 발굴하고, 이로부터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어력이 증강하

거나 소실된 미생물을 유도한다. 얻어진 항진균 미생물과 그의 방사선유기 

변이주를 활용하여 항진균 단백질과 항진균 활성물질을 분리하여 그 특징을 

조사한다. 한, DNA microarray 기술을 이용하여 항진균 미생물과 그의 방

사선 유기 변이주로부터 유 자 발  양상을 효율 으로 비교하여 항진균 

활성과 련된 유 자를 탐색한다. 이처럼 개발된 항진균 미생물을 실제 농

가에서 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제제화 기법을 개발하고 포장활성시험을 실

시한다. 방사선을 이용한 변이주의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항진균 미생물에 

유용한 유 자를 도입할 수 있는 벡터를 개발하기 해서 기존에 개발된 벡

터의 변형뿐만 아니라 항진균 미생물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plasmid를 신

규로 발굴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다. 더불어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생산 

미생물을 탐색 발굴하며 이를 응용하는 기반 연구를 수행한다.

1. 항진균 활성 세균의 분리  동정 :

국내의 ① 극한환경인 천일염지역, 바닷가, 온천수, 등 ②병원성 진균이 

존재하는 시설재배지와 경작지 등 ③ 미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삼림토양 

등에서 항진균성 미생물을 확보하고 API 분석과 MIDI 분석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분류, 동정한다.

2. 항진균 활성 세균의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

항진균성이 뛰어난 선별균주를 상으로 방사선 감수성을 결정한다. 방사

선 감수성을 토 로 LD95의 조사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항진균 활성

의 변화를 조사한다. 방사선 조사로 항진균 활성이 야생형보다 증가된 균주

와 항진균 활성이 소실된 균주를 선별하고 그 항진균 활성 스펙트럼의 변화 

등생리, 생화학  특성을 조사한다.

3. 항진균 련 단백질 연구 :

항진균성 련 단백질을 연구하기 하여 ① 고 인 방법으로 단백질 

분획을 확보하여 항진균성을 측정함으로써 항진균성 단백질을 분리하는 한

편 ② 방사선을 이용하여 항진균성 소실 돌연변이주들을 확보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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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신의 proteomics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2-D 단백질 profile을 비교하고 

단백질들의 N-terminal sequence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항진균성 련 단백

질의 탐색을 시도한다.

방사선으로 유도한 항진균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와 야생형으로부터 단백

질을 추출한 후 IEF로 등 에 따라 분리한 후 SDS-PAGE에서 2D 개를 

한다. 개된 2DE 양상을 분석하여 야생형에만 나타나는 단백질들과 돌연변

이체에서만 나타나는 단백질들, 그리고 어느 한 균주에서 발 정도가 격히 

차이가 나는 단백질들을 추출하여 MALDI-TOP로 분석하고 일부는 N-말단

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여 database와 비교를 통한 proteomics 분석을 시

도한다. 각 단백질의 상동성 분석결과를 토 로 항진균성과 연 되는 단백질

의 경우는 유 자 탐색을 시도한다.  

4. 항진균 물질 분리  구조 분석 :

항진균 활성 미생물과 그의 방사선유기 돌연변이체들을 활용한다. 항진균 

물질의 생산을 높이기 해서 독특하게 고안된 병원성 진균 치배양법을 

활용한다. 일차로 항진균활성이 단백질성인가, 천연물질인가를 결정한다. 단

백질일 경우는 3항의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련 유 자를 탐색한다. 물질인 

경우는 각종 극성  비극성 용매를 활용하여 1차 분획하고 이를 TLC와 

chromatography를 통해 순수분리를 시도한다. 분리과정 동안에는 계속하여 

분획물의 항진균 활성을 조사한다. 순수분리된 항진균 물질은 
1H-NMR과 

13
C-NMR, DEPT135, FAB-MASS의 분석을 통해 화학  구조를 결정하여 

신규 물질인가 기존 물질인가 혹은 변형체인가를 확인한다.

5. DNA microarray를 이용한 항진균 련 유 자원 연구 :

항진균성 미생물의 genomic DNA의 library를 이용하여 DNA microarray 

chip을 만들고 여기에 방사선으로 항진균성이 변화된 돌연변이체들의 RNA

를 결합하여 발 양상을 비교한다. 야생형 균주의 발 양상과 사용한 돌연변

이체들 간에 발  차이가 공통 으로 높은 유 자들을 선별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한다. 염기서열의 비교를 통해 항진균 활성 련성을 단하고 체 

DNA 서열을 확보한다. 이를 형질 환 벡터를 이용해 항진균성을 소실한 돌

연변이체에 도입하여 항진균 활성 특성이 회복되는 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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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화 연구 :

탐색, 발굴한 항진균성 미생물과 이의 방사선 유도 돌연변이체들은 미생

물 농약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항진균성 미생물이 실제 경작지

에서도 실험실에서와 같은 활성을 갖고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 

최 의 미생물제제화 공식을 탐색한다. 다양한 종류의 증량제, 착제, 자외

선차단제, 양원  계면활성제을 조합하여 생존력, 장력, 항진균 활성력, 

작물 종자 발아 진력 등을 평가하여 최  공식을 결정한다. 최  공식에 

따라 야생형과 방사선 유도 항진균 활성 증가 돌연변이체를 제제화하여 고

추, 배추, 무를 상으로 탄 병, 고추역병, 뿌리썩음병 방제 효과를 조사한

다. 한, 복합 항진균제제로의 활용성을 해 항진균 미생물 간의 상호 작

용을 조사하고 최 의 복합 항진균제제 공식을 결정하며 식물 병원성 방제 

효과를 검정한다.

7. 농약성 미생물 형질 환용 벡터 개발 :

농약성 미생물들은 분자생물학 으로 활용하는 균주가 아니므로 기존의 

개발된 벡터 시스템으로는 효과 인 유용유 자의 형질 환를 용이하게 수

행할 수 없다. 우선  3항의 항진균 련 단백질 연구정보를 활용하여 항진균 

활성 유 자를 확보하고 이를 기존의 벡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발 벡터들

에 삽입, 발 시켜 항진균성을 조사한다. 한 기존에 개발된 20여 종류의 

벡터에 한 특성을 조사하고 형질 환 특성이 증가된 변형 벡터를 구축한

다. 항진균 활성 미생물의 내재형 plasmid을 탐색, 분리하여 그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함유 유 자들과 복사개시서열 등을 확인하며 실제로 벡터로서 활

용성이 있는지를 유용 marker gene을 삽입하여 확인한다. 

8.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생산 미생물 개발  응용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생산 미생물은 polyacrylamide 계열의 합성 고

분자들이 인체독성을 야기하는데 반하여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응집제를 생

산한다. 본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균주와 항진균 활성이 강한 균

주, 그리고 추가 으로 국내 토양으로부터 채집한 균주를 상으로 active 

carbon 침 법 등으로 응집력이 뛰어난 균주를 발굴하고, 발굴된 균주들을 

상으로 응집제 생산의 필요 충분 조건을 물리  요인들, 양원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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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시기 등에 따라 응집활성을 측정한다. 응집제를 순수분리하여 성분을 분

석하며 특성을 조사한다. 량생산 시스템과 유 자 변이를 유도하기 해서 

세균에서 작동하는 고발  벡터를 구축하고 속 흡착능을 증가시킨 유

자 조작 균주를 만드는 연구의 일환으로 련 유 자를 확보한다. 더불어 방

사선을 조사하여 응집력이 증가하거나 소실된 돌연변이체를 탐색, 발굴한다. 

응집력이 소실된 돌연변이체를 활용하여 응집제 생산과 련한 유 자를 탐

색한다. 응집제의 활용성을 다양화하고자 폐수 응집 효과, 폐수 처리 여액의 

부숙제 활용성, 응집제의 유기질 비료성분으로서 작물 생육 증진 효과, 항진

균 미생물제제의 양원으로서의 활용성을 조사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1. 항진균 활성 세균의 분리  동정

본 연구에 활용된 항진균성 세균 탐색  분리기술은 국내의 삼림토양, 

시설재배지토양, 해조류, 해수, 갯벌, 해변사토, 버섯폐배지, 온천수 등으로부

터 순수분리된 세균을 상으로 동물병원성 진균인 Candida albicans에 한 

길항성을 1차 으로 검사함으로써 다수의 후보 균주의 항진균성 여부를 보

다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으며 2차로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

생물보존센터로부터 분양 받은 16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항진균성 

spectrum을 치배양방법으로 조사함으로써 신규한 항진균성 세균을 확보하

다.

확보된 항진균성 세균의 동정은 한국유 자은행(KCTC)과 한국농업과학

기술원 농용미생물보존센터에 의뢰하여 MIDI system, Biolog system과 API 

system에 의해 동정하여 동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 으며 일부 균주들은 16S 

rDNA의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동정의 정확도를 높 다.

본 연구에서 탐색, 분리한 항진균성 세균은 Bacillus circulans K1과 K3, 

B. subtilis YS1, NH6과 NH10, Bacillus  sp. DM1과 NH21, B. cereus  J171, 

J272와 J274, B. marcerans V3, B. lentimorbus  WJ5와 WJ6, B. 

licheniformis  DM3, Burkholderia gladioli K4와 Streptomyces  sp. SAR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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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되었으며 모두 신규 strain들로 명되었다. 이들  일부는 특허균주와 

일반균주로 한국미생물보존센터에 기탁하 다(KFCC-11261, -11262, -11263, 

-11264, -11265, -11267과 KFCC-11316).

2. 항진균 활성 세균의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본 연구결과에서는 국내의 미생물자원으로부터 확보한 16종의 항진균 세균

들의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하 으며 14종의 균주에 LD
95의 방사선량으로 조사

하여 89종의 항진균 활성이 소실된 변이주들과 34종의 활성이 증가된 변이주

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 다. Bacillus circulans K1, B. cereus J5274, 

Streaptomyces sp. SAR01과 B. lentimorbus WJ5에서 항진균성이 변화된 돌

연변이체를 다수 얻었으며 특히, B. lentimorbus WJ5에서는 항진균성 소실 

균주 62종과 항진균성 증진 균주 30종을 확보하 다. 

본 연구결과는 3편의 국내특허로 출원하 고 (출원번호 10-2001-0063465, 

10-2001-0065631, 10-2003-0005335), 일부의 돌연변이주들은 특허균주로서 한

국미생물보존센터에 기탁하 다 (KFCC-11266, -11317, KCCM-10318, 

-10319).

3. 항진균 련 단백질 연구

항진균성 세균들 (KCCM-10318, KCCM-10319, KFCC-11265, 

KFCC-11267, KFCC-11261, KFCCKFCC-11262, KFCC-11263, KFCC-11316, 

KFCC-11317, KFCC-11266과 KCTC 8972P)의 2-D profile를 비교하여 총 13

종의 항진균 활성 련 단백질에 한 N-terminal sequence를 조사하여 분석

하 다.  Streptomyces sp. SAR01 (KFCC-11267)의 5번 spot (10kDa, pI 4.5)

은 GroES과 95%의 상동성을 보 고  Burkholderia gladioli K4 (KCTC 

8972P)의 2번 spot (13.2kDa, pI 5.17)은 eotaxin precursor와 92%의 상동성을 

보 다. 각각의 균주로부터 GroES와 eotaxin precursor를 cloning 하여 E. coli  

M15 균주에서 과발 하고 C. albicans에 한 항진균성을 조사한 결과, GroES

는 유용한 항진균성을 보 으며 이를 항진균성이 소실된 돌연변이주(SAR535)

에 삽입할 경우에 항진균성이 회복됨(SAR535-51, SAR535-52, SAR535-5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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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535-54)을 확인하 다. 

4. 항진균 물질 분리  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항진균성 물질의 분석을 해 특허균주로 출원한 3종의 항

진균성 세균들(KCTC 8972P, Burkholderia gladioli K4; KFCC-11265, 

Bacillus subtilis  YS1; KFCC-11316, Bacillus lentimorbus WJ5)을 상으로 

항진균 물질을 분획하여 활성을 조사하 다. 

항진균성 물질의 생산을 하여 항진균성 세균을 병원성 진균과 교차배양

하는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재 분자량 391과 

369인 두 종류의 항진균성 물질을 분리하여 NMR분석을 끝냈으며 최종 구

조분석 상태에 있다.

5. DNA microarray를 이용한 항진균 련 유 자원 연구

항진균성 세균, Bacillus lentimorbus  WJ5를 상으로 방사선 조사를 통

해 유도한 항진균성이 소실된 8종류의 돌연변이체와 유 자 발  양상을 비

교하여 항진균성에 련된 유 자를 탐색하 다. DNA microarray chip의 반

응양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으로 약 400여개의 발 된 유 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야생형과 비교하여 up-regulation되거나 down-regulation된 유 자

들을 비교 확인할 수 있었다. 33개의 항진균성 련 유 자 후보

(down-regulatione된 유 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RT-PCR을 통해 발

을 재확인하여 최종 으로 6개의 유 자를 선택하 다. 이 에 단백질 분비

와 련한 srb  유 자 (K868)를 Genebank로부터 비교 검색하여 PCR을 통

해 B. lentimorbus  WJ5로부터 cloning하 고 이를 pQE30 발 벡터에 삽입

하여 항진균성 소실 돌연변이체인 B. lentimorbus WJ5m12에 본 연구진이 

개발한 Bacillus속의 transformation 방법인 bead bitter방법을 사용하여 항진

균성이 회복된 WJ5m12::K868을 확보하 다.

6.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화 연구  

항진균성 세균의 미생물 제제를 구성하는 구성성분들을 환경친화 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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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증량제(Filler/Carrier)로 zeolite, charcoal  powdered wheat bran, 

착제(Sticker/Binder)로 glycerol  CMC, 자외선차단제(UV protectants)로 

congo red  riboflavin, 양원(Polymer/Nutrients)으로 starch, PDB  

CMC를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한 범  항진균성을 지닌 

Burkholdria gladioli K4와 상기 구성성분의 36 가지 조합을 통한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를 만들어 3종류의 합한 조성을 선별하 다.

한, 본 연구과제에서 발굴한 항진균성 세균들인 B. lentimorbus WJ5, 

Streptomyces  sp. SAR01, B. subtilis YS1과 Burkholdria gladioli K4로부터 

방사선을 이용하여 야생형에 비해 항진균성이 증강된 돌연변이체인 mWJ5, 

mSAR01, mK4와 mYS1를 각각 선택하여 야생형과 함께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를 만들었다. 이들 미생물제제들의 항진균 활성유지, 세균별 합성, 사

용의 용이성, 그리고 pot 수 의 포장활성시험을 통해 고추, 무, 배추에 한 

탄 병, 역병, 뿌리썩음병 병원성 진균의 침입을 효과 으로 방제한 결과 등

은 환경친화 인 항진균 미생물 제제의 제형화에 성공하 음을 확인한 것이

다. 

7. 농약성 미생물 형질 환용 벡터 개발

Streptomyces sp. SAR01로부터 탐색된 항진균 련 유 자들을 

Genebank로부터 DNA와 아미노산 서열 등을 확인하여 알맞은 primer들을 

만들어 증폭한 후 cloning하여 각종 발 벡터에 삽입하여 과발 하 다. 일

부의 발 벡터에는 클로닝을 해 multi cloning site를 변형하기도 하 다. 

과발 된 단백질들은 항진균성 여부를 조사하 고 일부는 항진균성 소실 돌

연변이주에 삽입하여 항진균성이 회복되는 지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 다. 

B. lentimorbus WJ5에서 내재형 plasmid (pWJ5)를 분리할 수 있었으며 이의 염기서열

을 결정한 결과 그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 으나 17,535 bp로 이루어져 있고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coding하는 17개의 상 유 자의 치를 확인하 다. 기존에 Genebank에 등록

된 Bacillus의 replication origin과 유사도가 97%인 상되는 replication origin (ori-pWJ5)

이 있음을 확인하 다. BLA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Genebank에 공개된 유사한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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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을 지닌 plasmid나 알려진 유 자 서열과 유사한 유 자를 찾아낼 수 

가 없어 신규의 plasmid로 단하 다.

내재형 plasmid인 pWJ5를 Sau3AI으로 부분 단한 후 #1 mini-Tn5 

vector의 Kanamycin (Km) 유 자가든 BamHI 조각과 ligation 한 후 E. 

coli XL1-Blue에 도입하여 Km 내성을 갖는 균주를 찾아냈으며 이로부터 12 

kb 이상의 크기를 지닌 plasmid P1 (pP1)을 확인할 수 있었다. pP1이 E. 

coli에서 replication되며 다음 세 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 다. pP1은 

PCR을 통해 ori-pWJ5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 다. 

8.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생산 미생물 개발  응용 연구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흡착제) 생성 균주 KLP142와 KLP146를 분리하

다. 생분해성 흡착제 생성 최  조건을  탄소원, 질소원, C/N ratio, 균체 성

장률에 따른 세포 배양액과 배양 상등액에서 응집활성도를 기 으로 확인하

여 결정하 고 이를 활용한 생분해 고분자 응집제 량생산 배양 공정을 확

립하 다. 미생물 기원 흡착제(Bioflocculants)의 특성 연구을 하여 배양상

등액 첨가양량 환경요인 변화와 콜로이드성 물질의 종류에 따른 응집활성도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응집제(흡착제)의 분리 정제과정을 확립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응용연구의 재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응집제(흡착제) 생성능이 우수한 돌연변이체 (R-21과 R-22)를 방사선을 

이용하여 KLP142로부터 제조하 다. 응집제(흡착제) 생성능이 우수한 돌연

변이체가 응집제 생산을 해서 Methionine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

하 다. 응집제(흡착제) 생합성에 여하는 유 자를 연구하기 하여 방사

선을 조사하여 응집제 생산력이 소실된 R-1, R-2와 R-3균주를 제조하 으

며 KLP142균주와 단백질 생성 양상을 비교한 결과 모든 돌연변이체에서 24 

kDa의 단백질의 생성이 없음을 확인하 다. 재 이를 분리하여 분석 에 

있다. 과 발  vector를 이용한 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 미생

물의 인산결핍시 100배 이상 발 이 증가되는 alkaline phosphatase (PhoA)

의 promoter를 삽입한 발 벡터 pEAAP를 구축하 다. 한, 속 해독능

을 증강시킨 다기능성 미생물을 개발하고자 련유 자 6종을 클로닝하 다.



- xi -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의 축산분뇨폐수에 한 응집효과를 조사한 결과 

매우 높은 응집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생물 복합제와 천연고분자화합물

(식물자원)을 용한 응집제 제형화를 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응집효과를 

비교한 결과 최 의 응집제 제형화 조건을 확보하 다. 상기의 최  응집제

(흡착제)제제를 김포 생환경사업소와 순천 축산분뇨처리장의 폐수에 용

하여 유기물 함양의 감소를 확인하 다. 응집제(흡착제)제제를 처리하여 나

온 폐수오니 상등액을 부숙제로 사용하여 식물을 배양한 결과 생장율의 증

가를 확인하 다. 생분해성 응집제를 유기질 비료의 첨가제로 활용하기 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효과 으로 작물의 생장을 진시킬 수 있음을 토마토, 

오이, 배추, 고추와 돌산갓을 상으로 확인하 다. 생분해성 고분자 흡착제

(응집제)를 항진균 미생물 제제의 첨가제로 활용하여 흡착제-항진균성 미생

물복합 제제화하 을 때 항진균성 미생물의 생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식물병해 곰팡이의 방제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효과 임을 

확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추가연구의 필요성

-. 구조 분석이 이루어진 항진균 물질 생합성 유 자 탐색  량 생합성

-. 항진균 미생물제제의 동물실험을 통한 안 성 조사  

-. 내재형 plasmid의 유 자 기능 분석

-. 다기능성 농약성 미생물복합제제 (muti-functional biocontroller) 개발 

-. 방사선과 생물질의 상호작용에 한 기 연구

-. 미생물의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기작  방사선 련 유 자연구

나. 타연구에의 응용

-. 방사선 유도 항진균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항진균 물질 합성 

유도 기작 연구

-. 항진균성 세균의 proteomics을 통한 단백질 기능 조 기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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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를 활용한 미생물제제 개발

-.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체 유도기법을 활용한 농약  속 제거 미생물 

개발

-. 오염경작지 제어를 한 다기능 생물복원제제 개발

다. 기업화 추진방안

-. 발굴한 항진균성 미생물 활용 기술 특허 획득

-. 항진균성 특허균주의 활용 기술 이 을 통한 미생물농약 제품 생산

-. 생분해성 고분자 생산 미생물의 특허화  활용 기술 이  

-.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를 활용한 복합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 이

-. 다기능성 농약성 미생물복합제제 개발 기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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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Radiation Application for Upgrading of Bioresources

Ⅱ. Object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recent trends of agriculture in developed countries are to 

restrict the using of synthetic pesticides. The alternative to the above 

synthetic pesticide is the development of biological control system 

against plant pathogenic fungi using antifungal microbes. Recently, 

some microbes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control the plant 

pathogenic fungi but did not completely alternated the synthetic 

pesticides. 

It is necessary to isolate antifungal bacteria newly from various 

extreme environments and induce valuable mutants of which 

antifungal activity improved by gamma rad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microbial controller.

The object of this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the microbial 

controller against crop pathogens by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Ⅲ. Scopes and Contents

1. Screening and identifying the antifungal microbes

2. Inducing and isolating the mutants of antifungal microbes by 

gamma radiation

3. Investigating microbial antifungal proteins

4. Isolating and analysing antifungal bio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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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vestigating antifungal genes by DNA microarray analysis

6. Developing component formulation of microbial controller

7. Developing transformation vectors for antifungal microbes

8. Developing and applying biodegradable microbial flocculants 

Ⅳ. Results and Their Applicable Plan

1. The antifungal microbes were isolated from various natural sources 

in Korea, identified and deposited as follows ; Bacillus circulans  

K1 and K3, B. subtilis YS1 (KFCC-11265), B. subtilis NH6, B. 

subtilis NH10, Bacillus sp. DM1, Bacillus  sp. NH21, B. cereus  

J171 (KFCC-11261), B. cereus  J272 (KFCC-11262), B. cereus  J274 

(KFCC-11263);  B. marcerans VS3 (KFCC-11264),  B. lentimorbus 

WJ5 (KFCC-11316), B. lentimorbus WJ6, B. licheniformis DM3, 

Burkholderia gladioli  K4 (KCTC 8972P), and Streptomyces sp. 

SAR01 (KFCC-11267).

2. The mutants of which antifungal activities were improved or 

disappeared were induced from the above antifungal microbes by 

radiation. The antifungal microbes [Burkholderia gladioli  K4 (KCTC 

8972P), B. subtilis YS1 (KFCC-11265) and B. lentimorbus WJ5 

(KFCC-11316)] and their radiation induced mutants [Burkholderia 

gladioli  K4-AF
- (KFCC-11266),  B. subtilis YS1-67 (KCCM 10318), 

B. subtilis YS1-1006(KCCM 10319) and B. lentimorbus WJ5m12 

(KFCC-11317)] are pending for patents (the application numbers: 

10-2001-0063465, 10-2001-0065631 and 10-2003-0005335).

3. By the 2-DE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alysis, the 

antifungal proteins were identified and the N-terminal amino acid 

sequences were determined. Spot No. 5 (10 kDa, pI 4.5) of 

Streptomyces sp. SAR01 had 95% similarity to GroES prote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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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strain of SAR535 mutated by radiation was regained the 

antifungal activity by the transformation of groES gene.

4. Two antifungal materials of which molecular weights were 391 Da 

and 369 Da, respectively, were purified and analysed by column 

chromatography and NMR.

5. From DNA microarray analysis of B. lentimorbus WJ5 (KFCC-11316) 

genomic DNA with RT-PCR products and its radiation induced AF- 

mutants, we identified commonly down-regulated genes. AF- 

mutant of WJ5m12 was regained the antifungal activity by the 

transformation of srb gene of WJ5, one of the down-regulated 

genes. 

6. We have determined the formulations of biocontroller for Burkholderia 

gladioli  K4 (KCTC 8972P), B. subtilis YS1  (KFCC-11265), B. 

lentimorbus  WJ5 (KFCC-11316), Streptomyces sp. SAR01 

(KFCC-11267) and their radiation-induced mutants of improved 

antifungal activity than each wild strain. The formulated microbes 

were successfully able to control the pathogenic fungi on cultivars 

of lettuce, Chinese cabbage and red pepper. 

7. The natural plasmid (pWJ5) of B. lentimorbus  WJ5 was isolated 

and sequenced completely. pWJ5 was composed of 17,535 bp, a 

putative replication origin and 17 putative ORFs. pP1 vector which 

is replicable in E. coli  was constructed by ligation between BamHI 

fragment contained the kanamycin resistance gene of mini-Tn5 

and partial Sau3AI fragment of WJ5. 

8. We isolated two biodegradable biopolymer (bioflocculant) producing 

microbes (Brevundimonas vesicularis KLP142 and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KLP146) from soil. Two mutants 

(R-21 and R-22) of enhanced bioflocculant productivity and three 

mutants (R-1, R-2 and R-3) of deficient bioflocculant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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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locculant were induced from KLP142 strain by gamma 

radiation, We have successfully formulated the 

flocculant-producing microbes and applied to dispose the 

wastewaters of Kimpo and Suncheon, to promote the plants 

growth as an additive of organic fertilizer and to develop 

bioflocculants-antifungal microbes complex (BAMC) as a 

multi-functional bio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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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한국은 통 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농업국가로서, 1960년  이후 산업

화와 도시화, 고 인력의 양성을 통해 부존자원의 부재를 극복하 으며, 21

세기에는 정보통신과 생명과학산업분야에서 선진 외국의 기술에 근하거나 

일부는 선도하는 치에 도달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구조의 개편속에서 인구 가에 따른 식량의 수확량은 종자개량 등 여러 방

법의 개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작지와 농업인력의 감소에 따라 감소될 

기에 있다. 이는 향후, 정치  이데올로기의 냉 시 를 지나 경제가 최우

선시되는 무역의 쟁에서 식량의 자원화와 안보화가 우려되는 시 에서 식

량의 자 자족  작물 수확량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 농작물의 수확량 증

가, 무독성의 환경친화  농, 고부가 가치성의 농산물 생산 등에 한 기

술집약  농업의 구조로 방향을 환하는 것이 매우 시 함을 시사한다. 기

존의 화학합성농약은 부분 유기인 제제의 난분해성 물질로 단기간의 농산

물 증산에는 도움을 주나 토양에 잔류하여 토양의 오염을 야기하고 토양내 

유용 양원의 생물학  최  이용비율  분해능을 변화시켜 일차 으로는 

토양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여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유용

양원  에 지원의 mineralization에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차 으로

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와 비례하여 농가의 소득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생산 물질을 이용한 미

생물제제의 개발  농업에의 이용은 시  흐름이며, 21세기를 주도할 생

명과학산업 분야의 한 축을 형성한다. 본 연구진은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페

자원의 재이용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이용한 유용한 

폐자원 분해균주 개발  청정사료화 기술을 확립하 다. 이러한 기술을 바

탕으로 청정사료화와 각종 농작물의 재배시 문제되는 각종 유해곰팡이를 효

과 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제제의 개발은 폐자원의 

효율  이용과 이를 통한 환경오염원의 분해의 부가  기능뿐만 아니라 농

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홍

보에도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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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확 하는 것을 목

으로 하 으며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

범 를 설정하여 수행하 다. 다양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유용한 미생물 에

서 식물병원성 진균을 제어하는 미생물을 탐색 발굴하고, 이로부터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어력이 증강하거나 소실된 미생물을 유도하 다. 얻어진 항진균 

미생물과 그의 방사선유기 변이주를 활용하여 항진균 단백질과 항진균 활성

물질을 분리하여 그 특징을 조사하 다. 한, DNA microarray 기술을 이용

하여 항진균 미생물과 그의 방사선 유기 변이주로부터 유 자 발  양상을 

효율 으로 비교하여 항진균 활성과 련된 유 자를 탐색하 다. 이처럼 개

발된 항진균 미생물을 실제 농가에서 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제제화 기법

을 개발하고 포장활성시험을 실시하 다. 방사선을 이용한 변이주의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항진균 미생물에 유용한 유 자를 도입할 수 있는 벡터를 개

발하기 해서 기존에 개발된 벡터의 변형뿐만 아니라 항진균 미생물이 고

유하게 지니고 있는 plasmid를 신규로 발굴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 다. 더불

어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생산 미생물을 탐색 발굴하 으며 이를 응용하

는 기반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방사선이용 

생물자원유용화“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개발된 기술은 

련 학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련 산업분야에 제공되어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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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항진균 활성 세균의 분리  동정

가. 국외의 경우

항진균성 세균의 분리에 한 기술 인 측면에서의 특이성은 분리의 편의

성을 한 방법의 개발보다는 식물병원성 진균과 후보 세균을 치배양하여 

그 길항성 유무를 일차 으로 검하며 이후 다양한 병원성 진균을 상으

로 길항성 sprectrum을 조사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발굴한 세균의 동정에 있어서 형태  생화학  특성 악은 각 연구실에

서 가능하나 정확한 동정은 Fatty acid profile을 이용한 MIDI system, 95종

의 유일탄소원 이용여부의 조합을 비교한 균주 동정체계인 Biolog system, 

20 종의 생화학  검사 결과의 Database를 이용한 Biotec System 등의 동정

시스템을 갖춘 공시된 균주동정 문실험실에 의뢰하여 동정을 수행하고 있

다. 한, DNA 연구방법의 확립으로 ribosome DNA의 염기서열(특히, 16S)

을 비교하는 분자 수 의 동정이 선호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밝 진 특

정 유 자를 상으로 상호비교를 통한 계통학  분류가 시도되고 있다. 그

러나 Truper(1992)에 의하면 약 2-300만 종의 세균이 토양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재 종으로 기술되어 있는 세균은 3058 종에 국한되고 있

으며, 의 동정 database는 그 이하의 종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세균의 

동정 기술은 지속 인 database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기한 생리 생화학 , 분자생물학 인 동정에 의해서도 database의 미비

로 인해 분명하게 계통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종의 

strain으로 기입하거나, 같은 속(genus)의 species로 기입하여 구분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 동정 방법에 의해 재까지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속

의 항진균성 세균이 탐색되었다. 표 으로 Pseudomomas fluoresecns  

strain 2-79는 감염성 Gaeumanomyces graminis  var. tritici를 억제하며 

(Thomashow와 Weller, 1988), P. fluoresecns strain Hv37aR2는 목화 도복

병을 일으키는 Phythium ultimum를 억제하고 (Howie와 Suslow, 19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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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ecns  strain CHAO는 담배뿌리썩음병을 일으키는 Thielaviopsis 

basicola를 방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iosard 등, 1989). 한, Bacillus 

subtilis에 속하는 strain들이 각종 식물성 병원균을 효과 으로 방제할 수 있

음이 보고되었고 (Asaka와 Shoda, 1996; Ryoo 등, 1996), Chaetominum 

globosum는 사탕무(sugarbeet)의 도복병을 일으키는 Pythium 속의 병원성 

진균을 억제하 다 (Di Pietro 등, 1992). Lactobacillus coryniformis의 여러 

subspecies와 strain들이 범 한 항진균성을 지니고 있음이 밝 졌으며 

(Magnusson과 Schnuere, 2001; Strom 등, 2002) Strenotrophomonas 

maltophilia에 속한 strain 간의 항진균성과 16S rDNA의 염기서열을 비교한 

분자계통학  분류가 시도되었다 (Minkwitz와 Berg, 2001). 이외에도 

Streptomyces  속의 균주들 (Bormann 등, 1999; Woo 등, 2002)과 

Burkholderia cepacia에서 항진균성을 지닌 strain이 밝 진바 있다 (Kang 

등, 1998).  

나. 국내의 경우

항진균성 세균의 분리  탐색에 있어 국외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치

배양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세균의 동정에는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MIDI system, 

Biolog system, Biotec system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유

자은행(KCTC),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욤미생물보존센터에서 균주 동정을 

행하여 주고 있어 그 효율성과 정확도를 공인받고 있다. 한, 16S rDNA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자계통학  균주 동정 방법은 상기한 방법으로도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 시도되고 있다. 분리, 동정된 균주들은 국제공인기탁기

인 한국유 자은행(KCTC)과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나 서울 학교 미

생물균주보존센터(IMSNU)와 한국농용미생물센터(KACC) 등의 공익성 균주

보존센터에 기탁되어 국내 미생물 자원의 개발 보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

부 특허 균주를 제외한 기탁 균주들은 국내의 련 연구진들에 개방할 수 

있어 항진균성 세균의 특성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분리된 항진균성 세균의 로는 Corynebacterium liliu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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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omycetes KGT-37 (여 등, 1996), Chromoacterium violaccum C-61 

(Park 등, 1995), Gliocladium virens와 Pseudomonas putida (Jeong 등, 

1993), Pseudomonas cepacia  AF6008 (김 등, 1993), Pseudomonas 

fluorescens  NM-B16 (Lee 등, 2003), Pseudomonas synxatha  A3 (  등, 

1991)와Streptomyces humidus  (Hwang 등, 2001) 등이 있다.

다.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본 연구에서 탐색, 분리한 항진균성 세균은 Bacillus circulans, B. 

subtilis, B. cereus, B. marcerans, B. lentimorbus, B. licheniformis, 

Burkholderia gladioli 종의 신규 strain들로 명되었으며 Streptomyces  속

의 균주도 탐색되었다. 이들  일부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에 기탁하 다

(KFCC-11261, -11262, -11263, -11264, -11265, -11267과 KFCC-11316).

탐색된 균주는 국내에서 발굴된 신규성이 있으며 항진균 활성범  한 

범 하여 그 활용성이 높으므로 련 학문의 발달과 산업에 효과가 

클 것으로 단된다.

2. 항진균 활성 세균의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가. 국내  국외의 경우 

국내외 으로 항진균 활성 세균의 돌연변이체 (활성 소실 혹은 증가된 특

성을 갖는)의 유도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특히, 방사선 조사시설이 

필요하고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소수의 선진국

에 국한되어 방사선 처리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미생물에 련해서는 주로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멸균에 이용되고 있고, 유용균주의 돌연변이 유도기

술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의 본 연구진에 의

해서 유용 돌연변이체를 유발한 연구가 유일하다(Lee 등, 2000).

나.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본 연구결과에서는 국내의 미생물자원으로부터 확보한 항진균 세균들을 

방사선 조사하여 항진균 활성이 소실된 변이주들과 활성이 증가된 변이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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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으로 항진균성 세균의 돌

연변이체를 개발하는 기술에 있어 독보 인 치에 있다. 

본 연구결과는 3편의 국내특허로 출원하 고 (출원번호 10-2001-0063465, 

10-2001-0065631, 10-2003-0005335), 일부의 돌연변이체들은 특허균주로서 한

국미생물보존센터에 기탁하 다 (KFCC-11266, -11317, KCCM-10318, 

-10319).

3. 항진균 련 단백질 연구

가. 국외의 경우

식물에서 병원성 감염에 반응하는 일련의 방어용 단백질들 (review, 

Selitrennikoff, 2001)이나 진균간에 경쟁 으로 생성하는 세포외분비효소인 

chitinase와 β-1,3-glucanase 등과 같은 항진균성 단백질에 한 연구

[Trichoderma harzianum (Lifshitz 등, 1986; Hadar 등, 1979; Henis 등, 1978; 

Elad 등,1980; Sivan과   Chet,1989)와 Trichoderma hamatum (Chet와 Baker, 

1981; Harman 등, 1980)]는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항진균성 세균으로부터 

항진균성 단백질 (peptide성 항진균 항생제는 제외)에 한 연구는 1990년  

후반까지도 무하 다. 항진균성 세균으로부터 최 의 항진균성 단백질을 분

리한 연구결과는 Bormann 등 (1999)이 nikkomycin 생성 세균인 항진균성 

Streptomyces tendae Tu901 균주의 genomic DNA를 nikkomycin-negative 

균주에 삽입하여 nikkomycin 생성을 유도하는 연구 에 우연히 찾게된 항진

균성 단백질(10kDa AFP1)에 한 것이다. Woo 등 (2002)은 해양서식 세균인 

Streptomyces sp. strain AP77로부터 red algae에 red rot 질병을 래하는 

병원성 진균인 Pythium porphyrae와 주요 식물병원성진균의 하나인 

Pythium ultimum에 특이 인 항진균성을 나타내는 3개의 단백질 

SAP1(41.7kDa), SAP2(21.7kDa)와 SAP3(18.7kDa)을 분리하여 그 특성을 보

고한 것이 재까지의 황이다. 

항진균성 세균에서 항진균 활성물질의 생성에 여하는 단백질과 유 자

에 한 연구에는 야생형으로부터 MNNG와 같은 화학  돌연변이(발암원)를 

이용하여 유도한 항진균성 소실 돌연변이체에 야생형의 유 자를 알맞은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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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담아 삽입하는 상보실험(complementation)을 통해 련 유 자를 찾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Pseudomonas fluorescens  다양한 strain들에서 항진균성 펩타이드들 (cyclic 

lipopeptides)과 pyolutorin과 같은 항진균성 2차 사산물의 합성에 여하는 

단백질들과 그 유 자들 그리고 이들의 발 을 조 하는 조 단백질을 찾아

내는 연구가 성공 으로 수행되고 있다 (Nowak-Thompson 등, 1997; Heeb 

등, 2002; Abbas 등, 2002). 

그러나, 상보실험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균주에 알맞은 벡터가 

필요하기에 모든 항진균성 세균에 용하기 어려운 이 있다. 최근에는 

proteomics 연구기법으로 단백질 기능과 균주의 특성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Wong 등, 1999; Malhotra 등, 2000; Wilkins 등, 2001; Stancik 등, 

2002). 그러나 재까지는 항진균성 세균에서 proteomics 방법을 응용한 항

진균 련 단백질을 탐색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

이다.

 

나. 국내의 경우

항진균성 세균에서 항진균성 단백질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본 

연구진에 의해 방사선을 이용한 항진균성 소실 세균으로부터 야생형과 차이

가 있는 단백질을 gel filtration을 통해 순수분리하여 이의 N-terminal 

sequence를 밝혔다. 이로부터 degenerative primer를 제작하여 유 자를 확

보하고 과발 한 후 항진균성을 측정하여 항진균성 단백질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Lee 등, 미발표자료)가 있을 뿐이다. 

다.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항진균성 세균들 (KFCC-11261, -11262, -11263, -11316, -11317와 

KFCC-11266과 KCTC 8972P)의 2-D profile를 비교하여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총 13종의 단백질에 한 N-terminal sequence를 조사하여 분석하 다. 

각각의 균주로부터 GroES와 eotaxin precursor를 cloning 하여 E. coli M15 

균주에서 과발 하고 C. albicans에 한 항진균성을 조사한 결과, GroE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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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항진균성을 보 으며 이를 항진균성이 소실된 돌연변이체(SAR535)

에 삽입한 경우에 항진균성이 회복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항진균 련 단백질의 탐색에 있어서 최신의 proteomics 

기법을 성공 으로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성과이며 따 분야에로 응용가능함

을 시사해 다.

4. 항진균 물질 분리  구조 분석

가. 국외의 경우

항진균성 세균으로부터 분리된 항진균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와 넓

은 응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항진균성 peptide이다 (review, De 

Lucca와 Walsh, 1999). 펩티드성 항진균물질은 그 다양성과 항진균 효과 등

에 있어서 산업화로의 응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신규 항진균 펩티드를 찾아 내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다. Kang 등 (1998)은 Burkholderia cepacia  BC11으로부터 신규의 항진균

성 lipopeptide인 AFC-BC11을 발굴하 다. Magnusson과 Schnurer (2001)

에 의해 Lactobacillus corniformis  subsp. corniformis strain Si3에서 

proteinase에 의해 항진균활성이 상실되는 3kDa의 펩티드 항진균제를 새롭

게 탐색한바 있다. 식품산업의 발 에 따라 발효에 이용되는 Lactobacillus 

속의 세균들이 지닌 항진균성 펩티드에 한 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review, Messens와 Vuyst, 2002). 한 이미 잘 알려진 항진균성  peptide

을 coding하는 유 자의 탐색과 그 기능의 분석연구도 활발하여 Bacillus 

subtilis의 표  항진균성 lipopeptide인 iturin A의 합성 operon이 밝 졌

다 (Tsuge 등, 2001). 

펩티드성 항진균제 외에도 2차 사산물인 다수의 항진균 물질이 항진균

성 유용세균들에서 심도있게 연구되었으며 신규의 항진균 물질의 탐색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actobacillus plantarum  strain 21B의 배양액에서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신규의 항진균성 물질인 phenyllatic acid와 

4-hydroxyphenyllactic acid를 발굴한바 있다 (Lavermicocca 등, 2000). 특

히, Pseudomonas  속의 항진균성 strain에서 항진균 물질합성에 여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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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이들의 발 조  기작에 한 분자생물학  연구는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Delaney 등, 2001; Abba 등, 2002; Heeb등, 2002). 즉, P. 

aureofaciens  30-84의 항진균 물질인 2-hydroxylated phenazine의 합성유

자 operon을 발굴하 고(Delaney 등, 2001), P. fluorescens  F113의 항진균 

물질인 2,4-diacetylphloroglucinol (PHL)의 합성 유 자의 사조 기작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Abba 등, 2002) P. fluorescens  CHA0에서는 2

차 사산물로 생성되는 항진균성 물질들(PHL와 pyoluteorin 등)을 합성하는 

유 자들의 조 에 여하는 GasA/RsmA two-component system의 조

기작에 해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Heeb 등, 2002). 한, 최근에

는 항진균 활성 물질의 생산을 량 유도하는 배양조건에 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Lin 등, 2002; Nielsen과 Sorensen, 2003).

 

나. 국내의 경우 

항진균성 세균에서 항진균성 펩티드를 분리한 연구의 로는 

Pseudomonas cepacia  AF6008로부터 lipopeptide 분리(김 등, 1993), 감자더

뎅이병균인 Streptomyces scabies와 Corynebacterium lilium을 포함하는 그

람양성 세균과 도열병균  무늬낙렵병균 등 병원성 곰팡이에도 항균 활

성을 나타내는 Actinomycetes KGT-37로부터 분리 정제한 cyclic 

depsipeptide계의  항생물질인 echinomycin 등이 있다 (여 등, 1996). 

항진균성 물질에 한 연구로는  PGPR(식물생장 진근권세균)의 

siderophore 기작에 련된 항진균 방제의 연구 로는 Pseudomonas 

synxatha  A3가 생성하는 siderophoreA3에 한 연구(  등, 1991) 보고, 

한, P. cepacia에서 신규의 항진균 물질로 cepacodome A를 분리한 바 있으

며(Lee em, 1994; Lim 등, 1994), 최근에는 Streptomyces humidus  strain 

S5-55로부터 항진균 활성을 지닌 phenylacetic acid (SH-1)과 sodium 

phenylacetate (SH-2)를 분리정제하 고 (Hwang 등, 2001), P. fluorescens 

strain MM-B16에서 신규한 thiazolin 계열의 항진균 물질인 aerugine 

[4-hydroxymethyl-2-(2-hydroxyphenyl)-2-thiazoline]이 발굴되었다 (Lee 

등, 2003). 이외에도 국내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산업 인 목 으로 항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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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물질의 분리가 수행되고 있으나 지 재산권 등을 감안하여 연구내용의 

발표를 미루고 있어 국내에서도 항진균 활성 물질 분리  구조분석 분야의 

연구력은 국외의 연구진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다.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본 연구에서는 항진균성 물질의 분석을 해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되어 특

허균주로 출원한 3종의 항진균성 세균들(KCTC 8972P, Burkholderia 

gladioli K4; Bacillus subtilis  YS1; Bacillus lentimorbus  WJ5)을 상으로 

항진균 물질을 분획하여 그 활성을 조사하 다.

한 본 연구에 있어서의 신기술로는 항진균성 물질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병원성 진균의 포자를 액체배양시 별도의 장치에 넣어 물질 교류

가 이루어지게 하 는데 단독배양에 비해 신규의 항진균성 물질의 생산도 

이루어지는 등 항진균성 물질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항진균 활성이 범 하면서도 기존에 잘 연구되지 않은 

신규의 strain을 상으로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신규의 항진균성 물질의 생

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하 으며 구조분석결과도 신규성의 물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data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물질특허 등 지 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하다.

5. DNA microarray를 이용한 항진균 련 유 자원 연구

가. 국내,외의 기술 황

DNA microarray (DNA chip)은 량으로 유 자 발  양상을 연구하고

자 첨단 인 NT, IT와 BT의 결합에 의해 탄생된 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생

물 상 연구에 응용이 가능하다 (Heller, 2002; Brazma 등, 2001; Ball 등, 

2002; Panda 등, 2003).

유 자 발  양상을 연구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고 인 방법

(Sambrook 등, 1985)외에 differential display PCR (DD-PCR) (Liang 등, 

1992), serial analysis gene express (SAGE) (Velculesu 등, 1995), expressed 

sequence tags (EST) database comparison (Vasmatzis 등, 1998)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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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방법들은 나름 로 장단 을 지니고 있다. DD-PCR은 차별 으로 발

되는 유 자를 연구하기 한 방법으로 효과 이지만, false positive의 문제

이 있으며, SAGE는 세포내에서 발 된 유 자의 개수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하 수 있는 장 을 지닌 반면에 유 자의 발  정도를 고찰하기 해서 

20만개 정도의 SAGE tag의 통계처리를 요하는 단 이 있다. EST analysis

는 차별 으로 조 되는 mRNA의 확인에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각 유 자 

각각에 한 library 제작이 필요하며, library screening 한 요구되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Schena 

(1995) 등이 개발한 DNA microarray는 특정 세포에서 발 되는 유 자의 

발  양상을 동시 다발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 을 지닌 기술로서 특이

으로 발 되는 유 자들을 database와 연결하여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 합한 실험 방법으로 생각

된다.

나.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국내에서 탐색, 발굴한 범 한 식물병원성 진균에 해 항진균성을 보

이는 Bacillus lentimorbus  WJ5를 상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항진균성이 

소실된 8종류의 돌연변이체와 유 자 발  양상을 비교하여 항진균성에 

련된 유 자를 탐색하고자 하 다. B. lentimorbus WJ5의 genomic DNA 

chip을 국내의 벤처기업에 의뢰하여 제작하 고 단백질 분비와 련한 srb 

유 자 (K868)를 Genebank로부터 비교 검색하여 PCR을 통해 B. 

lentimorbus  WJ5로부터 cloning하 다. 이를 pQE30 발 벡터에 삽입하여 항

진균성 소실 돌연변이체인 B. lentimorbus WJ5m12에 본 연구진이 개발한 

Bacillus속의 transformation 방법인 bead bitter방법을 사용하여 항진균성이 

회복된 WJ5m12::K868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최첨단의 유 자 발  연구기법인 DNA 

microarray chip 분석법을 이용하여 항진균성과 련한 유 자를 발굴한 것

으로 국내외 으로 최 로 시도되어 성공한 연구기법이라 단된다.    



- 12 -

6.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화 연구  

가. 국외의 경우

항진균성 세균을 이용한 식물병원성 진균의 방제를 한 제형화에 필요한 

구성성분 내지 그 조성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항진균성 세균의 종류, 

제형화 형태, 구성성분의 조성비, 보 기간, 방제 상인 식물병원성 진균의 

종류에 따라 방제효과  지속성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진균

성 세균인 Pseudomonas fluorescens PfALR2를 착제 역할을 목 으로한 

carboxylmethyl cellulose와 섞어 사용하거나, 여기에 운반체로 peat, talc나 

lignite를 첨가하여 그 효율을 조사한 결과 peat-base의 제형방법이 

Rhizoctonia solani에 의한 rice sheath blight 감염율을 화학농약에 하는 

수 으로 낮출 수 있었으나 (Rabindran과 Vidhyasekaran, 1996), P. 

fluorescens를 가루형태로 만들어 보 하면서 Pigeonpea wilt의 형성을 낮추

는가를 운반체로 peat, talc나 lignite, vermiculite나 aolinite를 사용하여 측정

한 연구에서는 talc-base 제형이 6개월 후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되나 

peat-base 제형은 2개월을, 그 외의 운반체 제제는 그 이하 기간까지만 보

이 가능하 다 (Vidhyasekaran 등, 1997). Burkholderia ambifaria  BC-F의 

경우 Pelgel과 peat를 이용하여 corn, sunflower, cucumber와 soybean의 씨

앗에 coating하 을 때 Pythium ultimum에 한 방제효과가 coating하지 않

은 씨앗을 사용하 을 때 매우 뛰어남을 확인하 다 (Li 등, 2002). Collins와 

Jacobsen (2003)은 Bacillus subtilis와 같은 내생포자를 만드는 항진균성 세

균의 제형화에 있어 내생포자 생성기에 만든 제제와 생장 수기에 만든 제

제간에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수기에 만든 제제가 내생포자기 제제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Burges (1998)가 술한 “Formulation of 

Microbial Biopesticides-Beneficial Micro-Organisms, Nematodes and Seed 

Treatments"에서는 미생물 제제의 제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성

분들을 한 특성을 제공하고 있다. 

나. 국내의 경우

국내에 있어서는 항진균성 세균의 제제화에 한 연구는 실용성을 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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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1987년에는 한국인삼연 연구원에서 인삼뿌리썩음병을 방제하

기 해 바이코나를 개발, 매되었고, 1992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고추역병 등 5 개 병해 방제용 미생물 2 종을 비왕산업(주) 등 6 개 산업

체에서 제품으로 생산하여 특허탄, 만석꾼, 뉴흰나라 등 4 개 상품명으로 

매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역병방제용 AC-1을 개발하는 등 여러 종류의 

길항 미생물들을 개발하 다. 최근에는 미생물 제제라고 하여 살충, 살균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 34개 회사로부터 72 품목이 시장에 소

개되어 있는데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토양 미생물 제제는 1999년 총 57

개 품목이었으며 살충제 6, 살균제 27, 그 외 효소제나 유용미생물 제제로 

등록되어 있었다 (임 et al.  1996). 한국인삼연 연구원에서 식물체에 병에 

한 항성을 유도하여 식물병을 방제할 수 있는 세균 1 종을 선발하여 

2002년부터 동부한농(주)과 함께 조기 실용화를 목 으로 공동연구 수행하

고 있으며 병원력이 상실된 병원균을 백신처럼 이용하여 외류 덩굴쪼김병

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도 1999년 개발하여 재 실용화 연구가 추진 에 

있다. 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항진균성 세균들을 실용화를 한 벤

처기업이 설립되는 등 제제화에 한 기술력은 이미 세계  수 에 있다. 

2000년 6월 농진청이 ‘미생물 농약의 등록에 한 규정’을 국내에 설정하여 

정한 시험기 을 거쳐 미생물 농약으로 등록 고시되고 있어 항진균성 세

균을 이용한 보다 친환경 인 제형화 기법이 필요한 시 에 있다. 

다.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친환경 인 유기농법이 선호되는 재의 시 에서 화학농약을 체할 

항진균성 세균을 사용한 미생물 농약의 개발을 해서는 제형화에 있어서 

친환경 인 소재의 사용이 매우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항진균성 세균을 이용한 미생물 제제를 제형

화함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하 다. 첫째, 항진균성 세균이 자연

환경에서 고유의 활성을 그 로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보존하여야 한다. 둘

째, 항진균 세균의 종류에 따라 합하여야 한다. 셋째, 농가에서 사용하기

가 쉬워야 한다. 넷째, 함유원제자체의 독성이 없는 친환경 이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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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째, 산업화에 따르는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생산단가가 낮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진균성 세균의 미생물 제제를 구성하는 구성성분들을 

환경친화 인 소재인 증량제(Filler/Carrier)로 zeolite, charcoal  powdered 

wheat bran, 착제(Sticker/Binder)로 glycerol  CMC, 자외선차단제(UV 

protectants)로 congo red  riboflavin, 양원(Polymer/Nutrients)으로 

starch, PDB  CMC를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한 범  항진균

성을 지닌 Burkholdria gladioli  K4와 상기 구성성분의 36 가지 조합을 통

한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를 만들어 합한 조성을 탐색하 다.

한, 본 연구과제에서 발굴한 다양한 항진균성 세균들로부터 방사선을 

이용하여 야생형 보다 항진균성이 증강된 균주를 발굴하 고 야생형과 함께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를 만들었으며 이들의 항진균 활성유지, 세균별 합

성, 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pot 수 의 포장활성시험을 통한 항진균 효과를 

검한 결과 환경친화 인 항진균 미생물 제형화에 성공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로 확보된 환경친화 인 항진균 미생물제제 

제형화기술이 국내외 인 기술수 과 비교하여 동등한 치에 있으며 개발

된 미생물제제의 원제는 기존의 타 연구진에 의해 발굴된 미생물과 차별화

된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 특허화와 기술이  등에 있어 유리하리라 단된

다. 

7. 농약성 미생물 형질 환용 벡터 개발

가. 국내,외의 기술 황

자연상태의 plasmid를 변형하여 외래 유 자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만

든 plasmid를 벡터(vector)라 한다. 벡터는 세포내에서 복제를 통해 1개 이

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Alonso과 Tailor, 1987) 이러한 복제기작을 변형시

키면 복제된 벡터의 수를 수개에서 수십 혹은 수백개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Thomas, 1988). 따라서 벡터내에 도입된 유 자는 세포내부에서 벡터

의 복제기작에 따라 그 수가 증가된다(del Solar 등, 1998). 재 이러한 복

제기작을 변형하여 만든 벡터는 크게 2종류로 나뉜다. 단순히 외래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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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많이 확보하기 해서 사용하는 클로닝 벡터의 경우는 복제 횟수가 증가

되도록 변형된 replication origin을 지니고 있으며(Su 등, 2002) pMB1 

(Bolivar 등, 1977) 과 이의 변형 (Lin-Chao 등, 1992), pKN402 (Bittner와 

Vapnek, 1981), p15A (Chang과 Cohen, 1978)와 colE1 (Kahn 등, 1979) 등

의 origin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종류는 외래유 자의 발 을 목 으로 

한 경우로 이때는 복제회수가 은 replication origin을 지닌 벡터인데

(Crosa 등, 1994; Nesvera 등, 1997) pSC101이 있다(Stoker 등, 1982).

plasmid를 유용한 벡터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replication origin의 요한 

특성으로 compatibility를 말할 수 있다. plasmid는 이종간에도 교환이 가능

한데 이는 replication origin이 이종에서도 작동될 경우에 한정된다

(Leenhouts 등, 1991). 이러한 특징은 외래유 자를 목 하는 세포로 옮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Andrup, 1998). 그러나 모든 종들이 한 종류의 

replication origin을 작동시킬 수 없으므로 목 하는 종에서 작동할 수 있는 

plasmid의 replication origin을 활용하여 만든 벡터를 사용하게된다(del 

Solar 등, 1993). 자연상태에서 같은 replication origin을 지닌 두 개의 

plasmid가 하나의 종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incompatibility라 한다(Davison, 1984; Novick, 1987). 이의 역 상이 

compatibility라고 하는데 즉, 서로 다른 replication origin으로 구성된 

plasmid들은 한 세포에서 둘 다 복제가 가능하므로 딸세포로 유 이 가능하

게 된다(del Solar 등, 1993). Incompatibility group은 재 3개의 group로 

구분하는데 이들에 속하는 replication origin들 간에는 한 세포에서 존재할 

수 없다.  cloE1과 pMB1 group, IncFII와 pT181이 group, 그리고 P1, F, 

R6K, pSC101과 p51이 한 group을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plasmid의 특성을 

이용하여 하나의 벡터에 서로 다른 복제기작이나 복제 회수를 지닌 이종의 

replication origin을 삽입하게 되면 이종간에 하나의 벡터에 담은 외래유

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Gros 등, 1989). 이 게 만들어진 것을 shuttle 

vector라고 하는데 원핵생물 간 뿐만 아니라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간에도 

하나의 벡터로 외래유 자를 도입한 형질 환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Ohashi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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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의 개발에 있어서 replication origin 외에 고려해야할 요한 특징으

로 marker를 들 수 있다. 벡터에 있어서도 selection marker는 바로 그 벡

터가 원하는 세균에 삽입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많은 경우 항생제에 

한 내성을 나타내는데 작용하는 유 자(항생제 내성 유 자)를 벡터에 삽

입하여 활용한다(Levy, 1998). 즉, 벡터를 지니게되는 세균은 항생제가 포함

된 배지에서 벡터의 내성 유 자의 발 에 의해 항생제 내성을 지닌 세균으

로 형질 환되는 것이다(Arlet과 Phillippon, 1991). Kanamycin, 

Tetracycline, Ampicillin과 Carbenicillin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목 하는 

세균에 따라 항생제 내성 spectrum이 서로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서 marker

로서 사용하는 내성 유 자를 달리한 벡터가 필요하게 된다(Bannam 등, 

1995). 한, 이종간에 활용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벡터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의 벡터에 두 종류의 항생제 내성 유 자를 삽입하여 목 하

는 세균에 벡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된다(Bernhard 등, 1978). Marker로 사

용되는 유 자는 목 하는 생물에 따라서 항생제 내성 유 자뿐만 아니라 

양요구성에 여하는 유 자를 삽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벡터의 개발에 

있어서 목 하는 생물의 특성을 악하는 것도 요하다.  

벡터를 만든 기본  목 은 외래유 자의 삽입이다. 따라서 벡터의 개발

에 있어서 maker의  하나의 기능은 바로 외래유 자를 벡터에 담았음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의 marker는 host에서 쉽

게 발견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유 자를 사용한다(Felix 등, 2003). 이 

marker 유 자에 외래유 자를 도입하는 cloning site를 치해 두면 host에

서 marker 유 자가 작동하지 못하여 외래유 자가 들어있지 않는 벡터를 

지닌 host와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α

-complimentation을 이용하여 lacZ가 발 되도록 유 으로 조작한 hoist를 

이용한 것이 개발되어 있다(Horwitz 등, 1964). 한 치사유 자를 사용하여 

positive selection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경우도 있다. 즉, 발 될 경우 host

에 치명 인 유 자들 내부에 cloning site를 마련하여 외래유 자가 삽입되

지 않을 경우 host가 죽는 방법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 자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EcoRI methylase, EcoRI endonuc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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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ctokinase, colicin E3, transcription factor GATA-1, Φ174의 lysis 

protein, ccdB  유 자와 barnase 유 자). 벡터의 활용목 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marker를 사용하지 않는 벡터도 있다. 즉, 외래유 자를 발 시킬 

목 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marker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벡터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으로 cloning site이다. Cloning site는 외

래유 자를 벡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특정 제한효소에 의해 인식되는 염기

서열을 지닌 부 로 벡터의 다른 부 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에는 없는 유일

한 제한효소 인식부 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된 벡터에서 이 

cloning site에 포함된 제한효소 인식부 가 많을수록 다양한 외래유 자를 

보다 쉽게 삽입할 수가 있게 된다. 단순한 cloning용 벡터인 경우는 달리 

발 용 벡터인 경우는 cloning site에 제한효소를 삽입함에 있어서 고려해

야할 으로 coding frame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Moreno 등, 2003). 

즉, 삽입된 외래유 자가 발 을 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제한효소자리라도 

번역개시 codon과 일치된 open reading frame (ORF)이 되어야 한다. 그러

나 목 하는 host가 E. coli와 같은 분자생물학 인 목 으로 개량된 stain

이 아니고 자연에서 유래한 세균일 경우에는 단순히 도입하여 발 시킬 외

래유 자의 coding region 만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유 자 고유의 

promoter부 부터 도입한다면 ORF를 맞추기 해서 특별히 고안된 발 벡

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Seubert 등, 2003).

상기한 바와 같이 세균에 내재된 plasmid를 활용하여 외래유 자 재조

합을 한 벡터를 개발하기 해서 고려할 plasmid 련 주요사항과 그 

를 살펴보았다. 형질 환용 벡터의 개발에 있어서 요한 검토사항으로 형

질 환의 상인 host(목 하는 유용 세균)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분

자생물학의 발달과 유 자 재조합을 가능  했던 벡터들은 E. coli에서 일

차 으로 벡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런 벡

터들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 host인 E.coli를 유 으로 변형한 다

양한 변형 E. coli  strain들이 더불어 개발되어 왔다. 개발된 E. coli  strain

의 목록과 유 자 형질의 특징을 Table에 제시하 다. E. coli  strain의 종

합 인 특징은 우선 으로 개발된 벡터에 최 으로 잘 맞는 유 형질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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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질 환되어 지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즉, 분자생물학 분야의 태동

기를 지나 역동기에 들어선 재는 일부의 기 학자들이 개발한 벡터와 

host E coli strain을 상업 으로 개량하고 개선하여 기업화함으로서 보다 편

리하게 많은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host E coli strain들은 상업 으로 개발된 다양한 벡터에 최 인 

host strain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따로 개발되어진 것이며 차선으로 여타

의 기 개발된 E. coli strain을 활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

발된 E. coli strain과 벡터는 간단한 유 자 cloning과 발 , 그리고 몇몇 진

행생물로의 외래유 자 도입에 해서만 집 되어 있다. 즉, 인 연구

분야에만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유용세균에 알맞은 

벡터나 host용으로 형질 환되어진 유용세균의 개발은 일천한 황이다

(Williams 등, 2002). 실제로 부분의 미생물학자들은 자신이 발굴한 유용세

균을 장에 용하기 해서 필요로 하는 유  재조합체(형질 환체)를 

한 유용한 벡터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Holtwick 등, 2001; 

Kendall과 Cohen, 1988).

부분의 미생물학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환경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유

용벡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한 알맞은 유용형질 환 host용 세

균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plasmid의 탐색과 

replication origin의 탐색과 특성을 연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Picardeau 등, 

2000; Boe 등, 1991; Khan과 Novick, 1982). E. coli와 같은 Gram-negative 

세균에 비해 최근에 그 항진균성 등 biocontroller로서의 유용성이 확인되어 

그 활용성이 증가된 Gram-positive 세균인 Bacillus  속의 세균들의 경우에도 

필요성에 충족할 만한 유용벡터와 유용 host strain이 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해가 되고 있다(Alonso과 Tailo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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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acterial strain Reference(s) Genotype

ABLE ® C straina,b
E. coli C lac(LacZ) [Kan McrA McrCB　McrF Mrr HsdR(rK-mK+)] [F´ 
proAB lacIq Z M15 Tn10 (Tet)]

ABLE ® K straina,b 
E. coli C lac(LacZ) [Kan McrA McrCB McrF Mrr HsdR(rK-mK+)] [F´ 
proAB lacIq Z M15 Tn10 (Tet)]

AG1 straina 
recA1 endA1 gyrA96 thi-1 hsdR17(rK-mK+) supE44 relA1 
(uncharacterized mutation improves transformation efficiency)

BB4 strain LE392.23 [F´ lacIq Z M15 proAB Tn10 (Tet)]

 C600 strain e14 (McrA) supE44 thi-1 thr-1 leuB6 lacY1 tonA21

JM101 straina supE thi-1 (lac-proAB) [F´ traD36 proAB lacIq Z M15]

JM109 straina 
e14(McrA) recA1 endA1 gyrA96 thi-1 hsdR17(rK-mK+) supE44 relA1 
(lac-proAB) [F´ traD36 proAB lacIq Z M15]

JM110 straina 
rpsL (Str) thr leu thi-1 lacY galK galT ara tonA tsx dam dcm 
supE44 (lac-proAB) [F  ́ traD36 proAB lacIq Z M15]

LE392 strain e14 (McrA) hsdR514 supE44 supF58 lacY1 or (lacIZY)6 galK2 
galT22 metB1 trpR55

NM514 strain hsdR514(rKmK+) argH galE galX lycB7 strA (Hfl+)

NM522 straina 
supE thi-1 (lac-proAB) (mcrB　hsdSM)5 (rK-mK+) [F  ́ proAB lacIq Z 
M15]

NM554 strain recA13 araD139 (ara-leu)7696 (lac)l7A galU galK hsdR rpsL (Str) 
mcrA mcrB 

P2392 strain LE392 (P2 lysogen) SCS-8 strain 11 recA1 endA1 mcrA 
(mcrBC-hsdRMS-mrr) (argF-lac)U169φ 80dlacZ M15 Tn10 (Tetr)

SCS110 straina
 rpsL (Str) thr leu endA thi-1 lacY galK galT ara tonA tsx dam 
dcm supE44 (lac-proAB) [F´ traD36 proAB lacIq Z M15]

SOLR　 strain
e14 (McrA) (mcrCB-hsdSMR-mrr)171 sbcC recB recJ uvrC 
umuC::Tn5 (Kan) lac gyrA96 relA1 thi-1 endA1 λR [F´ proAB lacIq 
Z M15] Su (nonsuppressing)

SURE® straina,b

e14 (McrA) (mcrCB-hsdSMR-mrr)171 endA1 supE44 thi-1 gyrA96 
relA1 lac recB recJ sbcC umuC::Tn5 (Kan) uvrC [F´ proAB lacIq Z 
M15 Tn10 (Tet)]

VCS257 strain
Derivative of DP50 supFc cDP50 supF genotype: supE44 supF58 
hsdS3(rB mB) dapD8 lacY1 glnV44 (gal-uvrB)47 tyrT58 gyrA29 
tonA53 (thyA57)..

XL1-Blue straina,b 
recA1 endA1 gyrA96 thi-1 hsdR17 supE44 relA1 lac [F´ proAB 
lacIq Z M15 Tn10 (Tetr )]

XL1-Blue MR straina 
(mcrA)183 (mcrCB-hsdSMR-mrr)173 endA1 supE44 thi-1 recA1 
gyrA96 relA1 lac 

XL1-Blue MRA strain (mcrA)183 (mcrCB-hsdSMR-mrr)173 endA1 supE44 thi-1 gyrA96 
relA1 lac

XL1-Blue MRA (P2) 
strain  XL1-Blue MRA (P2 lysogen)

XL1-Blue MRF  ́ straina 
(mcrA)183 (mcrCB-hsdSMR-mrr)173 endA1 supE44 thi-1 recA1 
gyrA96 relA1 lac [F´ proAB lacIq Z M15 Tn10 (Tet)]

XL1-Blue MRF  ́ Kan 
straina

(mcrA)183 (mcrCB-hsdSMR-mrr)173 endA1 supE44 thi-1 recA1 
gyrA96 relA1 lac [F´ proAB lacIq Z M15 Tn5 (Kanr)]

XLOLR strain
(mcrA)183 (mcrCB-hsdSMR-mrr)173 endA1 thi-1 recA1 gyrA96 
relA1 lac [F  ́ proAB lacIq Z M15 Tn10 (Tet)] Su (nonsuppressing) 
λR (lambda resistant)

XPORT　 (mcrA)183 (mcrCB-hsdSMR-mrr)173 endA1 supE44 thi-1 recA1 
gyrA96 relA1 lac [F　 proAB lacIq Z M15]

Y1088 strain
e14 (McrA) (lac)U169 supE supF hsdR metB trpR tonA21 
proC::Tn5 (Kan) [pMC9 Amp Tet] (Note: pMC9 is pBR322 with 
lacIq inserted.)

Y1089r strain (lac)U169 (lon)? araD139 strA mcrB hflA150::Tn10 (Tet) [pMC9 
Amp Tet] (Note: pMC9 is pBR322 with lacIq inserted.)

Y1090r strain (lac)U169 (lon)? araD139 strA supF mcrA mcrB hsdR trpC22::Tn10 
(Tet) [pMC9 Amp Tet] (Note: pMC9 is pBR322 with lacIq 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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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ubtilis와 B. licheniformis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Bacillus 속 

균주들은 유용물질의 산업  생산을 한 유 자 재조합 숙주균으로 활발

히 이용되고 있으며, 생물농약의 생산에도 크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조합 유 자를 Bacillus에서 안정하게 발 시키기 해서 리 사용되고 

있는 유 자 운반체로는 Staphyllococcus aureus에서 유래한 항생제 내성 

plasmid로부터 개발된 것들이 많으며, 표 인 것들로 pUB110 (Lacey 

등, 1974), pC194 (Iordanescu, 1975), pE194 (Byeon 등, 1990)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S. aureus의 plasmids 외에도 Corynebacterium xerosis에서 

분리된 pTZ12 (Aoki 등, 1987), Lactococcus lactis의 plasmid인 pWV01 

(Kok 등, 1984)도 항생제 내성 유 자를 도입하여 B. subtilis의 유 자 운

반체로 개발되었다.

숙주균에서 plasmid vector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해서는 숙주균에서 

plasmid의 복제와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종의 균주에서 

유래한 plasmids의 경우에는 Bacillus속 균주에서 복제와 분배가 알맞게 

일어나지 않아 plasmid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좀 더 

안정한 유 자운반체를 개발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Bacillus속 균주로

부터 내재형 plasmid인 pTA1060 (Bron 등, 1987), pLS11 (Chang 등, 

1987), pBAA1 (Devine 등, 1989), pLS32 (Tanaka 등, 1998) 등을 이용한 

shuttle vectors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한 고온성 Bacillus에서 분리한 

pTB19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pTB913은 고온배양시에도 B. subtilis  숙주균

에서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 졌는데, Bacillus  속 균주에는 고온성 

산업균주가 많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Bacillus  

속 균주에서 plasmid vector의 안정성은 그들의 복제형태에 의해 많이 좌

우되어 Bacillus에서 유래된 재재형 plasmid라 할지라도 rolling-circle 

replicating plasmids 보다는 theta replicating plasmids가 더 안정하게 숙

주균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nniere 등, 1990; Di Franco 

등, 2000). 한,  Enterococcus faecalis의 plasmid인 pAMβ1과 같이 다른 

균주에서 분리된 plasmid도 theta 복제형 plasmid가 B. subtilis에서 훨씬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Leblanc 등, 1984),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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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람양성균에서 plasmid의 복제형태와 안정성간에 일반 인 계이다.

나.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굴한 항진균성의 Bacillus  속 균주들로부터 유

용벡터를 확보하기 하여 내재형 plasmid를 탐색하여 B. lentimorbus  WJ5

에서 내재형 plasmid (pWJ5)를 분리할 수 있었으며 이의 염기서열을 모두 

결정한 결과 그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 으나 17,535 bp로 이루어져 있고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coding하는 17개의 상 유 자의 치를 확인

하 다. 기존에 Genebank에 등록된 Bacillus의 replication origin과 유사도

가 97%인 상되는 replication origin (ori-pWJ5)이 있음을 확인하 다. 

염기서열을 BLA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Genebank에 공개된 유사한 염기

서열을 지닌 plasmid나 알려진 유 자 서열과 유사한 유 자을 찾아낼 수 

가 없어 신규의 plasmid로 단하 다.

내재형 plasmid인 pWJ5를 Sau3AI으로 부분 단한 후 #1 mini-Tn5 

vector의 Kanamycin (Km) 유 자가든 BamHI 조각과 ligation 한 후 E. 

coli  XL1-Blue에 도입하여 Km 내성을 갖는 균주를 찾아냈으며 이로부터 

12 kb 이상의 크기를 지닌 plasmid P1 (pP1)을 확인할 수 있었다. pP1이 

E. coli에서 replication되며 다음 세 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 다. 

pP1은 PCR을 통해 ori-pWJ5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수의 변형된 항진균 활성 유 자 발 용 벡터들

을 확보하 고 항진균성 Bacillus lentimorbus  WJ5로부터 신규의 내재형 

plasmid, pWJ5와 이로부터 E. coli에서 replication이 가능한 벡터 pP1을 

확보한 결과를 내었기에 기술 인 측면에서 국내외 으로 신규 벡터를 개

발할 수 있는 수 이다.

8.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생산 미생물 개발  응용 연구

가. 국내,외의 기술 황

응집활성제(flocculanting agents)는 다양한 산업  과정들에 활용되어 

왔다. 즉, 페수처리과정, 상수원 처리과정, 식품생산과정과 발효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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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Slehizadeh 등 , 2000; Misra, 1993; Cumming 등 1996). 응집제

는 3개 group으로 나 수 있다. (1) 무기응집제로서 aluminium sulfate와 

polyamluminium chloride, (2) 유기 합성 고분자 응집제로서 

polyacrylamide의 유도체들과 polyethylene imine, (3)자연산물로부터 유래

한 응집제들로서 chitosan, sodium alginate와 미생물 생산 응집제들이다.

상기한 응집제 에서 유기 합성 고분자 응집제들은 가장 흔히 사용되

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응집활성이 아주 효과 이고 비용도 낮기 때문이

다. 비록 합성 응집제들 즉, polyacrylamide 유도체들이 매우 자주 사용되

긴 하지만 acrylamide의 단 체가 인간에게 강력한 항암제와 신경독소로 

작용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Vanhoric과 Moens, 1983; Dearfield와 

Ambermathy, 1988) 이런  때문에 미생물 생산 응집제들에 한 기

가 커지고 있다. 미생물 생산 응집제들은 생분해성(biodegradable)이며 이

들의 분해산물들은 생태계에서 무해하다. 미생물 생산 응집제들 의 일부

는 다른 type의 응집제들보다 유리한 장 들을 지니고 있으며 규모 배

양도 경제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미생물 생산 응집제들은 고효율로 생산

이 가능하며 발효과정을 거쳐 생산된 응집제들이 세포외로 분비되는 특성

이 있어 이를 쉽게 수확할 수 있다,

미생물 system으로 응집이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인물은 

Pasteur (1876)인데 그는 효모인 Levure casseeuse을 응집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2년후, 이러한 응집 상이 세균배양을 하면서 재확인되었고

(Bordet, 1899) Butterfield (1935)는 Zoogloea형성 세균을 활성 sludge로부

터 분리해내었다. 생응집(bioflocculation)과정에 한 연구는 크게 확산되

었으며 세포외 고분자 응집제(extracellular biopolymer flocculants, EBFs)

의 축 과 세포의 응집에 한 상호 련 상에 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Mckinney, 1956; Tenny와 Cerhoff, 1973). 토양과 폐수 등으로부터 분리

된 세균, 곰팡이, 효모 그리고 조류(algae) 등이 EBP-생성 미생물들임이 

규명되었다(Misra, 1993; Bender 등, 1994; Yokoi 등, 1996a; Kurane 등, 

1966; Kakii 등, 1986; Morgan 등, 1990; Hantula과 Bamford, 1991a,b; 

Guirand, 1992; Dube, 1992; Sousa 등,1992; Kim, 1993; Suh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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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1993; Levy 등, 1992; Bar-Or와 Shilo, 1987; Fumio, 1991; Tong 등, 

1999; Huang, 1990; Salehizadeh 등, 1998, 2000).

미생물들에 의해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를 합성하고 분비하여 응집효과

를 보이는 상을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장은 활성 sludge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이다(Tenny와 Stumm, 1965; Busch와 Stumm, 1968; Pavoni 등, 

1972). 일반 으로 토양과 활성 sludge는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를 생산하

는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는 최상의 원천이다. 표지물로서 phthalic acid 자

화(assimilation)능을 이용하여 활성 sludge로부터 EBF을 생산하는 

Rhodococcus erythropolis를 분리할 수 있었다(Kurane과 Matsuyama, 1994). 

생응집제를 생산하는 세균들로 Flavobacterium sp. 110 (Endo 등, 1976; 

Kato 등, 1971), Zoogloea MP6 (Farrah와 Unz, 1976), Zoogloea ramigera 

(Norber와 Enfors, 1982; Tezuka, 1973), Pseudomonas  C-120 (Sakka 등, 

1981), Nocardia amarae YK1 (Takara 등, 1992), 그리고 Kluyveromyces 

cryocrescens KA-103 (Kakii 등, 1990) 등이 한 활성 sludge로부터 분리되

었다. 토양에서 분리된 EBF 생성 미생물들로는 Aspergillus sp. JS-42 

(Nam 등, 1996), Bacillus sp. DP-152 (Suh 등, 1997), Enterobacter  sp. 

(Yokoi 등, 1996a), 그리고 Alcaligenes latus  B-16 (Kurane와 Nohata, 1994) 

등이 있다. Table 1에 EBF을 생성하는 세균, 곰팡이와 actinomyces의 명칭

을 제시하 다.

단백질 성분의 응집제를 분비하는 미생물은 Rhodococcus erythropolis  

S-1 (Kurane 등, 1986; Takeda 등, 1991), Nocardia amarae  YK-1 (Takeda 

등, 1992) 등이 있고, 다당류(polysaccharides) 성분의 응집제는 Alcaligenes 

cupidus KT201(Toeda and Kurane, 1991), Bacillus sp. PY-90 (Suh 등, 

1997) 등이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rcuadendron sp. TS-4 (Lee 등, 

1995), Arathrobacter  sp. (Wang 등, 1995) 등은 glycoprotein성 응집제를 분

비함이 알려졌다. 한 여러 종의 다양한 환경에서 분리된 미생물들이 그 성

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분자 응집제를 분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alehizadeh and Shojaosadati, 2001). 수계미생물에서 응집제를 분비하는 것

으로 보고된 것은 Phormidium종  Anabaenopsis종의 남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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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obacteria) (Levy 등, 1992)와 Rhodovulum sp.인 합성 bacterium 

(Watanabe 등, 1998)인데 고분자성 응집제를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EBF 생성 미생물들은 colony의 형태 ( 착성의 mucoid나 

ropy)와 capsule 형성능을 Duguid 염색법으로 확인하거나(Unz와 Farrah, 

1976; Dlamini와 Peiris, 1997; Dermlim 등, 1999), 는 aromaic 이나 

paraffinic compound들로 phthalate (Kurane과 Matsuyama, 1994), phenol 

(kato 등, 1971)과 kerosene (Zajic과 Kneting, 1971) 등을 자화하는 능력을 

조사하여 별하 다. EDTA와 같은 chelating agent들을 활용하여 이온의존

인 응집형성능을 별하고 있다. 한 hydrolytic enzyme들인 pronase E, 

proteinase K, trypsin, chymotrypsin, cellulase, micellase (Endo 등, 1976)와 

actinase E (Kakii 등, 1986)을 처리하여 EBF 형성 미생물을 별하고 있다. 

생산된 EBF의 활성효율의 측정은 부유성 고형물, 색소와 화학  산소 요구

량(COD)을 제거, 감소하는 능력을 조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Suh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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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me of the bioflocculant-producing microorganisms

Microorganism  References

Klebsiella sp. Dermlim et al., 1999

Arcuadendron sp. Lee et al., 1995

Pestalotiopsis sp. Kwon et al., 1996

Oscillatoria sp. Bender et al., 1994

N. amarae Takeda et al., 1992

Nocardia restrica Tong et al., 1999

Nocardia calcarea Tong et al., 1999

Nocardia rhodni Tong et al., 1999

Streptomyces griseus Shimofuruya et al., 1996

Streptomyces vinaceus Nakamura et al., 1976d

R. erythropolis
Kurane et al., 1986a, 1991, 1994a,b, 

1995; Takeda et al., 1991b

Acinetobacter sp. Kurane and Matsuyama, 1994

Alc. latus Kurane and Nohata, 1991, 1994

Alcaligenes cupidus Toeda and Kurane, 1991

Alcaligenes faecalis Shimiziu, 1985

Corynebacterium 

hydrocarbonacalastus
Zajic and Knetting, 1971

Corynebacterium brevicale Nakamura et al., 1976d

Dematinum sp. Tong et al., 1999

Mycobacterium phlei Misra, 1993

Pseudomonas sp. Tago and Aida, 1977

Pseudomonas aeruginosa Nakamura et al., 1976d

Pseudomonas fluorescent Nakamura et al., 1976d

Bacillus sp.

Kim, 1993; Suh et al., 1997; Seo, 1993; 

Salehizadeh et al., 2000; Yokoi et al., 

1995, 1996b

Kluyveromyces marxianus Sousa et al., 1992

Z. ramigera Norberg and Enfor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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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Microorganism  References

K. cryocrescens Kakii et al., 1990

Methylobacterium rhodesianum Tong et al., 1999

Flavobacterium sp. 
Endo et al., 1976; Hantula and 

Bamford, 1991a,b

Lactobacillus fermentum Fumio, 1991

Brevibacterium insectiphilum Nakamura et al., 1976d

Staphylococcus aureus Nakamura et al., 1976d

Phormidium sp. Bar-Or and Shilo, 1987

Anabaenopsis circularis
Levy et al., 1992; Bar-Or and Shilo, 

1987

Chlamydomonas mexicana Takagi and Kadowaki, 1985

Calothrix desertica Bar-Or and Shilo, 1987

Oscillatoria sp. Bender et al., 1994

Circinella sydowi Nakamura et al., 1976d

Aspergillus sojae Nakamura et al., 1976a,b,c,d

Aspergillus ochraceus Nakamura et al., 1976d

Aspergillus parasiticus Hayashi et al., 1976

Aspergillus sp. Nam et al., 1996

Eupenicillium crustaceus Nakamura et al., 1976d

Monascus anka Nakamura et al., 1976d

Geotrichum candidum Nakamura et al., 1976d

Sordaria fimicola Nakamura et al., 1976d

Paecilomyces sp. Takagi and Kadowaki, 1985

Hansenula anomala Nam et al., 1996

Saccharomyces cerevisiae Saito et al., 1990

Saccharomyces diataticus Guirand, 1992

Enterobacter sp.
Yokoi et al., 1996a; Kurane and 

Matsuyama, 1994

Oerskovia sp. Kurane and Matsuyama, 1994

Agrobacterium sp. Kurane and Matsuyam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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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으로 미생물 유래 고분자 응집제의 생산에는 미생물의 배양조건

이 매우 요한 것으로 밝 지고 있다. 즉, pH, 온도 등의 물리  조건 

(Kurane 등, 1994; Kakii 등, 1996; Yokoi 등 1995)과 탄소원과 질소원 등의 

비율 등 배양액의 조성 (Nakamura 등, 1976; Kurane 등, 1994; Tong 등, 

1999), 배양 시간 (Pavoni 등, 1972; Shimofuruya 등, 1996)과 다른 미생물과

의 혼합배양 (Kurane and Matsuyama, 1994)이 고분자 응집제의 생산에 매

우 한 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요인들이 EBF의 생산과 생응

집 상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크게 유  type과 생리학

 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으로 구별된다. 환경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으로는 물

리 , 화학  그리고 생물학 인 요인들이다. 탄소와 질소농도 (C/N ratio), 

배양시 pH와 온도, 진탕속도 등을 발효기에서 하게 조 하면 생산효율

을 높일 수 있다. 발효(배양) 조건을 합화하는 것이 최 로 EBF를 생산하

는데 있어 가장 요하다. 로, A. sojae의 경우 세포 표면에 만들어지는 응

집제의 양이 pH 8에서 배양할 때보다 pH 6에서 배양할 때 더욱 증가한다. 

세포의 생장조건을 조 함으로서 응집제 F-1의 세포표면 부착량이 필터로 

회수할 째보다 5%이상 증가된다고 한다 (Nakamura 등, 1976b). 유사하게 R. 

erythropolis  세포는 n-pentadecane을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할 때가 glucose 

첨가 배지에서 배양할 때보다 응집활성이 높아진다. 응집제 NOC-1은 

n-pentadecane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의 표면에 치하고 있음을 확이

하 다 (Takeda 등, 1991a). R. erythropolis의 응집활성의 90% 이상이 

glucose 첨가 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배양 상등액에서 확인된다 (Kurane 등, 

1986a). Bacillus sp. DP-152가 만들어 내는 응집제의 부분은 배양액으로 

분비되고 이의 90% 이상을 ethanol로 침강하여 회수할 수 있다(Suh 등, 

1997). 

세포 생장율과 EBF의 분비간 계는 Mckinney (1956, 1957)에 의해 최

로 보고되었다. Pavoni 등 (1972)은 생물학  응집제는 미생물들이 

endogenous phase에 들어가기 까지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즉, 

EBF의 생성은 batch culture에서 final phase에 가서야 나타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Z. ramiera의 배양에 있어서 응집제 생산은 stationary phase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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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90시간 이후에는 멈춰지는 것으로 확인 다 (Norberg와 Enfors, 

1982). S. griseus에서는 배양 3일째부터 배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격히 

응집활성이 증가하고 4일째에 최  활성을 보 다. S. griseus는 응집제의 

생산이 생장유과 계없는 것으로 측 다(Shimofuruya 등, 1996). 

Flavobacterium   sp.는 exponential phase 말에서 stationary phase의 시작 

시기에 응집활성이 나타났다 (Hantula아 Bamford, 1991a,b). 이와 상반되게

도 R. erythropolis  (Kurane 등, 1991), A. sojae  (Nakamura 등, 1976b), 

Zoogloea  MP6 (Unz와 Farrah, 1976)과 Alc. latus  (Kurane과 Nohata, 

1991)에서는 세포의 생장에 따라 응집제가 생산되었다. 

Zooloea  MP6의 응집제 생산은 exponential phase의 반기부터 시작하

다 (Unz와 Farrah, 1976). R. erythropolis의 경우는 세포의 elongation과 

응집제 생산이 exponentail phase (2-6일 사이)의 기와 기에 동시에 

찰되었다 (Kurane 등, 1976). 이후 stational phase (6-10일 사이)에서 한번 

더 응집제 생산이 찰되었다. Alc. latus의 최  응집활성은 exponential 

phase에서 나타났고 stationary phase의 말기에 감소되기 시작하 다 

(Tago와 Aida, 1977). 응집제 활성이 감소되는 시기는 deflocculation 활성 

효소의 생성시기와 련되어 있다고 하 다 (Tago와 Aida, 1977). 

탄소원과 질소원 그리고 C/N의 비율은 EBF 생산을 증가시키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Nakamura 등, 1976b; Kurane 등, 1994a). 

EBF를 A. sojae에서 생산할 경우 casein, yeast extract, polypeptone과 몇 

가지 amino acid ( , glutamic acid와 alanine)들이 배지에 첨가되면 증가

된다. 배지에 sugar들를 더 첨가하면 배양액의 pH가 감소하여 응집제의 축

이 억제된다. 유기산으로서 2-keto gluconic acid를 첨가하게되면 응집활

성이 증가된다. 무기 질소 화합물들( , ammonium chloride, ammonium 

nitrate, ammonium sulfate)이 배지에 있으면 mycelial growth가 거의 일어

나지 않으며 응집활성도 나타나지 않음이 찰되었다 (Nakamura 등, 

1976b). R. erythropolis에서는 glucose와 fructose가 세포의 elongation을 

증가시키고 응집제의 생산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다 (Kuran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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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탄소원으로 sucrose을 사용하게되면 세포는 짭은 막 형으로 남아있다. 

R. erythropolis에서는 sorbitol, mannitol과 ethanol들은 세포의 생장과 응집제 

생산을 높이는 탄소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Kurane 등, 1991). 산업화 장에

서 ethanol은 좋은 탄소원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값싼 탄소원 소재로는 깡통공장의 폐수와 증류공장의 증류 꺼기

이다 (Tong 등, 1999). Urea, ammonium sulfate, yeast extract와 casamino 

acids 등은 R. erythropolis의 응집제 생산과 세포생장을 한 좋은 질소원들

로 사용된다 (Kurane 등, 1986a). C/N 비율은 명백히 응집제 생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Z. ramogera에서 glucose의 양을 25g/L로 고정하 을 때 

C/N 비율(<38)을 낮추면 응집제 생산량이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orberg와 Enfors, 1982). Zoolgoea MP6의 경우에는 유용 탄소원과 질소원

이 고갈되었을 때 EBF의 생산이 격히 감소되나 상 으로 낮은 탄소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포당 EBF의 생성 비율은 높게 유지됨을 보여주었

다 (Unz와 Farrah, 1976).

배양액의 pH는 EBF의 생산에 향을 미친다. C. xerosis의 경우, 응집제는 

상 으로 낮은 pH에서 생산된다 (Esser와 Kues, 1983). 반면에 A. sojae에

서 EBF 생산의 정 pH는 alkaline range이다. A. sojae의 균사 생장은 pH 6

으로 유지될 때 증가되며 배양액을 pH 8로 조 하면 응집제 활성은 없어진

다 (Nakamura 등, 1976b). R. erythropolis에 의한 응집제 생산은 pH가 염기

성인 8.0-9.5일 때가 다른 pH 범 에서 보다 도 높아진다 (Kurane 등, 1986a, 

1994a). 

온도는 물리 인 요인으로서 EBF의 생산에 향을 다. A. sojae의 최  

응집제 생성은 30-34℃에서 이루어진다 (Nakamura 등, 1976b). 세균에서의 

최  생산온도는 혼합배양 R-3 (Kurane과 Matsuyama, 1994), Bacillus  sp. 

PY-90 (Yokoi 등, 1995), Alc. latus (Kurane과 Nohata, 1991), 

Flavobacterium sp. (Endo 등, 1976), Bacillus sp. DP-152 (Suh 등, 1997), 

그리고 R. erythropolis (Kurane 등, 1986a)에서는 30℃로 보고되었다. 

Zoogloea MP6는 20℃에서 응집제를 생산하 다 (Kakii 등, 1996).

EBF의 생성에는 배지 내 속이온에 의해서도 향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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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4K strain의 응집활성은 Fe2+와 Ca2+ 이온을 첨가하면 억제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Huang, 1990). Flavobacterium sp.에서 응집제 생성은 

Ca2+, Mn2+와 Ba2+에 의해 진되나 Mg2+에 의해서는 억제된다 (Endo 등, 

1976; Hantula와 Bamford, 1991a). Paecilomyces  sp.에서는 Ca2+가 세포 생

장과 응집제 활성을 증가시키지만 Fe2+와 Cu2+는 세포 생장을 억제시킨다 

(Takagi와 Kadowaki, 1985). S. cerevisiae에서 EBF의 생산은 Ca2+가 있을 

때 진된다. EDTA로 Ca2+를 제거하게되면 응집효과는 감소된다 (Stahl 

등, 1983). K. cryocrescens에서는 Ca2+가 소량있을 때 응집체 형성이 잘 이

루어지나 Ca2+가 없으면  형성되지 않았다 (KaKii 등, 1990). 즉, Ca2+와 

세포표면은 생응집효과에 여함을 알 수 있다(Endo 등, 1976). 속이온들 

즉, Ca2+, Co2+, Sr2+, Mg2+, Mn2+와 Al3+들은 K. marxianus에서 응집효과를 

진하는데 Fe2+와 Sn2+는 효과가 없었다 (Sousa 등, 1992). 

서로 다른 미생물들을 혼합배양하 을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EBF의 

생산과 세포응집에 해 양성 효과를 나타내는 생물학  요인이다. Kurane

과 Matsuyama (1994)의 보고에 의하면 R-3 혼합배양을 수행하 을 때 응

집제 생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R-3 혼합배양에 사용된 미생물들은 

Oerskovia, Acinetobacter, Agrobacterium과 Enterobacter  속의 세균들이었

는데 요한 것은 이들을 개별 으로 배양하면 응집제 생산이  일어나

지 않는다는 것이다.  

Colloidal system에서 응집 기작에 한 것은 매우 잘 연구되어 있으나 

생물학 인 system에서 응집기작에 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Esser와 Kues, 1983). 생고분자 응집제는 입자들과 세포들을 bridging(가

교)과 charge neutralization( 하 화) 과정을 통해 응집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Bridging (응집되는 입자들간의 반발력이 작동하는 거리보다 훨씬 길게 

늘어짐으로서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에 입자들이 부착된다는 것)에 의해 

생고분자 응집제가 다른 입자들을 흡수하여 응집체를 만든다. 이 경우가 되

는 것으로는 성 는 성에 유사한 하을 지닌 생응집제들이 속한다. 

다른 기작인 Charge neutralization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가 입자들과 반

의 하를 지니고 있다)은 입자표면의 하 도가 응집제에 의해 감소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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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입자간 거리가 감소되면서 상호 결합력이 증가되어 응집이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evy 등, 1992; Hantula and Bamford, 1991). 

Bridging 기작이 더 자주 생물학 인 생고분자 응집제의 활성을 설명하는데 

언 되고 있다. Bridging mechanism의 효과는 EBF의 분자량과 고분자와 입

자들의 하, 부유물의 이온력, 그리고 혼합액의 성질에 따라 의존 으로 나

타난다고 설명되고 있다. A. sojae가 만든 응집제를 사용하여 효모을 응집한 

경우를 설명하면은 제거할 세포들과 선형으로 펼쳐진 생고분자 사슬간의 

bridging에 의해 형성되는 3차원 인 연합체 형성이 알맞은 조건에서 이루어

짐으로서 결국은 효모세포들을 응집하여 침강시킬 수 있다고 한다 

(Nakamura 등, 1976a).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의 화학  구조에 한 연구도 분석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polysaccharides, 

proteins, lipids, glycolipids와 glycoprotei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urane

과 Matsuyama, 1994), Bacillus sp. DP-152가 만드는 응집제의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인 glucose, mannose, galactose와 fucose들이 8:4:2:1의 비율로 함유

되어 있다 (Suh 등, 1997). R-3 혼합배양에의해 생산된 APR-3 응집제는 

glucose, galactose, succinin scid와 pyruvic acid들이 5.6:1:0.6:2.5의 비율로 

만들어진 acidic polysaccharide이 다 (Kurane과 Matsuyama, 1994). 

Bacillus subtilis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응집 활성제는  polyglutamic acid 

(PGA) 다 (Yokoi 등, 1995, 1996b).

A. sojae AJ-7002가 생산하는 응집제는 polyhexoamine과 2-ketogluconic 

acid를 포함하는 protein의 화학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sulfur와 

phosphorous를 함유한 것은 아니었다. 응집제는 galactoamine 20.9%, 

glucosamine 0.3%, 2-ketogluconic acid 35.3%와 protein 27.5%를 함유하고 

있다 (Makamura 등, 1976c). Alc. latus의 EBF는 hexose와 uronic acid로 구

성된 polysaccharide이며 hexosamines ( , glucosamine)이나 sialic acids 

( , N-acetylneuramic acid)는 함유되지 않았다 (Kurane과 Nohata, 1994). 

Enterobacter sp.의 응집제 BY-29는 acidic polysaccharide로서 13%의 

uronic acid와 neutral sugars들인 glucose, galactose, xylo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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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cturonic acid로 구성되어있으며 amino sugars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Biopolymer BY-29에는 23%의 protein이 함유되어 있다 (Yokoi 등, 1996a). 

N amarae의 EBF에 한 거 분자의 구조도 Koizumi (1991)에 의해 밝 진

바 있다.

Phormidium sp.의 경우에서는 응집제는 sulfated heteroploysaccharide로 

fatty acids와 protein이 결합되어 있다.  이 polysaccharide 구조의 는 

uronic acid, rhamnose, mannose와 galactose로 이루어져 있다 (Bar-Or와 

Shilo, 1987). Ana. circularis에서는 acidic polysaccharide 응집제를 생산하는

데 keto acid residues와 neutral sugars를 함유하고 있으나 fatty acids, 

proteins, sulfates 등을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Bar-Or와 Shilo, 1987). 

Oscillatoria  sp.의 응집제를 glycosyl analysis한 결과 glutamic acid 2.2%와 

glucuronic acid 1.86% (w/w)을 함유한 heteropolysaccharide 구조를 기본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Bender 등, 1994).

부분의 응집제에 한 infrared spetrum을 살펴보면 carboxyl, 

hydroxyl, amino, phosphate groups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Zajic

과 Knetting (1971)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기능성 group들은 clays의 응집

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연구자들은 carboxyl group이 응

집 상에서 가장 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amino와 

phosphate group에 한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Sousa 등, 

1992).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들의 구성성분이 매

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미생물 응집제의 특

성은 응집제를 응용하여 사용할 때의 물리화학  조건이 매우 요함을 시

사한다.

응집제의 bridging mechanism의 효율은 EBF의 크기에 계된다. 분자량

이 큰 EBF의 응집효과는 분자량을 가진 EBF보다 흡착  수가 많으며 강

력한 가교형성, 높은 응집활성을 나타낸다. 응집제의 분자량은 105에서 

2.5x10
6 Da에 이르고 있다 (Yokoi 등, 1996a). Flavobacterium sp.의 응집제

는 140,000 Da의 단백질이다 (Tong 등, 1999). A. sojae가 만드는 응집제 

F-1의 분자량은 거의 200,000 Da 이상임을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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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측정하 다 (Nakamura 등, 1976c). PGA 응집제의 분자량은 275,000 

Da로 평가되었다 (Yamayuchi 등, 1996). 보고된 가장 작은 분자량의 응집제

로는 37,000 Da이며 H. anomala  J224 가 만들어내는 응집제이다 (Saito 등, 

1990). Oscillatoria  sp.의 anionic polysaccharide의 분자량은 200,000 Da 이

상으로 보고되었다 (Bender 등, 1994).

구조에 단백질이나 peptide가 기본골격인 응집제들은 온도에 민감한 특성

을 지니고 있으나 sugar로 구성된 경우는 온도에 안정 이다 (Takagi와 

Kadowaki, 1985). R. erythropolis (Kurane 등, 1986a), Paecilomyces sp. 

(Takagi와 Kadowaki, 1985), A. sojae (Nakamura 등, 1976c)와 Bacillus  sp. 

DP-152 (Suh 등, 1997)들이 분비하는 응집제들은 열 안정성을 보여 50% 이

상의 응집활성이 15분간 끓여도 남아 있다. Aspergillus  sp. JS-42의 응집제

는 100℃에서 1시간 이상을 두어도 안정하 다 (Nam 등, 1996). Bacillus  sp. 

PY-90 (Yokoi 등, 1995), N. amarae (Takeda 등, 1992)와  S. griseus 

(Shimofuruya 등, 1996)들이 만드는 응집제는 열에 민감하 다.

EBF의 응집활성은 pH에 따라 다양하다. Bacillus  sp. PY-90의 응집제는 

강산성 pH (pH 3-5)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Yokoi 등, 1995). 

Enterobacter  sp. BY-29의 응집제의 최 활성은 pH 3에서 찰되었으며 

pH가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Yokoi 등, 1996a). S. griseus의 응집제는 pH 

2-6의 범 에서 활성화되며 최  활성은 pH 4에서 찰되었다 

(Shimofuruya 등, 1996). R. erythropolis의 응집제는 성 pH에서 활성화되

었다 (Kurane 등, 1994b). Paecilomyces  sp.의 응집제는 최  응집활성이 

pH 4.0-7.5에서 확인되었다   (Takagi와 Kadowaki, 1985). A. sojae의 응집

제는 pH가 7이 넘어갈 때까지도 응집활성이 증가되었다 (Nakamura 등, 

1976b,d). Aspergillus  sp. JS-42의 최  응집활성은 pH 3-8의 범 에서 확

인되었다 (Nam 등, 1996).

양이온들은 응집제의 기능성 잔기들의 하를 화하거나 유지시키고 고

형입자와 응집제간의 결합을 개하는 등의 역할로 응집활성을 진한다. 이

가 양이온과 삼가 양이온의 역할은 생고분자 응집제와 부유입자 표면의 음

하를 여 으로서 서로 흡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집활성을 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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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Levy 등, 1992; Levin과 Friesen, 1987).

Enterobacter  sp. BY-29의 응집활성은 Al3+, Fe2+, 와 Ca2+가 있으며 더욱 

증가된다 (Yokoi 등, 1996a). Bacillus sp PY-90이 만드는 PGA의 kaolin 응

집활성은 Ca2+, Mg2+와 Fe2+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유도된다. Ca2+으로 유도하

는 응집활성이 나타나는 최  pH는 4-5의 범 다 (Yokoi 등, 1996b). 

Mg2+, Fe3+와 Fe2+의 최  pH는 6-7일 때 다 (Yokoi 등, 1996b). PGA의 응

집활성이 Ca2+에 의해 최 가 되는 농도는 2-8 mM이었다. 반면에 Al3+나 

Fe3+ 농도를 높이면 응집활성이 오히려 감소되어 각각 0.2 mM과 0.5 mM일 

때 응집효과가 없어진다 (Yokoi 등,  1995, 1996b). N. amarae의 단백질성 

응집제에서는 응집활성이 Na+, Ca2+, Al3+와 Fe3+을 첨가하면 진된다. 그러

나, Fe3+을 과량 첨가하면 응집효과는 억제되었다 (Takeda 등, 1992). R. 

erythropolis의 응집제 (Kurane 등, 1986b)와 Alc. cupidus  KT-201의 탄수화

물성 응집제의 응집활성은 Ca2+와 Al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다. 

Chl. mexicana (Tong 등, 1999)와 Ana. cirularis  (Levy 등, 1992)가 생성하

는 EBF의 경우에 CaCl2가 있으면 응집활성이 증가된다. 

EBF는 상수도나, 폐수, 정화과정, 식품  화학산업에 리 사용된다. 

한 응집제는 산이나 물제련과 원유 정화 과정 등에도 사용된다. 응집제

를 사용하는 주된 산업분야의 하나는 주류와 발효사업이다. 양질의 맥주란 

효모를 침 시켜 만들어야 한다. 생응집제의 사용은 맥주산업 뿐만 아니라 

bioethanol 생산과 제과용 효모의 활용산업에도 응용된다. 발효가 끝난 산물

에서 세포와 세포조각들을 제거하는 과정에 필터나 원심분리과정을 하기

에 단순히 응집에 의해 부유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제를 한 하  

정이 단순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 (Esser와 Kues, 1983; Kim 등, 1987). 자

연 으로 응집제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사용하면 연속배양하는 동안에도 생

물반응기에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게 된다 (Esser와 Kues, 1983). 계속 유지

되는 응집제 생성 세포에 의해 생물반응기의 생성물로부터 단순한 정제과정

을 거쳐 깨끗한 배양상등액 만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Nakamura 등, 

1976b). 응집제 생성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발효기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다 (Esser 등,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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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sludge에서 생물의 응집활성과 EBF 분비 미생물에 한 내용은 매

우 잘 알려져있다. A. sojae  AJ-7002의 응집제는 산업페수처리에서 나오는 

활성 sludge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을 제거에 사용한다. 이 응집제의 응집활

성을 ferric chloride, sodium alginate와 polyacrylamides와 같은 응집제와 

비교한 결과 폐수의 처리와 정화과정에 사용해도 쓸만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Nakamura 등, 1976d)  활성 sludge의 탈수과정과 침 과정은 응집

체 형성 미생물의 도움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Alc. faecalis가 포함된 

sludge의 경우 침 부피 (30분후)는 총부피의 35%가 어든다. 그러나, 미

생물이 없을 때는 53% 이 다. Alc. faecalis의 존재에 따라 COD 제거율을 

조사한 결과 변화가 없었다. 이는 유기물질의 제거와는 무 함을 알 수 있

다 (Pitman, 1975; Shimiziu, 1985). Scenedesmus obliquus에 의한 응집효과

는 생물학  폐수 처리에 있어서 가장 경제 으로 량의 조류(algae)를 제

거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매우 유용하다 (Lavoie와 Noue, 1987). 매우 고

은 부유성 carbide solid를 포함하고 있는 탄산음료 폐수 처리에 Alc. latus

의 2% 배양액을 Ca2+와 함께 첨가하 을  부유고형물(suspension solid, 

SS)의 수치는 370 ppm에서 80 ppm으로 감소(78% 응집효과) 되었으나 

poly iron inorganic flocculant을 사용할 경우 겨우 SS가 195 ppm (47% 응

집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염료, 종이, 섬유산업의 폐수처리 공정에서 색소

의 제거는 재 사용하는 화학  응집제로는 불가능하다. EBF는 이런 경우

에 아주 좋은 용제이다. Kurane과 Nohata (1991)의 보고에 의하면 종이 

처리 공장에서 나온 푸른색 폐수에 Alc. latus와 chitosan을 섞어서 처리한 

결과 94%의 색이 제거되었는데 이는 chitosan만을 처리한 경우보다 41% 

더 색을 제거한 결과 다.

Bender 등 (1989, 1991, 1994)의 보고에 의하면 cyanobacterium 

Oscillatoria  sp. 는 물에서 Mn
2+, Pb2+, Cd2+, Zn2+, Co2+, Cr3+와 Fe3+을 제거

한다. Zoogloea  sp.는 성장정지기에 자신의 wet weight의 34%에 해당하는 

무게의 속을 흡착한다 (Dugan, 1970). Zoogloea 115의 flocs는 솔이온

이 300-800 ppm이나 되는 고농도에서 Co2+, Cu2+, F3+와 Ni2+의 흡착율이 

Zoogloea 1-16-M의 2배 정도 다 (Friedman과 Dugan, 1968). Zoogloea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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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enitrificans와 Z. filipendula들은 Al3+, Cu2+, Co2+, Ni2+, Zn2+, Cd2+, Hg2+

와 Cr3+을 흡수할 수 잇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ugan, 1987).

기름-물이 섞여있을 때 기름을 분리하는 과정에 Alc. latus의 응집제를 

사용하면 표면에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름층이 나타나며 이를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물층의 COD 값은 450 ppm에서 235 ppm으로 감소되 다 

(Takeda 등, 1991b). 

상기한 바와 같은 국내외 인 기술 황으로부터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

와 그 생산 미생물에 한 장 을 약술하 다. ①합성 응집제와 달리 생분

해성 고분자 응집제는 독성이 없으며 환경에 무해하다. ②생물 응집제를 활

용하면 생물반응기의 처리과정, 폐수 처리과정과 많은 산업공정에서 생산성

과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③EBF의 생산 미생물을 

활용하는 과정을 도입하면 상 으로 값싼 공정이며 그 결과는 매우 고부

가가치를 지니게 된다. ④응집제의 분자량도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

양하여(25000 kDa에서 37 kDa 정도) 알맞은 미생물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Yokoi 등, 1996; Saito 등,1990). bridging 기작으로 작용하는 것일 경우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 응집제일 수록 효과 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⑤응집

제 활성은 반응 온도에도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protein이 많이 

함유될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응집력이 낮아지고,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것일 경우 온도에 매우 안정 이어서 고온에서도 효과 인 응집제 활성을 

나타낸다 (Suh 등, 1997). ⑥pH에 따라서도 활성이 다양한데 역시 미생물에 

따라 강산에서부터 약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pH에서 응집활성이 최고

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 졌다 (Yokoi 등, 1995; Kurane 등 1994). ⑦양이온

의 존재도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의 응집활성을 증가 시키는데에 매우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려졌다 (Levy 등, 1992; Levy와 Friesen, 1987). 2가 

혹은 3가의 속이온은 응집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Yokoi 등, 1996; Tong 

등, 1999). ⑧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를 활용하는 biotechnology의 개발은 

주로 물의 정화나 페수의 처리 과정과 음식이나 화합물의 처리과정에 응용

하는 기술 개발에 집 되고 있다. ⑨미생물 발효 반응 후 발효에 사용된 미

생물의 제거에 쓰이고 있으며(Esser and Kues, 1983; Kim 등,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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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mura 등, 1976), ⑩폐수에서 sludge의 처리에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Shimiziu, 1985; Kurane과 Nohata, 1991). 한 ⑪ 속의 처리에도 활

용성이 뛰어남이 확인된 바 있다 (Bender 등, 1994; Dugan, 1987). ⑫Palm 

oil을 물과 분리하는 과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akeda 등, 1991).

나. 본 연구결과의 기술  치

국내,외 기술 황에서 보듯이 미생물 유래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는 기

존의 환경오염원성 유기  합성 polymer를 신할 공해성, 고효율성의 응

집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의해 확보된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를 

생산하는 미생물들 (KLP142, KLP146)은 국내의 환경에서 발굴한 신규의 균

주이며 그 발굴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한 응집제 생산성이 소실 (R-1)되거나 

증강된 돌변이주 (R-21과 R-22)를 개발하는 기술, 량생산하는 기법, 생분

해성 고분자 흡착제를 응용하여 폐수처리, 폐수처리 후 부숙제로 활용, 식물 

생장 진 유기질비료 첨가제로 활용,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항진균 활성 

미생물 복합제제의 개발  활용 기술 개발 등 응용연구로 개발된 기술에 

있어 국내외 으로 독립된 자립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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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항진균 활성 세균의 분리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1. 서론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  방제 연구는 1990년  부터 세균과 곰팡이

를 이용한 식물병원성 진균류 제어연구에 집 되어 수행되어오고 있다. 재

까지 알려진 미생물 살균제제의 부분은 Pseudomonas, Bacillus, 

Streptomyces, Agrobacterium, Burkholderia 등의 세균과 Trichoderma, 

Gilocladium, Fusarium과 같은 진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Fravel 등, 

1998). 재 40여개에 달하는 미생물 살균제가 등록된 상태이며 부분의 제

품들은 토양 염성인 Fusarium, Pythium, Rhizoctonia, Sclerotinia, 

Phytophthora  등의 식물병원성 진균류의 방제용 제품으로서 시장 유율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식물병원성 곰팡이들에 하여 길항성을 보이는 미생물들은 각종 사

산물과 세포벽 분해효소들을 분비하여 길항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Fravel 등, 1998). 한 병원균이 근할 수 없도록 미리 식물 표면을 

유하여 새로운 장벽을 형성하거나 필수 양물질을 먼  섭취함으로써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기도 한다. B. subtilis의 경우, iturin 계열의 항생물

질을 분비하여 복숭아 brown rot의 병원균인 Monilinia fructicola을 억제하

고 (Arrendale 등, 1988) B. subtilis NB22를 분리하여 그 활성 물질의 성

분이 iturin A 물질임이 증명되었다 (Ohno 등, 1996; Tokuda 등, 1995). 

Pseudomonas의 경우, 에 뿌리병을 일으키는 Gaeumannomyces 

graminis  var. tritici에 강력한 길항작용을 보이는 P. fluoresecns을 토양에

서 분리하는데 성공하 고(Weller, 1988; Cook, 1992; Weller 등, 1986), 

phenazine계 (Keel 등, 1992; Thomashow 등, 1990)  2,4-diacetylphloro- 

glucinol이란 항생물질이 의 뿌리썩음병 방제에 효과를 보이는 요인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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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졌다(Keel 등, 1992). Trichoderma의 경우, 키틴을 분해하는 chitinase을 

생산하여 체외로 분비함으로써 병원성 진균의 세포벽을 분해함으로써 병원

성 진균의 방제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yxobacteria에

서 발견된 soraphen 화합물이 진균류의 acetyl-CoA carboxylase를 억제하

여 항진균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Gerth 등, 1994), 진균류의 tubulin 

(Butters 등, 1995), 미토콘트리아 호흡(Anke 등, 1977), 포도당 수송과 연

된 인산화 사 (Arima 등, 1965) 등이 새로운 살균제 탐색의 상이 되고 

있어 이들의 생리 활성을 억제하는 화합물들을 미생물이 분비하여 항진균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식물체가 생성하는 chitinase 

(PR-3)와 osmotin (PR-5) 등의 PR 단백질 (Lorito 등, 1996; Yun 등, 1997)

을 비롯한 식물체 유래 항진균 단백질 (Mauch 등, 1988)에 한 심 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B. subtilis는  높은 온도 내성, 액체 배양 시 빠른 생장, 항성포자의 

형성 등 량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심을 모으고 있으

며, Saccharomyces cerevisiae  Lactobacillus  sp. 등과 더불어 미국 식품

의약국(FDA)에 의해 인체  환경에 무해한 미생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

서 안 하고 환경 친화 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이

라 할 수 있다. 재 B. subtilis는 주로 토양 염성 식물병 방제용 종자처리

제나 수확 후 야채 등의 부패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Fravel 등, 1998; 

Brannen 등, 1997).

  항진균성 미생물의 기능을 개량하고 특성을 연구하기 해서는 야생형으

로부터 유 자 돌연변이체를 확보해야 효과 이다. 이러한 목 으로 종래에 

주로 이용되는 화학  돌연변이원인 EMS (ethylmethane sulfonate), EtBr 

(ethidium bromide), MNNG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등은 

인체에 치명 인 발암원으로 명되어 그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UV를 이용한 돌연변이체 유도는 그 효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

선은 생체고분자에 여기(들뜸)와 이온화를 일으키며, 은 조사량에서도 비

교  큰 효과를 일으켜 다양한 구조  변화를 래하여 기능의 변화를 가져

온다. 방사선은 생체고분자의 주사슬결합을 분해하거나 분자사이의 화학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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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 가교를 형성한다 (von Sonntag, 1987). UV나 X-ray의 특성과는 달리 

감마선은 투과력이 크고 선량의 강도가 커 조작의 시행횟수를 최 한 일 

수 있어 시간과 경제  효과 한 뛰어나다. 생물은 감마선과 같은 이온화방

사선에 노출되면 세포 내 DNA에서 다양한 돌연변이가 야기된다 

(Hutchinson, 1985; Halliwell 등, 1991; Becker 등, 1993). DNA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손상은 한 가닥 단(singe strand break, SSB), 두 가닥 단

(double strand break, DSB), 염기 손상, 염기 손실, 변성 (denatured zone) 

형성, 분자 내 가교형성, DNA-단백질 가교형성 등이다 (Cerutti, 1974). 이처

럼 방사선에 의해 생체고분자인 DNA에 변화가 유도되면 세포 내 DNA 회

복기작이 작동하여 회복되나 일부의 변화는 회복되지 못하여 DNA 서열의 

변화를 래하는 원인이 된다. 감마선을 이용하여 균주의 돌연변이를 유도하

는 방법은 물리  힘을 이용한 유 자 조작방법이다. 방사선은 진화과정을 

통해 얻게되는 유  변이를 단시간에 생물의 유 자에 축 시키는 효과를 

주게된다 (Lee 등, 2003). 따라서 방사선 조사로 생성된 돌연변이체는 환경

응성이 높고 생태계 교란의 험성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Lee 등, 

2000, 200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생물로부터 새로운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미

생물을 탐색하고 방사선으로 항진균 활성이 변화된 돌연변이체를 유도하여 

생리 생화학  특성, 생장형태, 유기물 분해능, 농약 항성과 농약 분해능을 

조사하여 식물병원성 진균의 방제  환경친화  다기능 미생물제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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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항진균 세균의 분리와 동정

   버섯폐배지, 삼림토양, 온천수  해조류로부터 시료를 채집하여 4℃에 

보 하 다. 시료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고자 온천수는 100 ㎕를 NA 

(nutrient agar, Difco, USA)와 R2A(Difco, USA)배지에 도말하 다. 삼림토

양, 해조류  버섯폐배지는 멸균식염수 10 ㎖에 1 g을 넣어 2시간 교반한 

후 침 시키고 그 상등액 100 ㎕를 NA와 R2A 배지에 도말하 다. 각 도말

한 배지를 3일간 37℃, 30℃  25℃에서 배양하 다(VS-1203PF-N, Vision 

scientific Co.). 이후 형태 으로 특징 인 균주들을 순수분리하여 항진균 활

성 탐색을 한 후보 균주로 이용하 다. 후보균주들은 Candida albicans와 

16 종의 식물병원성 균주들을 상으로 항진균 활성을 검정하 다. 항진균 

활성 spectrum을 조사하기 한 식물병원성 진균 16 종 (Alternaria 

alternata KACC 40020,  Alternaria solani KACC 40570, Botrytis cinerea 

KACC 40573, Botryosphaeria dothidea,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KACC 40804, Colletotrichum higginsianum KACC 40807, Fusarium 

oxysporum KACC 40239, Mycospharella melonis, Phytophthora capsici 

KACC 40158, Phytophthora  melonis KACC 40193, Phythium ultimum 

KACC 40705, Pyricularia grisea KACC 40415, Pyricularia oryzae, 

Rhizoctonia solani KACC 40124, Rhizoctonia solani(BP), Sclerotinia 

sclerotiorum KACC 40923)은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생물보존센터

(KACC)로부터 분양 받았다. 분리된 항진균 세균들은 FAME(fatty acid 

methyl ester, MIDI system)분석과 API 50CHB kit (BioMerieux, France)를 

이용하여 동정하 다. 한 16S rDNA의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여 동정하

다. 16S rDNA는 5’-CAGGCCTAACACATGCAAGTC-3'와 

5'-GCGCGGWGTGTACAAGGC-3' primer를 이용하여 PCR(MJ Reseach, 

PCT-200)로 증폭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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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nt pathogenic fungi in this study.

       Strain Symptom

 Rhizoctonia solani 잘록병( , 고추, 수박, 배추), 
뿌리썩음병(양배추)

 Rhizoctonia solani(BP)

 Fusarium oxysporum 입고병(감자, 고구마, 녹두, 배추, 상추, 소나무 등)

 Mycospharella menolis 덩굴마름병(수박)

 Alternaria solani 겹둥근무늬병(감자, 토마토)

 Botryoshaeria cinerea 잿빛곰팡이병(감자, 고구마, 인삼, 장미, 수박 등) 

 Phythium ultimum 잘록병(오이)

 Phyricularia grisea 도열병(벼, 옥수수, 바랭이)

 Sclerotinia sclerotiorum 균핵병(감자, 담배, 오이, 고추, 양배추, 무 등)

 Collectotrichum
 gloesporiodes 탄 병(고추)

 Colletotrichum higginsianum 탄 병(배추, 무)

 Phytophthora capsici 역병(가지, 오이, 고추, 참외, 수박, 토마토 등)

 Botryoshaeria dothidea 사과부패병

 Phyricularia oryzae 도열병(벼)

 Pythium ultimum 뿌리썩음병(고추, 배추, 무), 잘록병(오이)

 Rhizopus stolonifer 꼭지썩음병(고추), 무름병(배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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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항진균세균의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1) 방사선 감수성조사   

  배양된 균주 50 ㎕를 NB배지 15 ㎖에 종하여 정 배양온도에서 OD 

0.6이 되도록 배양한 후, 1.5 ㎖ Eppendorf tube에 1 ㎖씩 분주하여 방사선

(60Co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 dose rate : 920 Gy/hr)을 

조사하 다. 조사선량률은 Fricke dosimetry로 결정하 다 (Woods, 1994).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를 NA배지에 종하여 정온도에서 1일간 배양하

다. 조균주와 세포수를 비교하여 각 선량구간별 생존세포수(cfu; colony 

forming unit)를 계수하 다. 

 2)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LD95의 치사율을 보이는 방사선량을 조사한 후 생존한 균체를 C. albicans

가 미리 도말된 NA배지에 종하여 1일 배양 후, 항진균 활성이 변화된 균

주를 방사선 유도 돌연변이체 후보 균주로 선정하 다. 식물병원성 진균을 

종하여 3일간 배양한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USA)배지에 선발

된 후보 균주 배양액 50 ㎕를 종한 paper disc(Advantec Toyo)를 2 cm 

간격으로 올려놓고 정 온도에서 2일간 배양하여 길항환이 형성될 수 있게

하 다. 길항환의 크기를 비교하여 야생형 균주에 비해 항진균 활성이 변화

된 균주를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체로 최종 선정하 다.

 3) 돌연변이체 특성 악

  (가) 유기물 분해능 

  각종 유기물의 분해능을 조사하기 하여 지방 분해능(lipolytic activity), 

분 분해능(amylase activity), 섬유소 분해능(celluloytic activity), β

-glucosidase 활성, lignin 분해능을 조사하 다.

  ① 지방 분해능(lipolytic activity)

  Sierra(1957)의 방법을 변용하여 tween 80을 함유하는 고체배지

(peptone(Difco) 10 g, CaCl2 0.1 g, agar 1.5%, tween 80 1 ㎖/ℓ)에 균주

를 종하고 정온도에서 3일간 배양한 후, 균체 주 에 불투명한 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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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면 지방 분해능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 다.

  ② 분 분해능(amylase activity)

  Soluble starch가 함유된 배지(starch(Sigma) 5 g, peptone(Difco)10 g, 

CaCl2 0.5 g, MgCl2 5 g, MgSO4․7H2O(Sigma) 2 g, KCl 1 g, FeSO4 0.001 

g, agar 1.5%/ℓ)에 균주를 종하여 정온도로 3일간 배양한 후, 균체에 

Gram's iodine용액을 첨가하여 균체 주 에 투명 의 형성 여부를 찰하

다.

  ③ 섬유소 분해능(celluloytic activity)

  Hankin 등(1997)의 방법에 따라 carboxymethylcellulose(CMC)배지(CMC 

5 g, MgSO4 2 g, CaCl2 0.5 g, KCl 1 g, FeSO4 0.001 g, agar 1.5%/ℓ)에 균

주를 종하여 정온도에서 5일간 배양한 후, 0.5% Congo-red용액을 처리

하여 투명  형성여부를 찰하 다.

  ④ β-glucosidase 활성

  Aesculin(6,7-dihydroxycoumarin 6-glucosidase)가 함유된 배지[Aesculin 3 

g, Czapek soln.(NaNO3 40 g, KCl 10 g, MgSO4․7H2O 0.2 g/ℓ)50 ㎖, 2% 

K2HPO4 50 ㎖, 1% ZnSO4․7H2O 1 ㎖, 0.5% CuSO4․5H2O 1 ㎖, ferric 

citrate 0.2 g, agar 1.5%/ℓ]에 균주를 종한 후 정온도에서 5일간 배양하

면서균체 주 에 black zone이 형성되는지를 찰하 다(Paterson 등, 1994).

  ⑤ lignin 분해능

  Poly R-478 dye(Sigma)가 첨가된 배지(KH2PO4 0.6 g, MgSO4․7H2O 0.5 

g, K2HPO4 0.4 g, ammonium tartrate 0.22 g, sorbose 4 g, Poly R-478 0.2 

g, mineral soln. (CaCl2․2H2O 7.4 g, ferric citrate 1.2 g, ZnSO4․7H2O 0.7 

g, MnSO4․5H2O, CoCl2․6H2O 0.1 g, thiamine HCl 10 ㎎/ℓ) 10 ㎖, agar 

1.5%,  pH 4.5)에 규주를 종한 후 정온도에서 5일간 배양하면서 균체 주

에 투명환이 형성되는 지 찰하 다(Glenn 등, 1983).

  (나) 농약 항성

  농가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살균제 11종, 살충제 7종, 제 제 2종 등 

20종의 농약을 선정하 고 순도 75% 이상의 농약원제를 용도에 따라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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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 다. 농약에 한 항성은 경작지에 살포되는 농도(Table 2)로 

농약을 첨가한 NA배지에 세균을 종하여 정온도에서 3일간 배양한 후 

균주의 생존여부로 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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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and administrated concentration of 

commercial pesticides against which the resistance of bacteria 

was  observed

Pesticide General names Purity(%)
Concentration

(ppm)
Solvents

Fungicide

Benomyl 95.0 250 acetone

Flusilazole 98.6 20 methanol

Tebuconazole 98.0 250 isopropanol

Oxadixyl 98.0 250 methanol

Edifenphos 95.0 300 methanol

Mancozeb 83.0 1,000 H2O

Chlorothalonil 98.5 1,000 acetone

Dichlofluanide 90.0 1,000 methanol

Pencycuron 97.0 250 isopropanol

Azoxystrobin 98.4 100 acetone

Copper hydroxide 89.0 800 ammonia H2O

Isoprothiorane 96.0 400 methanol

Iprobenphos 97.0 50 acetone

Insecticide

Chlorfenapyr 93.2 50 acetone

Imidacloprid 95.0 50 isopropanol

Carbofuran 75.0 300 isopropanol

Fenpyroximate 98.0 25 methanol

Chlorpyrifos 93.0 200 methanol

BPMC 93.0 500 acetone

Diazinon 95.0 30 acetone

Herbicide
Butachlor 87.0 50 acetone

Glyphosate 98.0 50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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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리 균주의 최  생장조건  항진균 활성 생성최 조건 분석

  1) 물리화학  요인

    - pH : pH에 따른 생장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3, 5, 7, 9, 11 pH 구간

의 NB 배지에 각 균주를 종한 후, 최 온도에 배양하면서 시간별 생장률

을 650 nm의 흡 도로 측정하 다.

    - 온도 : 배양된 각 세균 배양액 1 ml을 100ml NB에 종한 후, 25, 

30, 35, 37, 40, 45, 50℃의 각 구간에서 시간별 생장율을 650nm의 흡 도로 

측정하 다. 55℃ 온도 구간의 경우, 1일 단 로 생장율을 측정하 으며, 동

시에 배양액 100 ㎕을 NA 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1일간 배양한 후 나타

난 집락수를 계수하 다.

  2) 양요인

    양원에 따른 분리 균주의 생장률을 측정하기 하여 Glucose-M63 최

소배지(Table 3)에 각각의 탄소원을 glucose 신에 0.5%씩 첨가하여 사용하

고, 각각의 질소원을 0.5%로 첨가한 것을 이용하 다. 탄소원으로는 

glucose, lactose, sucrose, glycerol을 이용하 으며, 질소원으로는 peptone, 

yeast extract, tryptone, urea를 이용하 다.

    인산원에 있어서는 Glu-MOPS 배지에 인 농도를 0.01 mM, 0.1 mM, 1 

mM, 2 mM로 각각 달리하여 항진균세균의 생장률을 측정하 다. 

    한 양원에 따른 항진균 활성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배양 4시간, 7

시간, 10시간, 13시간 배양 후, 각 실험군으로부터 세균 배양액 50 ㎕를 도

말된 C. albicans에 paper disc 종하여 항진균 활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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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dia composition for analysis of optimual growth condition  

according to nutrition

==============================================================

1. Glucose-M63 medium

      5X stock for GM63

                K2HPO4                       53.5 g

                KH2PO4                       26.2 g

                (NH4)2SO4                    10.0 g

               1㎎ FeSO4/㎖ in 0.01M HCl     2.5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nal 1ℓ D.W.

       GM63 agar

               5X stock                      200 ㎖

               1M MgSO4                        1 ㎖

               40% glucose                     5 ㎖

               B1(thiamine)                    1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dd cooled  55℃ 1.6% agar  800 ㎖

2. Glu-MOPS medium

      40X for MOPS

              1) Sol. Ⅰ

                 MOPS powder(free acid)       334.8 g

                 Tricine                      28.8 g

                 NaCl                        116.8 g

                 NH4Cl                         20.4 g

                 KOH                          64.0 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dd about D.W. 800 ㎖, adjust p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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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ol. Ⅱ

                 FeCl2․4H2O                   5 g

                 CaCl2․2H2O                 184 ㎎

                 H3BO3                        62 ㎎

                 MnCl2․4H2O                  40 ㎎

                 CoCl2․6H2O                   18 ㎎

                 CuCl2․2H2O                    4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d about D.W. 70 ㎖ and conc. HCl 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nal D.W. 100 ㎖

              3) 430 ㎎ Na2SeO2/10 ㎖ freshly boiling D.W.

              4) 605 ㎎ Na2MoO4․2H2O/ 10㎖ D.W.

              5) 340 ㎎ SnCl2/10㎖ D.W

  ⇒ Sol Ⅰ＋ 2 ㎖ Sol Ⅱ ＋ 0.2 ㎖ each of 3), 4), 5)/ final vol. 1ℓ

      Glu-MOPS agar

                  40X                          25 ㎖

                  40% glucose                   5 ㎖

                  0.276M K2SO4                  1 ㎖

                  0.528M MgCl2                 1 ㎖

                  B1(thiamine)                  1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dd cooled(55℃) 1.6% agar    1ℓ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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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APD(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를 통한 돌연변이체 확

인

   분리 균주  그 돌연변이체들을 NB 배지 20 ㎖에 배양한 후 Genomic 

DNA Prep Kit (바이오니어)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 고 임의

의 primer(Table 4)를 이용하여 PCR하 다. PCR은  40℃의 결합온도에서 

35 cycle로 고정하여 수행하 다. PCR 산물은 1% agarose gel에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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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 primer 

Primer No. Sequence

1 5'-GGTCGGAGAA-3'

6 5'-CCCGATTCGG-3'

7 5'-ACGGCGTATG-3'

9 5'-CTGAGAACGGA-3'

11 5'-AGGGATCC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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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16 종의 항진균 세균 동정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분리한 세균  1차 으로 C. albicans에 한 항진

균 활성을 갖는 16 종의 세균을 분리하 다. 버섯 폐배지로부터 K1, K3와 

K4, 온천수로부터 YS1, 지리산의 삼림토양으로부터 J5171, J5272와 J5274, 

울진에서 채취한 흙으로부터 WJ5와 WJ6, 해조류로부터 SAR01, 천 비닐

하우스토양으로부터 VS3, 천 갯벌로부터 DM1와 DM3 그리고 남해 해변

에서 채취한 흙으로부터 NH6, NH10와 NH21 균주를 확보하 다. 

  API 50CHB kit를 이용한 생화학  동정 분석을 통하여 K1  K3 균주는 

Bacillus circulans (각각 78.8%와 75.0% 상동)로, J5171, J5272  J5274는 

Bacillus cereus (각각 99.8%, 99.9%와 99.8% 상동)로 각각 동정하 다. VS3 

균주는 Bacillus marcerans (99.9% 상동)로 DM3 균주는 Bacillus 

licheniformis (71.0% 상동)로 각각 동정되었으며, NH6 균주는 Bacillus 

subtilis (92.1% 상동)와 NH21 균주는 Bacillus licheniformis (63.3% 상동)로 

동정하 다(Table 5). FAME 분석을 통하여 YS1 균주는 Bacillus subtilis 

(83.9% 상동)로 동정하 고 K4 균주는 Burkholderia gladioli (41.1% 상동)

로 동정하 다. WJ6 균주는 API 50CHB와 FAME 분석결과 Bacillus 

subtilis (각각 61.0%와 60.7%의 상동)로 동정하 다. WJ5 균주는 FAME 분

석과 16S rDNA 염기서열분석 결과 Baciilus lentimorbus (각각 75.3%와 

99% 상동)로 동정하 다. SAR01 균주는 FAME 분석과 16S rDNA 염기서

열분석 결과  Streptomyces  sp.(각각 57.5%와 99% 상동)로 동정하 다(Fig. 

1).

  이들의 항진균 활성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Burkholderia gladioli K4, 

B. circulans K1, B. subtilis  YS1, B.  lentimorbus  WJ5, B. licheniformis 

DM3와 B. licheniformis NH21은 시험한 식물 병원성 진균 모두에 해 항

진균 활성을 보 다. B. circulans  K3 균주는 Phythium ultimum(뿌리썩음병

원진균)을 제외한 11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다

(Table 6). 그러나 삼림토양으로부터 분리한 B. cereus J5171, J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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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274 균주는 5-6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해서만 항진균 활성을 보 으

며, Streptomyces sp. SAR01 균주 한 7 종의 진균에 해서 항진균 활성

을 보 다(Table 6). 재까지 Bacillus  속과 Pseudomonas  속의 일부 균주

가 식물병원성 진균에 해 비교  효과 인 생물조 제 후보로 보고되었다 

(Yu 등, 2002; Wang 등, 2002). Streptomyces 속 균주의 경우 Rhizoctonia 

속과 Pythium 속 식물병원성 진균 방제에 련한 항진균 물질과 유 자 연

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Jones 등, 1996; Sabaratnam 등, 2002). Burkholderia  

속 균주의 경우는 Fusarium 속과 Rhizoctonia 속 식물병원성 진균에 국한된 

방제효과에 해서만 연구되고 있다(Peix 등, 2001). 일반 으로, 작물의 병

해는 특정 병원성 진균에 의해 특이 으로 발병하는데, 작물의 생장기를 통

틀어 볼 때 여러 종류의 병원성 진균에 의한 감염 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Mao 등(1998)이 B. cepacia를 이용하여 R. solani, P. ultimum, S. rolfsii  

F. oxysporum의 복합 병원성 진균계에 한 토마토와 고추의 잘록병 방제 

연구를 하는 등 범  제제의 개발을 시도하 다. 따라서 비교  넓은 활성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K1, K3, K4, YS1  WJ5  균주들은 다양한 식물병

원성 진균에 의한 병해를 복합 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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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dentification of fungal strains by FAME and/or API 

analysis

Strains  Identification % Homology
Analysis 

method
Isolated locus

K1 Bacillus circulans 78.8 API Mushroom 
compost

K3 Bacillus circulans 75.0 API 
Mushroom 
compost

J5171 Bacillus cereus 99.8 API 
Mt. Jiri
soil

J5272 Bacillus cereus 99.9 API Mt. Jiri
soil

J5274 Bacillus cereus 99.8 API 
Mt. Jiri
soil

YS1 Bacillus subtilis 83.9 FAME Yusong 
hot spring

Bacillus amyloliquefaciens 51.7

WJ5 Bacillus lentimorbus 75.3 FAME Wooljin
seaside

Panibacillus macerans 49.0

Bacillus subtilis 61.0 API

WJ6 Bacillus subtilis 60.7 FAME Wooljin
seasideBacillus lentimorbus 54.8

K4 Burkholderia 41.1 FAME Mushroom 
compost

       Burkholderia gladioli 41.1       

SAR01 Streptomyces exfoliatus 57.5 FAME Deachon
seaweed

Streptomyces violaceusniger 53.6

VS3 Bacillus marcerans 99.9 API
Vinyl house

soil

DM3 Bacillus licheniformis 71.0 API
Deachon
seaside

DM1 NI - - Deachon
seaside

NH6 Bacillus subtilis 92.1 API
Namhae
seaside

NH10 NI - -
Namhae
seaside

NH21 Bacillus licheniformis 63.3 API Namhae
seaside

NI: no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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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quence alignment of partial amplified 16S rDNA of W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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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ce alignment of partial amplified 16S rDNA of SA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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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tifungal activities of isolated bacteria against 12 kinds of 

plant pathogens. A. Rhizoctonia solani;  B. Rhizoctonia 

solani(BP); C. Alternaria solani;  D. Pyricularia grisea;  E. 

Pyricularia oryzae;  F. Colletotrichium gloeospriodes;  G. 

Mycosphaerella melonis;  H. Fusarium oxysporum;  I. Botrytis 

cinerea;  J. Phythium ultimum;  K. Botryoshaeria dothidea;  L. 

Sclerotinia sclerotiorum. 1. K1 strain; 2. K3 strain; 3. K4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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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fungal spectra of 16 bacteria isolated from various 

environments

Plant pathogenic fungi
Antifungal activities

K1 K3 K4 YS1 SAR01 J5171 J5272 J5274

Alternaria alternata NT NT NT + + + + +

Alternaria solani + + + + - + + -

Botrytis cinerea + + + + + - - -

Botryosphaeria dothidea + + + + + + + +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 + + + + - - -

Fusarium oxysporum + + + + - - - -

Mycospharella melonis + + + + - - - -

Phytophthora capsici + + + + + + + +

Pythium ultimum + - + + - - - -

Pyricularia grisea + + + NT + - - -

Pyricularia oryzae + + + NT NT NT NT NT

Rhizoctonia solani + + + + NT + + +

Rhizoctonia solani(BP) + + + + NT NT NT NT

Sclerotini sclerotiorum + + + + + + + +

+: inhibition; -: non inhibition; NT: n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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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Plant pathogenic fungi
Antifungal activities

WJ5 WJ6 VS3 DM1 DM3 NH6 NH10 NH21

Alternaria alternata + - + + + +

Alternaria solani + - + + + +

Botrytis cinerea + - + + + +

Botryosphaeria dothidea + + + + + +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 - + + + + +

Fusarium oxysporum + - NT - - +

Mycospharella melonis + - + + + +

Phytophthora capsici + - + + NT NT NT

Pythium ultimum + + NT NT NT NT

Pyricularia grisea + - + + + +

Pyricularia oryzae NT NT + + + +

Rhizoctonia solani + - + + + +

Rhizoctonia solani(BP) NT NT NT NT NT NT

Sclerotini sclerotiorum + - + + + +

+: inhibition; -: non inhibition; NT: no test



- 60 -

3-2. 항진균 활성 증강 는 상실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1) 방사선 감수성 조사  항진균 활성변화 돌연변이체 유도   

  분리된 16종의 항진균 활성 균주의 감마선에 한 감수성 조사 결과, 

Burkholderia  gladioli K4는 1.0 kGy 의 방사선량에서 생존하지 못하 으나,  

Bacillus sp. WJ5는 15 kGy, B. circulans  K1, B. circulans K3  B. 

subtilis  YS1는 18 kGy의 방사선량에서도 생존하 으며, 특히 YS1 균주와 

K3 균주는 20 kGy의 방사선량에서도 생존하 다(Table 7, Fig. 4,5). 그러나 

B. cereus J5171, B. cereus J5272,  B. cereus J5274의 멸균 선량은 각각  

10, 6, 3 kGy로 K1, K3  YS1 균주의 멸균선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 다

(Table 7, Fig. 4,5). 일반 으로, 최종 생존률이 10%가 되는 선량을 D10 

value라 하는데 이는 방사선 감수성의 지표가 된다 (Woods, 1994). 16종의 

분리 균주  Bacillus 속에 속하는 10종의 균주가 B. gladioli K4와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 비해 더 높은 방사선 항성을 보이는 것

은 내생포자의 형성과 련이 깊은 것으로 단된다. Farkas(1998)는 비포자 

형성 식품오염 미생물들에 한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하 는데, Aeromonas 

hydrophila는 0.14-0.19 kGy의 D10 값으로 낮은 방사선 항성을 보 고, E. 

coli O157은 0.26 kGy, Salmomella  sp.는 0.67 kGy로 비교  높은 방사선 

항성을 보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B. gladioli K4 균주는 D10 값이 

0.11 kGy로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 으나 B. cereus J5171과 J5274 균주를 

제외한 다른 Bacillus 속의 균주들은 D10 값이 1.89 kGy 이상으로 방사선 

항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6종의 분리 균주  14종의 균주에 LD95의 방사선량으로 조사하여 항진

균 활성의 변화를 갖는 돌연변이체를 유도하 다. 이  B. circulans  K1, B. 

subtilis  YS1, B. lentimorbus WJ5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서 

심한 항진균 활성의 변화가 보 다(Table 8, 9, 10). B. circulans K1 균주로

부터 유도한 4 종류의 돌연변이체는 Botryosphaeria dothidea에 해 야생

형 균주에 비해 항진균 활성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K1-1004 돌연변이체는 

식물병원성 진균에 하여 종 특이 으로 활성 정도가 증가 는 감소하

다. B. subtilis  YS1-1009 돌연변이체는 K1-1004 돌연변이체와 같은 양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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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 dothidea에 해 야생형에 비하여 항진균 활성이 증가하 으나 R. 

solani와 A. solani의 두 진균을 제외한 5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하여 항

진균 활성이 감소하 다. B. lentimorbus  WJ5의 돌연변이체들은 9 종의 식

물병원균에 해서 항진균을 상실하 다. 방사선를 조사하여 B. subtilis의 

항생제 생산 증강 돌연변이체를 유도한 보고는 있으나 (Ahmad 등, 1987), 

항진균 활성이 증강되거나 상실된 다양한 돌연변이체 유도에 한 보고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이들 돌연변이체를 이용함으로써 항진균 련 유 자 

연구나 항진균성 물질 생산 련 연구가 용이할 것이다. Streptomyces sp. 

SAR01 균주로부터 7 종의 돌연변이체를 분리하 으며, 야생형인 SAR01 균

주가 P. grisea를 포함한 7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하여 항진균 활성을 

갖는데 반하여 SAR535와 SAR5108 돌연변이체는 F. oxysporum을 포함한 5 

종의 진균에 한 항진균 활성을 상실하 다. 한 SAR5118 균주는 4 종의 

진균에 한 항진균 활성을 상실하 고, SAR535와 SAR5108 돌연변이체는 

P. grisea와 C. gloeosporioides에 한 항진균 활성만 있었다. SAR534와 

SAR5113 돌연변이체는 A. solani와 P. ultimum에 해 새롭게 항진균 활성

을 보 다. 이들 돌연변이체들은 항진균 활성의 기작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 되며, 특히 종 특이  항진균 활성 기작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항진균 활성 균주의 돌연

변이체 유도 방법은 특정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항진균 세균의 개량에 유

용함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성 세균의 개량에도 유용할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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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10 values and sterilization dose of gamma radiation of the 

bacteria isolated from various environments

      Strain
D10 value

(kGy)

Sterilization dose 

(kGy)

Mutants

(AF-, AF+)

Bacillus circulans K1 1.93 18 4,, 0

Bacillus circulans K3 2.36 22 -

Bacillus subtilis YS1 2.08 20 2, 1

Bacillus cereus J5171 0.49 10 1, 0

Bacillus cereus J5272 1.89  6 1, 0

Bacillus cereus J5274 0.42  3 8, 0

Bacillus lentimorbus  WJ5 2.57 15 62, 30

Bacillus subtilis WJ6 2.98 18 1, 0

Burkholderia gladioli K4 0.11  1 1, 1

Streptomyces  sp. SAR01 NT  6 5, 2

Bacillus marcerans VS3 1.63 10 -

DM1 1.46 11 -

Bacillus licheniformis DM3 2.32 12 1, 0

Bacillus subtilis NH6 2.26 12 1, 0

NH10 0.55 -

Bacillus licheniformis NH21 2.45 12 2, 0

NT: no test



- 63 -

D10 = 1.93 kGy

y = -0.5192x + 0.119

-9

-8

-7

-6

-5

-4

-3

-2

-1

0

0 2 4 6 8 10 12 14 16

Radiation Dose (kGy)

lo
g
 (

N
/N

o
)

D10 = 2.36 kGy

y = -0.4232x - 0.481

-8

-7

-6

-5

-4

-3

-2

-1

0

0 2 4 6 8 10 12 14 16

Radiation Dose (kGy)

lo
g
 (

N
/N

o
)

D10 = 2.08 kGy

y = -0.479x - 0.3097

-8

-7

-6

-5

-4

-3

-2

-1

0

0 2 4 6 8 10 12 14 16

Radiation Dose(kGy)

lo
g
(N

/N
o
)

y = -0.6451x - 0.6002

D10 = 0.49 kGy

-8

-7

-6

-5

-4

-3

-2

-1

0

0 2 4 6 8 10 12

Radiation Dose(kGy)

L
o
g
(N

/N
0
)

J5272

y = -0.5293x - 0.4587

D10 = 1.89 kGy

-3.5

-3

-2.5

-2

-1.5

-1

-0.5

0

0 1 2 3 4 5 6

Radiation Dose(kGy)

L
o
g
(N

/N
0
)

J5274

y = -2.6654x - 0.0504

D10 = 0.42 kGy

-16

-14

-12

-10

-8

-6

-4

-2

0

0 1 2 3 4 5 6

Radiation Dose(kGy)

L
o
g
 (

N
/N

0
)

y = -0.389x - 0.2497

D10=2.57 kGy

-7

-6

-5

-4

-3

-2

-1

0

0 5 10 15 20

Radiation Dose(kGy)

L
o
g
(N

/N
0)

y = -0.3443x + 0.0414

D10=2.98 kGy

-8
-7

-6
-5
-4

-3
-2
-1

0
1

0 5 10 15 20

Radiation Dose(kGy)

L
o
g
(N

/N
0
)

Fig. 4. Radiation sensitivities of antifungal bacteria isolated 

from various environments. A: B. circulans  K1; B: B. 

circulans K3; C: B. subtilis  YS1; D: B. cereus  J5171; E: 

B. cereus J5272; F:  B. cereus J5274; G: B. lentimor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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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diation sensitivities of antifungal bacteria isolated 

from various environments. I:  B. gladioli K4; J:  B. 

marcerans VS3; J:  DM1; K: B. licheniformis DM3; L:  B. 

subtilis  NH6;  M: NH10; O: B. licheniformis N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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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Antifungal activities of radiation-induced J5171 mutants of 

J5171 against C. albicans. Arrow C: wild type; Arrow M: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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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Antifungal activities of radiation-induced J5272 mutants  

of  J5272 against C. albicans.  Arrow C: wild type; Arrow M: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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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Antifungal activities of radiation-induced J5274 mutants of 

J5274 against C. albicans. Arrow C: wild type; Arrow M: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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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tifungal activities of radiation-induced K406M mutant 

against C. alb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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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tifungal activities of radiation-induced mutants of SAR01 

strain against C. alb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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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tifungal spectra of radiation-induced mutants of B. 

circulans K1 and B. subtilis  YS1 against plant pathogenic fungi

Plant pathogenic fungi

 K1 mutants  YS1 mutants

K1-1001 K1-1002 K1-1003 K1-1004 YS1-1006 YS1-1009

Alternaria solani + (=) + (=) + (=)  + (> wt)  + (= wt)  + (= wt) 

Botryosphaeria dothidea + (> wt) + (> wt) + (> wt) ++ (> wt)  + (= wt)  + (> wt)

Fusarium oxysporum + (=) + (,< wt) + (=)  + (< wt)  + (< wt)  + (< wt)

Mycospharella melonis + (> wt) + (=) + (=)  + (>wt)  + (= wt)  + (< wt)

Phythium ultimum + (=) + (=) + (=)  + (=)  + (< wt)  + (< wt)

Pyricularia oryzae + (< wt) + (,< wt) + (=)  + (=)  + (= wt)  + (< wt)

Rhizoctonia solani + (=) + (=) + (=)  + (< wt) ++ (= wt) ++ (= wt)

Rhizoctonia solani(BP) + (=) + (< wt) + (< wt)  + (< wt)  + (= wt)  + (< wt) 

Degree of inhibition : +(≤10 mm), ++(〉10 mm),

wt means wild type strain.



- 71 -

Table 9. Antifungal spectra of Bacillus lentimorbus  WJ5 and 

mutants against several plant pathogenic fungi

Plant pathogenic fungi

Antifungal activities

WJ5 WJ5-m4 WJ5-m12 WJ5-m27

Alternaria alternata + - - -

Alternaria solani + - - -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 - - -

Colletotrichum higginsianum + - - -

Fusarium oxysporum + - - -

Phytophthora capsici + - - -

Phytophthora melonis + - - -

Pythium ultimum + - - -

Rhizoctonia solani + - - -

  

+: positive, -: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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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nges of antifungal activities between Streptomyces sp. 

SAR01 and its mutants

Plant pathogenic 

fungi

Antifungal activities

SAR01 534 535 536 5108 5112 5113 5118

A. alternata + + - - - - + -

A. solani - + - + - - + -

B. cinerea + + - + - - + +

B. dothidea + + - + - + + +

C. gloeosporioides + + + + + + + -

F. oxysporum - - - - - - - -

M. melonis - - - - - - - -

P. capsici + + - + - + + +

P. grisea + + + + + + + -

P. ultimum - + - - - - + -

S. sclerotiorum + + - + - + + -

    +: positive, -: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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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돌연변이체의 특성 분석

  방사선조사에 의해 B. circulans K1에서 유도된 K1-1001과 B. subtilis  

YS1에서 유도된 YS1-1006, YS1-1009 그리고 그 외의 돌연변이체들은 항진

균 활성의 변화와 더불어 기질 분해능이 변화하 다. K1-1001 돌연변이체는 

지방 분해효소의 활성이 소실되었으나, YS1-1009 돌연변이체의 경우 야생형 

균주에 비해 기질 분해능이 증가하 다(Table 11). 따라서 K1-1001 돌연변

이체는 방사선에 의해 지질 사능력이 소실된 것으로 야생형인 B. 

circulans K1 균주의 지질 사의 합성 경로  분자생물학  특성을 이해하

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YS1-1009 돌연변이체는 기질 분해능이 증가된 것으

로 보아 미생물 제제 제조시 환경 응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B. subtilis  YS1과 돌연변이체 균주들은 17 종의 상용 농약에 해서 항

성을 나타냈으며 농약이 첨가된 고체배지에서 높은 생장을 보 다(Table 

12). Tebuconazole에 해서는 B. subtilis YS1의 돌연변이체인 B. subtilis  

YS1-1009 균주가 항성을 나타냈으며, copper hydroxide에 해서는 B. 

subtilis  YS1-1006 돌연변이 균주만 항성을 보 다. 그러나 살충제인 

fenobucarb에 해서는 모든 균주들이 항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보아 의 농약에 한 항성 증가 혹은 농약 분해능 보유 돌

연변이 균주를 유도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보완된다면 항진균 활성 돌연변이

체 균주의 미생물 제제화  토양환경 응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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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xtracellular enzyme activities of mutants and wild type 

strains of Bacillus circulans K1,  Bacillus subtilis YS1 and Bacillus 

lentimorbus  WJ5  upon solid media

Strains

Enzyme activities

β-glucosidase SAa LA CA ligninase

K1 ++ - + - -

 K1-1001 + - - - -

 K1-1002 + - + - -

 K1-1003 + - + - -

 K1-1004 + - + - -

YS1 +b - ++ - +

 YS1-1006 + - + - +

 YS1-1009 ++ - ++ - ++

WJ5 - + - - -

 WJ5-m4 - + - - -

 WJ5-m12 - + - - -

 WJ5-m27 - + - - -

aSA: amylase activity; LA: lipolytic activity (fatty acid esterase);

 CA: cellulolytic activity (cellulase)

bEnzyme activity; +: good; ++: very good; -: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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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istant patterns of mutants and wild type strains of 

Bacillus circulans K1, Bacillus subtilis YS1 and Bacillus 

lentimorbus  WJ5 against synthetic pesticides

Pesticides(ppm) K1
K1-

1001

K1-

1002

K1-

1003

K1-

1004
YS1

YS1-

1006

YS1-

1009
WJ5

WJ5-

m4

WJ5-

m12

WJ5-

27

Benomyl(250) +++ +++ +++ +++ ++ +++ ++ +++ ++ ++ ++ ++

Flusilazole(20) +++ ++ +++ +++ ++ ++ ++ +++ ++ ++ ++ ++

Tebuconazole(250) - - - - - - - ++ - - - -

Oxadixyl(250) +++ +++ +++ +++ +++ +++ +++ ++ +++ +++ +++ +++

Edifenphos(300) ++ ++ ++ +++ +++ +++ +++ +++ + + + +

Mancozeb(1,000) ++ ++ ++ ++ ++ ++ ++ ++ - - - -

Pencycuron(250) ++ ++ ++ +++ ++ +++ +++ ++ + + + +

Azoxystrobin(100) ++ ++ ++ ++ ++ +++ +++ +++ + + + +

Copper hydroxide(800) - - - - - - ++ - - - - -

Isoprothiorane(400) +++ ++ +++ +++ ++ ++ + + + + + +

Iprobenphos(50) +++ +++ +++ +++ ++ ++ + + +++ +++ +++ +++

Chlorfenaphy(50) +++ ++ ++ +++ ++ ++ + + + + + +

Imidacloprid(50) +++ +++ +++ +++ +++ +++ ++ ++ +++ +++ +++ +++

Carbofuran(300) +++ ++ ++ ++ ++ +++ ++ +++ +++ +++ +++ +++

Fenpyroximate(25) +++ +++ +++ +++ +++ ++ ++ ++ + + + +

Chlorpyrifos(200) +++ +++ +++ +++ ++ +++ ++ + + + + +

Fenobucarb(500) - - - - - - - - - - - -

Diazinon(30) +++ +++ +++ +++ +++ +++ +++ ++ + ++ ++ ++

Butachlor(50) +++ ++ +++ +++ ++ ++ ++ ++ ++ ++ ++ ++

Glyphosate(50) +++ +++ +++ +++ +++ +++ ++ ++ +++ +++ +++ +++

 - : no resistance; + : mild-; ++ : good-; +++ : excellent-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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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원  물리  요인에 따른 분리 균주  돌연변이체의 성장률

  1) 물리화학  요인

     온도와 pH의 환경요인에 따른 항진균 활성 세균인 K1과 YS1의 야생

형 균주  돌연변이 균주의 생장양상을 악한 결과, 37℃-45℃, pH 7에서 

최 의 생장을 보 다. 이들 균주는 50℃에서도 최  생장온도에서 나타나는 

빠른 생장을 나타냈으나 최  생장온도에서와는 달리 안정기에서 사멸기로

의 속한 변화를 보 다(Fig. 9, Fig. 10). pH의 경우, pH 7에서 모든 균주

의 생장이 양호하 으며 pH 3에선 생장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pH 5에 

비해 pH 9에서 생장이 더 빨랐다. 이로 보아 K1  YS1 균주는 호염기성 

세균으로 단된다.

  2) 양원

     탄소원, 질소원의 종류와, 인산원의 농도에 따른 항진균 활성세균의 생

장형은 Fig. 11, 12, 13에 나타내었다. 탄소원의 경우, glucose와 sucrose를 

첨가한 배지에서 생장률이 우수하 다. 그러나 lactose의 경우, K1  K1의 

돌연변이 균주들은 생장을 잘 못하 으며, YS1과 그 돌연변이 균주들은 K1 

련 균주들에 비해 생장률은 보 으나 잠복기가 14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4가지의 질소원 에서는 Yeast extract가 함유된 배지에서 가장 빠른 

생장률을 보 다. urea의 경우 체 으로 낮은 생장률을 보 으며, YS1 균

주의 경우 urea를 이용하여 생장하는데 잠복기가 8시간 이상 걸렸다.

     탄소원과 질소원에 따른 생장 양상을 볼 때, YS1과 그 돌연변이 균주

들이 lactose와 urea를 양원으로 잘 생장못하는 K1 균주에 비해 열악한 

양 조건 상태에서 극 으로 양원을 이용하여 생장하는 환경 응형 균

주로 단된다.

     인산원에 따른 항진균 세균들의 생장률은 처리된 인산의 농도, 즉 0.01 

mM, 0.1 mM, 1 mM의 농도에 비례하여 생장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1 mM과 2 mM의 인산원 농도에서는 생장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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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rowth patterns of antifungal bacteria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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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rowth patterns of antifungal bacteria according to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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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rowth patterns of antifungal bacteria according to sole carb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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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Growth patterns of antifungal bacteria according to sole nitroge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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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rowth patterns of anti-fungal bacteria according to Pi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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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APD를 이용한 돌연변이체 확인

   WJ5균주  그 돌연변이 균주 5종로부터 genomic DNA를 분리한 후 5

종의 primer를 이용하여 RAPD를 실시하 다. 결과 차이나는 벤드를 찾을 

수 없었다(Fig. 14). 그러므로, 이들 돌연변이체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어진 

것으로 심각한 DNA의 손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균주는 항

진균 활성에 심한 변화를 보인 균주들로 RAPD 상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proteomics나 genomics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

   DM3, NH6, NH21  그 돌연변이체들의 genomic DNA를 이용한 RAPD 

실시 결과 차이나는 벤드는 존재하지 않았다(Fig. 15). 이것으로 보아 이들 

균주 역시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어진 돌연변이로 DNA상에는 심한 손상은 

받지 않았으나, 항진균 활성이 결여된 돌연변이체로 앞으로 항진균 활성 

련 유 자를 찾기에 알맞은 균주로 사료된다. 



- 83 -

Fig. 14. RAPD patterns of Bacillus sp. WJ5 and its mutants. A: 

primer No. 1, B: primer No. 6, C: primer No. 7, D: primer No. 9, 

E: primer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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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APD patterns of wild type strains and it  mutants.1: DM3, 

2:  mDM3, 3:  NH6, 4:  mNH6, 5:  NH21, 6:  m1NH21, 7:m2N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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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진균 련 단백질 연구

1.서론

    생물은 일반 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한 일차방어 수단으로 세포에 

의해 매개되는 면역체계와는 별도로 antimicrobial peptides를 체내에 축

하거나 분비한다. 이들 antimicrobial peptides는 Gram 음성균, Gram 양성

균 뿐만 아니라 원핵생물, 곰팡이 등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음이온 부 를 

특이 으로 인지하여 항균활성을 가지며 정상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는 특

징이 있다. Antimicrobial peptides는 양이온 부 와 지질부 를 가지고 있

어 병원균의 세포막에 쉽게 결합하여 α-helix 구조를 이루며 ion-channel

을 형성할 수 있다. 이 후 Antimicrobial peptides는 두 가지 경로로 나

어진다. 첫째는 병원성 세균의 세포막에 결합하여 병원성 세균의 세포막을 

붕괴시켜 병원성 세균을 죽이며, 둘째는 세포막의 ion-channel을 통하여 

세포내로 들어가 특정 효소의 활성이나 세포 소기 의 기능을 해하여 

병원성 세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fig. 1). 이런 Antimicrobial peptides는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단계로 proteolytic processing, 

glycosylation, carboxy-terminal amidation, amino-acid isomerization 그리

고 halogenation를 포함하고 있다 (Hancock 등, 2000; Hoffmann 등, 

1999).

   항진균 단백질들은 병원성 곰팡이의 특정 세포벽 구성 성분에 작용하

여 병원성 곰팡이의 생육을 해하거나, 세포벽을 괴하여 항진균 활성을 

갖는다. 항진균 단백질들은 크게 여섯 개로 나  수 있다. 첫째 β

(1,6)-glucan, β(1,3)-glucan, chitin, mannoproteins와 GPI 

(glycophosphatidyl inositol)-anchored protein과 같은 병원성 곰팡이의 세

포벽에 존재하는 polymer를 분해하는 것, 둘째 세포막에 channel이나 pore

를 형성하는 것, 셋째 cellular ribosomes에 장해를 주는 것, 넷째 DNA 합

성을 해하는 것, 다섯째 세포분열을 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직 기작이 밝 져 있지 않은 것이 있다. 항진균 단백질로 PR(path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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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proteins은 분자량의 항미생물 물질들로 기본 으로 다섯 그룹으

로 나 어진다. PR-1은 micromolar 수 에서 식물병원성 곰팡이에 한 활

성을 가지고있으며, 15-17 k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 PR-2는 β

(1,3)-glucan을 분해하여 항진균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35 kDa이하의 분자량

을 가지며, PR-3은 chitnases로 43 kDa이하의 분자량에서 다양하게 존재한

다. PR-4는 chitin-binding protein으로 13-14.5 kDa의 분자량을 가지며, 병

원성 곰팡이의 생장을 해한다. PR-5는 22 kDa이하의 분자량을 가진 것으

로 몇몇은 세포내로 침투하여 활성을 가지며, 일부는 β(1,3)-glucanase 활성

을 가지고 있으며, 직 으로 병원성 곰팡이를 죽인다. Defensins은 5 kDa 

이하의 작은 분자량을 가지며, plasma membrane에 ion channels을 형성하

며, 병원성 곰팡이의 형태를 바꾸거나, 성장을 억제하거나,  α-amylases를 

해하거나, 직 으로 항진균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RIPs(ribosome-inactivating proteins)는 병원성 곰팡이의 ribosomes을 비활

성화 시키며, 60 kDa이하의 분자량을 가진다. LTPs(lipid-transfer proteins)

는 세포막에 pore를 형성하여 병원성 곰팡이를 죽인며, 8.7 kDa이하의 작은 

분자량을 가진다(Claude, 2001). 

   재까지 세균에 의해 생산되는 항균성 단백질은 disulfide와 monosulfide 

(lanthionine) bond의 존재를 고려하여 4종류로 구별된다(Jack, 1995). 첫 번

째 그룹으로 dehydroalanine, dehydrobutirine, lanthionine 는β

-methyl-lanthionine과 같은 후 사 으로 규명된 아미노산을 포함한 

antibiotics(lantibiotics)이며 actagardine(1.9 kDa), ancovenin(2.0 kDa), 

nisin(3.4 kDa) 등이 있다. 두 번째 그룹은 항균 활성에 필수 인 어도 한 

개의 disulfide bridge를 포함한 antibiotics (cystibiotics)이며 sakacin A(4.3 

kDa), lactacin F(5.6 kDa) 등이 속하고 세 번째 그룹으로 환원된 형태의 한 

개의 sulfide잔기를 지님으로써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물질(thiolbiotics)로 

lactococcin B(5.3 kDa)가 있다. 네번째 그룹은 cysteine잔기가 없는 

antibiotics (no cysteine)로 lactococcin A(5.8 kDa)가 있다. Bacillus  sp.는 

lantibiotic그룹에 속하는 mersacidin(1.8 kDa)  subtilin(3.3 kDa)을 생산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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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hai-Matsuzaki-Huang model of the mechanism of 

action of an antimicrobial peptide. An α-helical peptide is 

depicted. a,  Carpeting of the outer leaflet with peptides. b,  

Integration of the peptide into the membrane and thinning of the 

outer leaflet. The surface area of the outer leaflet expands 

relative to the inner leaflet,  resulting in strain within the bilayer 

(jagged arrows). c,  Phase transition and 'wormhole' formation. 

Transient pores form at this stage. d,  Transport of lipids and 

peptides into the inner leaflet. e,  Diffusion of peptides onto 

intracellular targets (in some cases). f,  Collapse of the membrane 

into fragments and physical disruption of the target cell's 

membrane. Lipids with yellow headgroups are acidic,  or 

negatively charged. Lipids with black headgroups have no net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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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illus cereus  Bc7는 cystibiotic그룹의 cerein7/8(4.9 kDa)을 생산한다고 

보고되어 있다(Oscariz, 2000). Streptomyces cinnamoneus는 lantibiotic그룹

에 속하는 cinnamycin(2.0 kDa)과 duramycin(2.0 kDa)을 생산한다.

Streptomyces  종들은 cellulase, hemicellulase, chitinase, glucanase 등의 

다양한 곰팡이 세포벽 분해효소와 같은 이차 사산물을 분비하여 다양한 

항생제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기에 곰팡이에 의한 식물병의 제어제로서 개발

되어왔다. Streptomyces humidus strain S5-55를 이용하여 Pythium 

ultimum, Phytophthora capsici  Rhizoctonia solani  등에 한 생장 해 

효과를 확인하 다(Bormann 등, 1990; Hwang 등, 2001). 항진균 활성을 갖

는 단백질은 생물농약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식물병원성 곰팡이에 항성을 

갖는 식물의 개발, 종자 보존제, 식품첨가물로서의 잠재 인 이용 가치로 인

해 생물공학  심이 매우 높다(Chet 등, 1990; Dempsey 등, 1998). 해양 

생태계의 Streptomyces  sp. 로부터 P. ultimum에 한 최소 해농도가 6.3

㎍인 3개의 subunits(SAP1, 41.7 kDa; SAP2, 21.7 kDa; SAP3, 18.7 kDa)이 

1:1:5로 구성된 160 kDa의 항진균 단백질인 SAP를 분리하 고(Woo 등, 

2002), Streptomyces grisens  와 Streptomyces anreofaciens  에서 항진균 활

성을 갖는 rutamycin을 정제해 냈다(White 등, 1997). 한 S. grisens  에서 

식물의 family 19 chitinase의 하나인 세균성 chitinase C(ChiC)가 발견되어 

직․간 인 항진균 활성과의 련을 구조  측면에서 고찰하 다(Itoh 등, 

2002). 그밖에 S. humidus 로부터 phenylacetic acid와 sodium phenylacetate

를, S. tendae 로부터 nikkomycin을 분리해내는 등 항진균 물질에 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Bormann 등, 1990; Hwang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분리한 항진균 세균들과 방사선 이용 

항진균 활성 결여 돌연변이체간 단백질 발  차이를 이차원 기 동법을 이

용하여 확인하고 항진균 활성 련 단백질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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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단백질 추출  항진균 활성 검사

 100 ㎖ NB 배지에 12시간 배양 후, 3,000 rpm, 20분간 원심분리하여

(Centrifuge MF-80, Hanil Science Industrial Co. Korea) 균체와 배양액을 

분리하 다. 균체를 2 ㎖ tube에 넣고 protein extraction buffer(0.5 M 

Tris-HCl(pH 8.3), 2% NP-40, 20 mM MgCl2, 2% 2-mercaptoethanol, 1% 

polyvinyl polypyrrolidone (PVPP))를 1 ㎖ 첨가한 후 mini-bead 

beater(Biospec Products Co.)를 이용하여 세포를 쇄하 다. 이것을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 분리한 후 acetone을 80% 첨가하여, 

-20℃에 10분간 넣은 후 다시 원심분리하여(Micro-12, Hanil Science 

Industrial Co. Korea) 단백질을 회수하 다(Kim 등, 2001). 단백질은 1 ㎎씩 

분주하여 -20℃에 보 하 다.

 단백질의 항진균 활성 검사는 1 ㎎의 단백질을 500 ㎕의 ddH2O에 녹여, 

Microcon centrifugal filter devices (Millipore Co.)를 이용하여, 100 kDa<, 

100 - 50 kDa, 50 - 30 kDa, 30 - 3 kDa, 그리고 3 kDa>의 5구간으로 분획

한 후 C. albicans에 한 활성 검사로 확인하 다.

2-2. 이차원 기 동

세포로부터 추출한 단백질 200 ㎍을 sample lysis buffer(9.5 M urea, 2.4% 

NP-40, 3% ampholyte, 0.12 M DTT)에 녹여 1차 기 동으로 

IEF(isoelectric focusing)를 실시하 다. IEF gel은 9.5 M urea, 2% NP-40, 

4.5% acrylamide, 2.5% ampholyte(pH 3-10 : pH 4-6 : pH 5-7 : pH 6-8 : 

pH 7-9 = 1 : 2.5 : 2 : 1 : 0.5)로 만들었다. Cathode buffer는 20 mM 

NaOH, anode buffer는 10 mM H3PO4로 하여 250 V 30분, 300 V 30분, 400 

V 30분간 기 동을 한 후 600 V 16시간, 800 V 3시간 동안 기 동하

다(Kim 등, 2001). IEF gel을 5 ㎖ equilibration buffer(2.5%  SDS, 10% 

Glycerol, 5% 2-mercaptoethanol, 0.125 M Tris-HCl(pH 6.8))에 넣어 30분간 

교반한 후 2-DE로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 - polyacry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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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 electrophoresis)를 실시하 다(Laemmli, 1970). Separation gel은 13%, 

stacking gel은 4%의 acrylamide를 이용하 고, 개 완충용액은 25 mM 

Tris-HCl(pH 8.3), 195 mM glycine  0.1% SDS(Bio-Rad. Co.)을 이용하여 

70 V 18시간 동안 개하 다(O’Farrell, 1975). 이차 기 동 후, 고정액

(50% methanol, 10% acetic acid)으로 고정하고 silver staining을 하 다

(Helmut 등, 1987).

Silver stain은 이차 기 동 후 고정액에서 1시간동안 교반한 후 50% 

EtOH로 30분간 2회 세척하여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로 처리 용액

(Na2S2O3․5H2O(0.2 g/ℓ))에서 1분간 교반한 후 이차멸균수로 20 간 3회 

세척한 후 염색용액(AgNO3(2 g/ℓ), 0.75 ㎖ 37% HCOH/ℓ)에서 30분간 교

반하 다. 다시 이차멸균수로 20 간 3회 세척한 후 상용액에서 spot이 10

분간 교반한 후 stop 용액으로 Silver stain을 종료하 다. 이후 50% MeOH 

용액에서 30분간 교반한 후 셀로 지 이용하여 gel을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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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dure for the silver staining of proteins in 

polyacrylamide gel

 Steps      Solutions
Time of 

treatmenta

1  Fix 50% MeOH, 10% CH3COOH ≥ 1 h

2  Wash 50% EtOH 2 × 30 min

3  Pretreat Na2S2O3․5H2O(0.2 g/ℓ) 1 min
b

4  Rinse H2O 3 × 20 sec
b

5  Impregnate AgNO3(2 g/ℓ), 0.75 ㎖ 37% HCOH/ℓ 30 min

6  Rinse H2O 3 × 20 sec
b

7  Develop
Na2CO3(60 g/ℓ), 0.5 ㎖ 37% HCOH/ℓ, 

Na2S2O3․5H2O(4 ㎎/ℓ)
10 min

8  Stop 50% MeOH, 15% CH3COOH 30 min

9  Wash 50% MeOH ≥30 min

a:  Steps 1-9 were carried out on shaker at room temperature.

b: The time indicated here should be observed exactly in order to ensure a 

reproducible imag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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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미노산 서열 분석

이차 기 동한 gel을 PVDF(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에 mini 

Trans-blot Cell(Bio-Rad. Co.)를 이용하여 transfer 하 다. 완충액은 25 

mM Tris-HCl(pH 8.3), 195 mM glycine, 20% methanol를 사용하 으며, 

100 mA 12시간 동안 transfer하 다. PVDF membrane은 0.3% Ponseu-S에 

5분간 염색 한 후 멸균증류수로 탈색하여 원하는 spot을 회수하 다. N-말

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은 Procise 491 Protein sequencing system(Applied 

Biosystems, KBSI)으로 하 으며, NCBI(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http://www.ncbi.nlm.nih.gov/BLAST/)로 상동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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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pare the gel sandwich. Place the cassette, with the gray 

side down, on a clean surface. Place one pre-wetted fiber pad on 

the gray side of the cassette. Place a sheet of filter paper on the 

fiber pad. Place the equilibrated gel on the filter paper. Place the 

pre-wetted membrane on the gel. Complete the sandwich by 

adding a piece of filter paper on th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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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rimer 제작  클로닝

확인된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바탕으로 primer(Gro5F; 5’-GGATCCGTGACT 

ACAACCAGCTCC-3’, Gro5R; 5’-AAGCTTCTACTTCTCGACCGC-3’)를 

합성하 으며, 이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 고 얻어진 PCR 산물을 먼  

pGEM-T easy vector(Promega. Co.)에 클로닝한 후 다시 pQE30 vector(Qiagen. 

Co. Germany)에 클로닝하 다. 합성한 primer에 클로닝을 용이하게 수행하고자 

제한효소 인식 염기서열(HindⅢ, BamHI)을 5’-말단에 부착하 다(Cheng 등, 

1994).

2-5.형질 환

E. coli M15 와 항진균 활성 결핍 돌연변이체를 각각 5 ㎖의 LB 액체배지

와 NB에서 배양하여 20 ㎖의 LB 액체배지와 NB 배지에 1 ㎖씩을 종한 

후 4-5시간 배양하여 흡 도 0.5-0.6일 때 세포를 원심분리기로 수획하고 이

를 10% glycerol 용액으로 세 차례 세척하 다. 세척된 미생물을 2 ㎖의 

10% glycerol 용액에 분주하여 -70℃에 보 하여 electro-competent cell로 

사용하 다. 클로닝한 vector를 각각 1 ㎍/10 ㎕ 씩 사용하여 

electro-competent cell 90 ㎕와 섞어 4℃에서 30분간 방치하 다. 

Electroporation(40 ㎌, 500 V)을 수행한 후 각각 900 ㎕의 LB 액체배지와 

NB배지를 첨가하여 30℃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 고 LB와 NA에 50 ㎍/ ㎖

의 ampicilin이 첨가된 배지에 도말하여 형질 환체를 유기하 다(Dower 등, 

1988; Hanahan, 1983). E. coli M15 형질 환체의 단백질 발 은 

SDS-PAGE로 확인하 고, 항진균 활성 결핍 돌연변이 형질 환체는 이차원 

기 동으로 확인하 으며, 유 자의 항진균성은 C. albicans의 생장억제여

부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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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항진균 활성 세균과 그 돌연변이체의 세포내 단백질의 항진균 활성

   항진균 활성 세균 YS1과 이의 방사선 유기 변이주 Y25와 Y67로부터 단

백질을 추출하 다. C. albicans의 생장 억제능을 조사한 결과 YS1과 Y25에

서는 유사한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Y67에서는 80%이상의 증가를 보 으며, 

식물병원성 곰팡이에 한 억제 효과는 종류에 따라 부분 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Y25와 거의 모든 곰팡이에 해 억제 효과가 감소

하거나  없는 양상의 Y67 변이주들은 YS1과 다른 양상의 단백질 

profile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SDS-PAGE를 행한 결과 Fig. 1과 같은 양상을 보 는데 YS1과 다

른 특이한 band가 Y25와 Y67에서 볼 수 있었다. SDS-PAGE을 renaturation 

용액으로 치환한 후 C. albicans에 한 억제 효과를 조사하 으나 그 활성

이 나타나는 단백질 band을 확인 할 수 없었다. 한 gradient column 등 다

양한 column을 통해 분획한 단백질들도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억제 

효과를 보이는 단백질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이량체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활성을 나타내는데 특정한 ion 등이 필요할 것으로 단하 다. 이에 특이

으로 발 되는 단백질 주로 그 아미노산의 서열과 이에 따른 DNA의 확보 

 염기서열 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활성 단백질을 찾아보고자 시도하

다.

   1D SDS-PAGE에서 발견된 특이  protein을 PVDF로 transfer하여 아미

노산 서열을 확인하고자 시도하 으나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

는 양상을 보여 정확한 서열을 측정할 수 없었다. 

 SAR01 야생형과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돌연변이 균주들의 단백질 변화양

상을 분석하기 하여 8개의 돌연변이 균주들의 세포내 단백질을 추출하여 

SDS-PAGE를 이용하여 야생형인 SAR01 균주와 비교 분석하 다(Fig. 1). 

그 결과,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에서만 46.5, 25, 22.3 kDa의 분자량을 갖

는 protein band가 존재했으며, 한 체 으로 75 kDa>, 22.7 - 16.0 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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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kDa< 에서 단백질의 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이들 

돌연변이체들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진균 활성이 변하 으며, 단백질 분포

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항진균 활성과 련된 단백질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SAR01, SAR534, SAR535 그리고 SAR536의 세포내 단백질을 물에 녹여 

C. albicans 에 한 항진균 활성 검정 결과, SAR01 야생형 균주  

SAR534 돌연변이 균주만이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다(Fig. 2-A). 이 결과는 

앞선 C. albicans  에 한 항진균 활성 검정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한 

SAR01의 항진균성 물질의 체 는 일부가 단백질임을 시사한다.

SAR01의 항진균 활성 단백질의 분자량을 알아보기 해 분자량별로 분획

하여 C. albicans 에 한 항진균 활성 검정 결과, 50 - 100 kDa 사이의 단

백질 분획에서는 항진균 활성이 없었으며, 3 - 30 kDa 사이의 단백질 분획

에서 강한 활성을 나타냈다(Fig. 2-B). 이를 통해 SAR01의 항진균 활성 단

백질은 3 - 30 kDa사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 생태계의 Streptomyces  sp. 로부터 Pythium ultimum에 한 항진균 

활성을 가진 단백질로 SAP1(41.7 kDa), SAP2(21.7 kDa)  SAP3(18.7 

kDa)가 보고되었으며(Woo 등, 2002), 다른 항진균 단백질로 difencins은 3-5 

kDa사이의 분자량을 가지며, cyclophilin-like protein은 18 kDa의 분자량을 

가진 것으로, 한 LTPs(lipid-transfer proteins)는 8.7 kDa이하의 분자량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Claude, 200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SAR01 균주의 항진균 활성 련 단백질은 주로 25 

k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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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ne dimensional SDS-PAGE of YS1 (lane 1),  Y67 (lane 2) 

and Y25 (lane 3). Alternations in protein profiles are indicated by 

the white arrow. Molecular mass standards in kilodaltons are 

indicated on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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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DS-PAGE patterns of radiation-induced SAR01 mutants 

and SAR01. Nine lanes(1 :  SAR01, 2 :  SAR534, 3 :  SAR536, 4 :  

SAR5112, 5 :  SAR5113, 6 :  SAR5118, 7 :  SAR535, 8 :  SAR5108, 9 

:  SAR5110):  These are protein bands only found at antifungal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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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tifungal activities of intracellular proteins against C. 

albicans. A : Crude proteins from SAR01, SAR534, SAR535 and 

SAR536. B :  Fractionated proteins with different molecular 

weight from SA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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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차원 기 동을 이용한 항진균 활성 련 단백질 분석

  Bacillus circulans의 J5171, J5272  J5274 그리고 Bacillus sp. WJ5의 각

각의 야생형과 항진균 활성 결핍 돌연변이의 세포내 단백질의 변화양상을 이

차원 기 동으로 분석한 결과, 야생형균주에만 발 되는 단백질들은 항진균

활성과 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단백질들은 pI 값(5.22-6.17)에 넓게 분

포되어있다. J5171에서는 14.6-42 kDa 사이에 존재하고 서로 다르게 발 되

는 4개의 spot을 확인하 고(Fig. 3, table 2), J5272에서는 12.9-28.1 kDa 사

이에 존재하고 3개의 spot을 확인하 고(Fig. 4, Table 2), J5274에서는 

11.1-20.5 kDa 사이에 존재하며 3개의 spot을 확인하 고(Fig. 5, table 2), 

WJ5에서는 12.2-72.1 kDa 사이에 존재하는 15개의 spot을 확인하 다(Fig. 6, 

table 2). Bacillus coagulans에 의해 생산되는 plasmid-linked antimicrobial 

peptide로 coagulin이 보고되었으며(Hyronimis 등, 1998), Bacillus subtilis에 의해

서 생산되는 antimicrobial peptide로 subtilin(3.3 kDa)과 subtilosin이 있고 

subtilin은 linear lantibiotic의 하나이고 subtilosin은 cyclic bacteriocin으로 보고

되었다(Zheng 등, 1999). 본 연구결과로 볼 때 Bacillus sp.는 11.1-72.1 kDa의 분

자량 범 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항진균 활성 단백질이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urkholderia gladioli K4와 항진균 활성 스펙트럼에 큰 변화를 보인 

K406M 돌연변이 균주의 세포내 단백질의 변화양상을 비교하 다. 이차원 

기 동 결과, 3개의 차이나는 spot을 확인하 다(Fig. 7, Table 2). 3 종은 

pI4.80-5.33 부근에서 주로 존재하 으며, K4의 3 종 단백질 spot들은 

11.1-14.9 kDa의 분자량 범 에 있었다. Thomashow 연구 (1990)은 유 공

학기법을 도입하여 phenazine계 항생제 생산과 련된 Pseudomonas sp.의 

유 자 발 을 극 화시킴으로써 의 뿌리 썩음병 방제효과의 불규칙성을 

극복하는데 성공하 고(Hara 등, 1994; Gueldner 등, 1988), 한 최근에는 

Pseudomonas가 생산하는 항진균 물질인 pyrrolnitrin의 합성유 자인  

ORF1(98.6 kDa), ORF2(65.0 kDa)  ORF3 (102.1 kDa)의 특성들이 규명되

고 있다(Hammer 등, 1997). 본 연구결과 조군과 다른 3 종의 단백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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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밝 진 물질들과는 다른 물질일 것으로 사료되나 항진균 활성과는 직, 간

으로 련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의 분석은 항진균 활성기작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Streptomyces  sp. SAR01과 항진균 활성 스펙트럼에 큰 변화를 보인 

SAR535 돌연변이 균주의 세포내 단백질의 변화양상을 비교하 다. 이차원 

기 동 결과, 6개의 차이나는 spot을 확인하 다(Fig. 8, Table 2). 이들 6 

종 단백질들은 pI 값에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그  4 종은 pI 

4.33-4.83 부근에서 주로 존재하 으며, SAR01의 5 종 단백질 spot들은 

15-20 kDa의 분자량 범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생태계의 

Streptomyces sp. 로부터 SAP1(41.7 kDa), SAP2(21.7 kDa)  SAP3(18.7 kDa)

이 3개의 복합체로 된 160 kDa의 항진균 단백질인 SAP를 분리하 고(Woo 등, 

2002), Streptomyces grisens  와 Streptomyces anreofaciens  에서 항진균 활

성을 갖는 rutamycin을 정제해 냈다(White 등, 1997). 한 S. grisens  에서 

식물의 family 19 chitinase의 하나인 세균성 chitinase C(ChiC)가 발견되어 

직, 간 인 항진균 활성과의 련을 구조  측면에서 고찰하 다(Itoh 등, 

2002). SAR01에서만 발 되는 5 종의 단백질 1, 2, 3, 4  6들은 SAP1과 

SAP3와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항진균 련 단백질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야생형균주에서만 발 되는 총 34 종의 단백질들은 

pI4.26-6.17사이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25 kDa 이하의 비교  분자량의 

것이 17종으로 이들 단백질들은 항진균 활성에 깊게 련될 것으로 사료된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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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2-D electrophoresis patterns of intracellular 

proteins between J5171(AF+) and J5171M(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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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2-D electrophoresis patterns of intracellular 

proteins between J5272(AF+) and J527259(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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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2-D electrophoresis patterns of intracellular 

proteins between J5274(AF+) and J5274s2(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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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2-D electrophoresis patterns of intracellular 

proteins between WJ5(AF+) and WJ5-m12(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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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2-D electrophoresis patterns of intracellular 

proteins between K4(AF+) and K406M(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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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2-D electrophoresis patterns of intracellular 

proteins between SAR01(AF+) and SAR53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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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newly induced and increased proteins in 

wild type strain

Strain Spot No. pI M.W

J5171      1 5.76 14.6

     2 5.56 18.6

     3 5.22 42.0

     4 5.93 39.0

J5272      1 6.00 12.9

     2 6.10 28.1

     3 5.63 27.3

J5274      1 5.32 11.1

     2 6.13 20.5

     3 5.33 15.0

WJ5      1 6.17 57.7

     2 6.11 44.9

     3 6.01 32.0

     4 5.83 67.3

     5 5.55 58.7

     6 5.48 72.1

     7 5.50 48.7

     8 5.58 43.6

     9 5.56 25.8

    10 5.77 21.0

    11 5.65 12.2

    12 5.99 55.8

    13 6.04 61.5

    14 5.75 53.0

    15 5.77 57.7

K4      1 4.80 11.1

     2 5.17 13.2

     3 5.33 14.9

SAR01      1 4.26 19.7

     2 4.45 21.1

     3 4.78 20.0

     4 5.23 18.9

     5 4.41 10.0

     6 4.27 16.7



- 109 -

3-3. 항진균 활성 련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야생형인 Burkholderia gladioli K4 균주에 존재하는 3 종의 단백질과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 존재하는 5 종의 단백질을 그리고 Bacillus 

lentimorbus  WJ5 균주에 존재하는 5 종의 단백질을 회수하여 아미노산 서열

을 분석한 결과, B. gladioli K4 균주에 존재하는 3 종의 단백질 에 2 종

이 hyphothetical protein, eotaxin과 각각 64%, 92%의 유사성을 보 고,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 존재하는 6 종의 단백질 에 5 종은 S. 

coelicolor 로부터 유래한 단백질인 heat shock protein 70(HSP70), 

Fe-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 II(Fe-SODII), ribosome recycling 

factor(RRF), 10 kD chaperonin(GroES)  inorganic pyrophosphatase 

(PPAse)와 각각 75%, 93%, 100%, 96%  83%의 유사성을 보 다. 그리고, 

B. lentimorbus sp. WJ5에 존재하는 5 종의 단백질 에 3 종이 

Mn-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SODA), Catalase HPII 그리고 

hyphothetical protein과 각각 87%, 72% 그리고 80%의 유사성을 보 다

(Table 3).

   Burkholderia gladioli K4 균주에 존재하는 spot 2의 eotaxin 단백질은 

bacteria에서는 미보고된 것으로 동물에서 CC chemokine의 subfamily이다. 

Chemokine은 작고(5-20 kDa) 염기성이며 아미노산 서열에서 20-70% 유사

성을 가지는 heparin binding 단백질들이다. Intramolecular disulphide bridge

를 형성함으로서 peptide folding이 안정화되고 특정한 receptors에 binding하

며 기능  활성을 가진다(Els 등, 1999). 한 면역체계에서 cRNA, virus를 

인지하여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 이것으로 볼 때 K4균주의 eotaxin 역시 다

른 미생물을 인지하며, 균주의 항진균 활성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 존재하는 spot 1의 HSP70 단백질은 

heat shock과 같은 stress 자극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

며 체내에 농축이 되면 세포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keyama 

등, 2001). HSP70 계열의 chaperon은 folding되지 않았거나 일부 folding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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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에 결합하여 misfolding이나 뭉치는 것을 방지한다. 한 multi protein 

structure의 구조를 만들거나 해제하여 막을 통한 단백질의 이동에 필수 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owada 등, 1995; Jaattela 1999; Han 

등, 2001). Spot 3의 Fe-SODII는 superoxide radical을 H2O와 O2로 매작용

하여 모든 호기성 생물의 산소독성에 한 방어 기능을 제공한다(Fridovich, 

1995; Chung 등, 1999). Fe-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는 세균과 미토

콘트리아에서 발견되나, 주로 원핵생물의 세포질이나 원시 진핵생물과 일부 

녹색식물에서 발견된다(Kang 등, 1998; Fridovich 1978). Spot 4의 ribosome 

recycling factor(RRF)는 단백질 합성시, elongation factor와 함께 단백질 

folding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osi 등, 1998; Ryoji 등, 1981). 

Spot 5의 10 kDa의 chaperonin인 GroES는 진핵생물과 여러 속의 세균에서 

발견되는 진화 으로 보존 인 heat shock 단백질의 일원으로서 주로 단백

질의 folding과 assembly를 진하며, Mycobacterium tuberculosis 에서의 

실험결과에서 사 조 자로서 작용하는 도 보고되고 있다(Legnema 등, 

1996). 한 GroES는 mycobacteria에 의해 량으로 분비되며 

immunodominant antigen으로 보고되었다(Cobb 등, 1999). Spot 6의 PPAse

는 이인산에서 일인산으로의 가수분해를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효소는 매시, 2가 속이온을 필요로 하며 Mg
2+ 이온과는 매우 높은 활성

을 갖는다. 식물이나 일부 세균에는 수용성의 PPAse와 막결합성의 PPAse가 

존재하며 양방향의 양성자펌  기능이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vua 

등, 1999; Shintani 등, 1998; Shimizu 등, 1997). 본 연구에서 분석된 5 종의 

단백질 , HSP70, RRF 그리고 GroES 3 종의 단백질이 folding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Streptomyces sp. SAR01의 항진균 활성은 이들

에 의한 단백질 folding과 매우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 lentimorbus  WJ5 균주에 존재하는 5 종의 단백질  spot 2의 SODA

는 DNA와 상호 작용하는 부 나 세포질에 존재하며, DNA와 단백질의 산화

를 보호하며, 환경스트 스에 한 항성을 유도하며, 포자형성에도 여한

다(Inaoka 등, 1998). spot 6의 Catalase HPII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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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여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며, pH9의 염기성 조건과 60℃의 고온에 

한 항을 보이게 해 다. 한 효소를 고정하여 고온  고염에서도 그 활

성을 유지시켜 다(Paar 등, 2001).  B. lentimorbus WJ5 균주의 경우 항진

균 활성 기작은 외부환경의 인식  세포의 안정성이 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이상의 결과에서 세균의 항진균 활성은 병원성 세균을 인식하는 과정  

단백질의 folding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과정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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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Terminal sequences of proteins found only in wild type 

strain fractions of SAR01, K4 and WJ5.

HSP70: Heat shock protein 70, Fe-SODII: Fe-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 II,

RRF: Ribosome recycling factor, PPAse: Inorganic pyrophosphatase, NS: not sequenced.

Strain Spot No.  N-Terminal sequence
BLAST X

search

  % 

Similarity

1 AKILFMFQLTGLPPAXGGVXQDX HSP70 75

3 ALYTLPELPYDYAALLPVIIXEEIXL Fe-SODII 93

SAR01 4
MIEETLLEAEEKMEKAVLVAKEDFA

AIRTGRAHPA
RRF 100

5
TTTSSKVAIKPLEDRIVVSPLDAEQT

TA
GroES 96

6 MEFDVXIEIPKG PPAse 83

1   MYQRIFVAVDGSETSRHAFDSAL hypothetical 
protein 64

K4 2 NLANRKIPGQKLES
Eotaxin
precursor 92

3 MEKGIVVVDESLPDGXXANILXAIL unknown -

2 AYTLPKLSYAYDALEPHIDAGTMET SODA 87

5 SLA unknown -

WJ5 6 GIRERQVEQILANIDLDLARQV Catalase HPII 72

7 RLINYEGKSHFVKFH hypothetical 
protein 80

8 STIASIXQXEIL unkn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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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항진균 련 유 자의 클로닝  항진균 활성 검사

   항진균 활성 단백질들은 Ancovenin(2 kDa), Cinnamycin(2 kDa) 그리고 

Lactococcin A(5.8 kDa) 등 10 k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진 것이 부분이다

(Juan 등, 2001). 그래서 본 실험에서도 와 유사한 분자량을 가진 단백질로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서 GroES(spot No. 1; MW 10 kDa, pI4.5)

와  Burkholderia gladioli K4 균주에 존재하는 eotaxin precursor(spot No. 

1; MW 13.2 kDa, pI5.17)의 항진균 활성을 확인하기 해 유 자 클로닝을 

하 다. GroES는 단백질 생성시 요한 역할을 하며, immunodominant 

antigen으로도 알려져 있어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의 항진균 활성과

도 깊은 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Cobb 등, 1999). 클로닝한 DNA의 

염기서열 분석결과, NCBI의 BLAST로부터 검색한 groES의 서열과 일부 염

기의 차이만 있을 뿐 95%의 상동성을 보 다(Fig. 9).

   groES와 eotaxin precursor를 pQE30 vector에 클로닝하여(p30GS) E. 

coli M15 에서 형질발  시킨 결과 IPTG 처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 발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 11). E. coli M15 형질 환체의 C. 

albicans 에 한 항진균 활성 실험은 세  주기를 고려하여 C. albicans 에 

해 E. coli를 100배 희석하여 처리하 다. E. coli M15는 C. albicans  에 

한 11%의 생장억제효과를 보 으나, E. coli M15 형질 환체의 경우 

GroES를 과 발  시킨 결과 54%의 생장억제효과를 보 다. 한 GroES가 

과 발 시 C. albicans  가 분열되지 않고 침 되는 상을 보 으나 사멸세

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eotaxin precursor를 과 발 시 조군과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SAP와 Magainin 등과 같은 항진균 활성을 가진 단백

질들은 그 자체만으로 병원성미생물을 사멸시키고, 한 간 으로 host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다른 미생물들로부터 host를 보호한다(Woo 등, 

2002; Zasloff, 2002). 본 실험결과는 빠른 세 주기를 가진 E. coli  M15 에 

의한 C. albicans 의 생육 하효과와 함께 GroES에 의한 생장 해가 상조

으로 나타난 결과라 보여지며, 사멸세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직 인 항진

균 활성보다는 간 인 항진균 활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GroES의 간

인 항진균 활성을 확인하기 해 GroES의 발 이 되지 않는 항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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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결핍 돌연변이체인 SAR535에 p30GS를 형질 환시킨 결과 이차원 

기 동상에서 단백질 발 이 확인되었다(Fig. 12). 한 이 유 자를 복원시

킨 SAR535 형질 환체에서의 경우 야생형 균주와 비슷한 항진균활성을 보

다(Fig. 13). GroES가 생장면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E. coli를 이용한 실험 결과로 볼 때 돌연변이체의 생장력의 회복이나 증

가로 인한 결과보다 GroES의 간  효과로 인해 항진균활성이 회복된 것

으로 사료된다. 한, GroES의 주된 역할이 단백질로의 이 과정인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나, Mycobacterium tuberculosis  에서의 실험결과에서 사 

조 자로서 작용하는 도 보고되고 있다(Legname 등, 1996). 이상의 결과로 

볼 때, groES가 Streptomyces sp. SAR01의 항진균 활성 기작에 직간

으로 련된 유 자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백질과 유 자의 양방향에서의 연구결과 모두 GroES가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의 항진균 활성 기작에 여함을 확인하 다(Fig. 8, 13). 지

까지 보고된 항진균 활성을 갖는 단백질들은 직 으로 항진균 활성을 

갖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밝 진 GroES의 경우 일반 으로 단백질의 

folding등 이과정에 여한다(Guhr 등, 2002; Han 등, 2001). 다른 유 자

의 사조 자로의 기능은 일부 알려져 있으나(Legname 등, 1996),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서의 GroES에 의한 단백질의 folding이나 

GroES 의존성 유 자가 항진균 활성과 련이 있다는 최 의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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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ultiple DNA sequence alignments of the groES 

(Chaperonin cpn 10, gi:491946) of Streptomyces coelicolor  and 

Spot No. 1 of Streptomyces sp. SAR01.  The different bases are 

shown by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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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ression of groES  of  Streptomyces sp. SAR01 in E. coli  

M15 as a function of the period of IPTG treatment. 

SDS-PAGE(13% acrylamide gel,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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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pression of eotaxin precursor of Burkholderia gladioli 

K4 in E. coli  M15 as a function of IPTG treatment. 

SDS-PAGE(13% acrylamide gel,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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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olypeptide profiles of SAR535 and SAR535-52. After 

IEF(pI4.0-5.0,  15 ㎝ height) and SDS-PAGE(13% acrylamide gel,  

15 ㎝ × 16 ㎝), gel was stained by 0.2% silver nitrate. 

SAR535-52 is a transformant of cloned groES  into SAR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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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ntifungal activities of SAR535 transformants against C. 

albicans.  After transformation of pQE30 including groES  into 

Streptomyces  sp. SAR535, antifungal activity was observed on 

the lawn of C. albicans. SAR535-51, SAR535-52, SAR535-53 and 

SAR535-54 are transformants of cloned g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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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진균 활성 물질 분리  구조 분석

1. 서론

   시설원 를 기술 집약 이면서 환경보 형 농업으로 육성하기 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시설 하우스내의 환경은 기존의 농업환

경에 비해 더욱 집약 이며, 그 생태 , 재배  환경이 크게 다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의한 병해충 발생이 심한 반면 폐된 공간에서의 농약살포

로 인한 작업환경의 열악성과 다량의 시비와 고온에 의한 염류집  등 재배

환경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시설원 의 안정 이고 지속 인 생산기반의 

확립을 해서는 이러한 시설내의 특수환경에 합한 최 의 병해충 종합방

제 system개발과 표 화를 통해 농약사용을 최 화 내지 최소화함으로서 시

한 시  요구인 작업환경 공해  오염 방지의 안 한 농산물의 생산을 

가능  할 것이다 (Seol 등, 1996). 이와 같은 문제 의 해결 방안으로 시설내 

토양으로부터 주요 식물병원균인 Phytophthora capsici(역병), Botrytis 

cinerea(잿빛곰팡이병), Pythium ultimum,  Rhizoctonia solani, Fusarium 

oxysporum(토양병원균)에 길항력을 가지는 길항균을 분리하여 식물병원균의 

방제를 한 생물제어제로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Kim 등, 1993; Mertely 

등, 2002; Bianchi 등, 1997). 생물방제법에는 미생물을 직  이용하는 방법

(Biocontrol agent)  미생물이 생성하는 사산물을 농약으로 이용하는 방

법(Microbial secondary metabolite)이 있다. 특히 미생물의 2차 사산물을 

농약으로 이용하는 농업용 항생물질의 개발에 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1950년  반에 Blasticidin S의 개발을 시작으로 속히 진 을 보이며, 

Kasugamycin, Polyoxin, Validamycin, Penicillin 등의 항생물질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었다 (Takeuchi 등, 1958; Umezawa 등, 1965; Isono 등, 1965; 

Iwasa 등, 1971; Brown 등, 1944)

   Blacticidin S는 일 이 벼도열병용 항생제 농약으로서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항생물질은 방선균 Streptomyces griseochromogenes에서 

의하여 생산되는 약 염기성 물질로서 분자 에 cytosine을 함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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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작용도 나타나는 물질로서 생체내에서는 단백질 합성과정  

ribosome상에서의 peptide형성에 있어 아미노산의 이를 해하는 것으로 

밝 졌다 (Bae, 1978; Skerman 등, 1980). 한편 Kasugamycin은 

Streptomyces kasugaensis에서 생산되는 수용성 염기성의 aminoglycoside항

생물질로서 벼도열병에 효과를 나타낸다 (Oh, 1992; Kim 등, 1995). 이 항생

물질은 in vitro에서는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나, 실제 포장시험에서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항생물질은 의약용으로도 항균력이 

있으나 신장에 부작용이 있어 실용화되지 않았다. 그밖에 Polyoxin은 St. 

cacaoi var. asoensis가 생성하는 항생물질로서 핵산계 구조를 지니며 A에서 

M까지의 13개의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작용기작은 곰팡이 세포벽의 특

유성분인 chitin의 생합성을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곰팡이

인 Penicillium natatum으로부터 penicillin이 발견되었으며, 세균인 Bacillus 

subtilis로부터는 Iturin계 항진균제들이 밝 졌는데 이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phospholipid와 작용하여 세포막의 구조와 물리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세

포막을 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yoo 등, 1996). 항생물질은 미생물의 

발육 혹은 증식을 해함으로써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지한다. 항생

물질은 병원성 미생물의 단백질 합성, DNA 합성, 세포벽 합성, 에 지 사 

등의 생명 유지를 한 필수 인 사를 해한다. 이와 같은 항생물질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기 한 재료로서는 세균(Bacteria), 곰팡이(Fungi), 방

선균(Actinomycetes)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선균이 차지하는 비 은 아

주 크다 (Berdy, 1989).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  방제 연구는 1990년  부터 많은 

종류의 세균과 곰팡이를 이용한 식물병원성 진균류 제어연구들이 많이 진

행되어오고 있다. 재까지 알려진 미생물 살균제제의 부분은  

Pseudomonas, Bacillus, Streptomyces, Agrobacterium, Burkholderia  등

의 세균과 Trichoderma, Gilocladium, Fusarium과 같은 진균으로부터 유

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Fravel 등, 1998). 재 40여개에 달하는 미생물 

살균제가 등록된 상태이며 (Fravel 등, 1998; Lumsden 등, 1995) 그들 부

분이 제품들은 토양 염성 Fusarium, Pythium, Rhizoctonia, Sclerot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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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phthora  등과 같은 식물병원성진균류의 방제용으로 상용되는 제품으로 

시장 유율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들 미생물들은 식물병원성 곰팡이들에 하여 길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각종 사산물과 세포벽 분해효소들이 병원균에 해 길항

작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병원균이 근할 수 없도록 미리 식

물 표면을 유하여 새로운 장벽을 형성하거나 필수 양물질을 먼  섭취

함으로써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할 수도 있다. B. subtilis의 경우, iturin 계열

의 항생물질이 복숭아 brown rot의 병원균인 Monilinia fructicola을 억제하

다는 보고와 B. subtilis  NB22를 분리하여 그 활성 물질의 성분이 iturin계 

물질임이 증명되었다(Phae 등, 1990). Pseudomonas의 경우, 에 뿌리병을 

일으키는 Gaeumannomyces graminis var. tritici에 강력한 길항작용을 보이

는 P. fluorescens을 토양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하 고 (Weller, 1988; Cook, 

1992; Weller 등, 1986), phenazine계 (Keel 등, 1992; Thomashow 등, 1990) 

 2,4-diacetylphloroglucinol이란 항생물질이 의 뿌리썩음병 방제에 효과

를 보이는 요인임이 밝 졌다 (Keel 등, 1992). Trichoderma의 경우, 키틴을 

분해하는 chitinase을 생산하여 체외로 분비함으로써 병원성 진균의 세포벽

을 분해함으로써 병원성 진균의 방제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외에 최근 Myxobacteria에서 발견된 soraphen 화합물의 우수한 항진

균 활성으로 인해 진균류의 acetyl-CoA carboxylase가 새로운 살균제 탐색

의 상이 되고 있으며 (Gerth 등, 1994) tubulin (Butters 등, 1995), 미토콘

트리아의 호흡 (Anke 등, 1977), 포도당 수송과 연 된 인산화 (Arima 등, 

1965) 등을 억제하는 화합물에 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병원균에 한 방어

기작으로 식물체가 생성하는 chitinase(PR-3) osmotin(PR-5) 등의 PR 단백

질 (Lorito 등, 1996; Yun 등, 1997)을 비롯한 식물체 유래 항진균 단백질 

(Mauch 등, 1988)에 한 심 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균물질을 생산하는 Bacillus species에는 B. subtilis, B. thuringiensis, B. 

stearothermophilus, B. licheniformis, B. megaterium, B. cereus  B. 

coagulans  등이 알려졌다 (Marrec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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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리한 항진균 세균  Bacillus  species들로부터 항

진균 활성 물질을 분리하고, 그 특성  구조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재료  방법

2-1. 항진균 물질의 분리  항진균 활성

  각 분리 균주  돌연변이 균주를 37℃에서 5일간 NB 배지에서 각 500 

㎖씩 배양한 후, 각각의 배양액을 100 ㎖ 취하여 동량의 butanol  ethyl 

acetate(EtOAC)를 처리한 후 overnight하 다. 활성법에 따라 물층, butanol

층, EtOAC층을 감압농축하여 추출하 다. 물층에서 농축된 물질은 물에 녹

인 후, 다른 두 유기용매층에서 농축된 물질은 methanol에 녹인 후, 각 50 

㎕를 Paper disc 종 방법으로 C. albicans에 한 항진균 활성을 측정하

다.

2-2. Bacillus lentimorbus  WJ5의 항진균 활성 물질 특징 분석

  항진균 활성 세균인 Bacillus lentimorbus  WJ5와 항진균 활성 결여 돌연

변이체인 B. lentimorbus  WJ5-m12를 발효기를 이용하여 37℃, 5일간 NB 

배지 9 ℓ에서 호기  조건으로 배양한 후 7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배양

액만을 분리하 다. 분리된 배양액을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methanol 순으로 각 1 ℓ씩의 용매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한 

후 각 20 ㎖로 농축하 다. 1차로 농축액 각 100 ㎕를 Paper disc 종 방법

으로 C. albicans에 한 항진균 활성을 측정하 다. 다음으로 식물 병원성 

진균인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를 상으로 농축액 각 100 ㎕를 

Paper disc에 종하여 항진균 활성을 검사하 다. 항진균 활성 물질의 분석

은 TLC(thin layer chromatography)를 methanol과 ethyl acetate의 비를 조

정하여 수행 후, Alternaria alternata KACC 40020를 PDA top agar 배지에 

섞어 분사하여, 25℃ 3일간 배양한 후  항진균 활성을 보이는 bend로 악하

다. 항진균 물질의 생성조건을 알아보기 해 C. gloeosporioides와 항

진균  그 돌연변이 균주를 치배양한 후 1일과 5일째의 배양액에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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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분리하 다(Fig. 1). 치배양시 항진균과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직

인 을 막기 해 0.2㎛ 필터를 이용하 으며, C. gloeosporioides는 포자

를 회수하여 종하 다. 항진균 활성 물질의 분리는 1차로 silica gel을 이용

한 칼럼 크로마토그라피(3×30㎝)를 수행하 다. silica gel은  n-hexane으로 

충 하 으며, 분획은 먼  n-hexane으로 시료로부터 완  비극성 물질을 

제거한 후 ethyl acetate부터 시작하여 methanol의 비를 높여가며 수행하

다. 이후 TLC로 순수 분리한 후 NMR과 IR  tandem MS 분석을 통하여 

구조동정을 하 다. TLC는 ethyl acetate와 methanol의 비를 조정하여 분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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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cultured antifungal bacteria and plant pathogenic f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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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항진균 물질의 분리  특성

   항진균성 물질은 크게 배양상등액의 butanol 추출 물질, ethyl acetate 추

출 물질, 수용성 물질의 3가지 분획으로 확인하 다. Butanol 추출 분획에서

는 K1과 K1-1004 균주와 YS1, YS1-1001 균주만이 항진균 활성이 나타났으

나 항진균 활성은 미미하 다(Fig. 2). K1-1001과 YS1-1006은 butanol 추출 

분획에서 항진균 활성을 잃은 돌연변이체로 확인되었다. YS1-1006 균주는 

야생형 균주인 YS1과는 달리 단백질과 부탄올 추출 분획에서 항진균 활성을 

잃은 돌연변이균주로 항진균 물질 정제  구조분석에 한 조균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 Ethyl acetete로 추출하여 감압농축한 물

질 분획에서는 분리 균주 모두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으며, 이  미미한 항

진균 활성을 보인 K1균주와 K4 균주와는 달리 다른 항진균 세균, 즉 YS1 

귲주와 K3, YS1과 K1 균주의 돌연변이 균주에서 높은 항진균 활성이 나타

났다(Fig. 3). K3 균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으며 돌연변이 균주들은 

야생형인 K1과 YS1 균주에 비해 항진균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Bacillus subtilis로부터 bacteriocin인 subtilin과 subtilosin이 분리 동정된

바있다. Subtilin은 선형의 lantibiotics이며, subtilosin은 cyclic bacteriocin으

로 생리 으로 후 사 변화들을 거처 classⅠ이나 classⅡ의 bacteriocin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펩티드성의 항균 물질로 추출 후 농축은 극성용매인 5 

mM NH4HCO3-2-propanol을 이용한다 (Marrec 등, 2000). 

   이러한 용매 추출에 의한 비단백질 분획 물질의 항진균 결과를 종합해보

면, 비단백질성 항진균 단백질은 지용성이며 특히 ethyl acetate 층에서 분리

된 항진균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fat나 wax 등의 성지방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Fried와 Sherm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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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tivities of antifungal substances extracted with butanol 

against  C.  albicans. The supernatant fluid of 100 ml was 

extracted with butanol and then concentrated in a rotary vaccum 

evaporator. 50 ㎕ of each concentrated fraction was used as 

antifung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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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tivities of antifungal substances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against C. albicans. The supernatant fluid of 100 ml was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and then concentrated in a rotary 

vaccum evaporator. 50 ㎕ of each concentrated fraction was used 

as antifung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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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acillus lentimorbus  WJ5의 항진균 활성 물질 분리

   Bacillus lentimorbus  WJ5의 배양액의 용매별 물질 분리 후 항진균 활성 

검사 결과 chloroform  ethyl acetate 분리액에서만 항진균 활성을 보 으

며, 나머지 분획에서는 항진균 활성이 없었다(Fig. 4). 이는 물질이 비교  

비극성 물질로 물에 용해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B. lentimorbus  WJ5와 

항진균 활성 결여 돌연변이체인 B. lentimorbus  WJ5m12의 배양액을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야생형 균주인 B. lentimorbus  

WJ5보다 돌연변이체 균주에서 높은 항진균 활성을 보 으며, 한 야생형 

균주 자체에도 생장억제 효과를 보 다(Fig. 5). 이 결과는 추출액에 

endotoxin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돌연변이체의 경우 외부 병원성 미

생물을 인식하는 부 와 endotoxin의 제어 기작이 괴되어 배양 기부터 계

속 으로 endotoxin을 분비하며, 이 분비물이 농축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물질을 알아보기 해 ethyl acetate와 methanol의 비를 10:1로 하여 

TLC를 한 후 Alternaria alternata 로 항진균 활성을 검사한 결과 Rf값이 

0.8인 벤드가 항진균 활성을 보이는 물질임을 알 수 있어 비극성 잔기를 가

진 낮은 극성 물질일 것으로 사료된다(Fig. 6).

    Gram-positive bacteria들이 생성하는 bacteriocin들은 리보솜에서 생성

되는 항균성 polypeptide들이다. 이들 bacteriocin들은 세균의 세포막에 존재

하는 양이온 부 를 인식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동물이나 식물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로 발견된 bacteriocin은 1925년 Andre Gratia가 분

리한 colicinⅤ로 열에 안정하며, 펩티드성 물질이다 (Juan, 2001). B. 

amyloliquefacience로부터 Rhizoctonia solani에 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는 

물질인 iturin A를 분리하 다 (Yu 등, 2002). Iturin A는 펩티드성 항균 물

질로 60-70% metanol에 용해되는 극성의 물질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분리한 항진균 물질은 기존에 알려진 

극성의 펩티드성의 항균 물질인 bacteriocin과는 비극성 잔기를 가진 화합물

로 보고되지 않은 화합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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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tifungal activities of fractionation materials from Bacillus 

lentimorbus  WJ5 against C. alb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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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tifungal activities of fractionation materials against C. 

albicans,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and Bacillus lentimorbus  

W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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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tifungal activities of fractionation materials from Bacillus 

lentimorbus  WJ5m12 against Alternaria alter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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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acillus lentimorbus  WJ5의 항진균 활성 물질 특성

   

   항진균 세균인 B. lentimorbus  WJ5  항진균 활성 결여 돌연변이체인 

B. lentimorbus  WJ5-m12와 식물 병원성 곰팡이인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를 치배양한 후 1일째와 5일째의 배양액을 ethyl acetate로 

추출한 후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1일 배양 후 추출액에서 보다 5일 배양 후 

추출에서 높은 항진균 활성을 보여, 항진균 활성 물질의 생성이 1일 이후에

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항진균을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와는 달리 야생형 균주에서 강한 활성을 보 다(Fig. 7). 이는 치배양시 

야생형 균주는 돌연변이체 보다 앞서 병원성 곰팡이를 인식하고, 항진균 활

성 물질을 분비한 결과로 사료된다.이 결과로 볼 때 B. lentimorbus  WJ5가 

분비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은 최소 2가지 이상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

진균 활성 물질을 알아보기 해 ethyl acetate와 methanol의 비를 10:1로 하

여 TLC를 한 후 Alternaria alternata로 항진균 활성을 검사한 결과 Rf값이 

0.8인 벤드와 시작 에서  항진균 활성을 보 다(Fig. 8). 이 결과로 볼 때, 

B. lentimorbus  WJ5는 병원성 곰팡이를 인식 후 생성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

과 개체군의 조 을 해 생성하는 항생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특징은 극성 잔기를 가지고 있는 극성이 높은 물질과 비극성 잔기를 가

진 낮은 극성의 물질 두 가지를 분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비극성 잔

기를 가진 화합물은 기존에 알려진 bacteriocin들과는 다른 화합물일 것으로 

사료되며, 극성 잔기를 가진 화합물의 경우 bacterriocin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thyl acetate와 methanol의 비를 조 하여 칼럼 크로마토그라피로 추출

액을 분획한 후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각각 No. 9 와 No. 27의 분획층에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분획 No. 9의 경우 chloroform에 녹으며, 물이나 

methanol에는 녹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주 비극성의 물질로 사료되며, No. 

27의 경우 methanol에 녹으며, ethyl acetate에는 녹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

교  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두 물질은 다시 TLC를 통하여 순수

분리하 으며, IR, 1H-NMR, 13C-NMR  tandem MS로 구조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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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tifungal activities of fractionation materials from Bacillus 

lentimorbus  WJ5 and B. lentimorbus  WJ5m12 against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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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tifungal activities of fractionation materials and Bacillus 

lentimorbus  WJ5 and B. lentimorbus  WJ5m12 against Alternaria 

alternata.



- 136 -

3-4. Bacillus lentimorbus  WJ5의 항진균 물질의 구조 악

    분획 No. 9의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C. albicans, A. alternata  C. 

gloeosporioides 모두에 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B. 

lentimorbus  WJ5에 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어, 세균  곰팡이에 한 

넓은 항균 활성을 보 다. 이것으로 볼 때 분획 No.9는 B. lentimorbus WJ5

의 개체군 조 에 이용되는 endotoxin으로 사료되며, 외부 세균  곰팡이에 

한 1차 방어수단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6, 8).

   분획 No. 9의 NMR을 통한 구조분석 결과 1H-NMR spectrum에서 7-8 

ppm사이의 피크와 13C-NMR spectrum에서 120-140 ppm의 피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aromatic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13C-NMR spectrum에서 

160-170 ppm사이의 피크로 보아 carbonyl기가 존재한다. 1H-NMR spectrum

에서 7-8 ppm 사이의 피크가 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피크는 형

인 칭구조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4-5 ppm 사이의 피크가 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benzen 고리에 carboxyl기가 붙어 있고, carboxyl 

말단에 CH2가 붙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DEPT135 분석 결과 4차 탄소가 

2개 존재하며, -CH2기가 5개 있고 -CH 혹은 -CH3기가 6개 존재하는 것으

로 명되었다(Fig. 10). 한 암모늄 그룹과 hydroxyl 그룹은 존재하지 않아 

완  비극성물질로 사료된다(Fig. 9, 10). IR 분석결과 1000 이하의 흡 도를 

갖는 복잡한 피크로 보아 aromatic 고리와 alkyl기가 존재하며, 3000 부근의 

흡 도 피크로 볼 때 carbonyl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500부근

의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hydroxyl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Fig. 11). Tandem MS 분석결과 분자량은 391로 나타났다(Fig. 

12).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분획 No. 9의 경우 비교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

으며, carboxyl기에 alkyl 그룹이 붙은 benzenoid 계열의 물질로 사료된다 

(Fig. 13).

  Benzene 고리를 가진 살균제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① 비침투성 살균제

인 염소치환 방향족 살균제는 주로 토양이나 종자처리제로 사용된다. 여기

에는 Rhizoctonia  sp. 방제에 효과 인 PCNB(pentachloronitrobenzene),  

Botrytis cinerea  방제에 사용되는 Tecnazene,  범 한 생물학  작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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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만, 사람에 한 독성이 낮으며, 포자 발아의 해에 효과 인

Dichlone가 있다. ② 침투성 유기 살균제는  자낭균, 담자균  불완 균 등

에 유용한 Benzimidazole과 흰가루병 방제용으로 benomyl  노균병 방제용

으로 carbendazim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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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proton NMR spectrum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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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13C spectrum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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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infrared spectrum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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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N a +  - H +

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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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tandem mass spectrum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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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structure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9 (benzenoi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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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획 No. 27의 NMR을 통한 구조분석 결과 1H-NMR spectrum에서 

3.5-4.5 ppm사이의 피크와 4.8 - 5.0 ppm사이에의 hydroxyl 그룹 피크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아 당을 가지고 있으며, 13C spectrum에서 100-160 ppm사이

의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romatic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여진다. 당에 있는 hydroxyl 그룹으로 인하여 이 물질의 경우 비교  높

은 극성을 띠는 것으로 사료되며, 비교  간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14, 15.). Tandem MS 분석결과 분자량은 369.25로 나타났다

(Fig. 16).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분획 No. 27의 경우 극성 잔기인 당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  큰 분자량을 가진 배당체 화합물로 사료된다(Fig. 17). 

   분획 No. 27의 병원성 곰팡이에 한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C. albicans에 

한 항진균 활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C. gloeosporioides에 해서는 강한 

항진균 활성을 보 다. 이 결과로 볼때 분획 No. 27이 B. lentimorbus WJ5의 

개체군 조 을 해 분비되는 endotoxin이 아닌 병원성 곰팡이와의 상호작용

에 의해 유도되어져 생산된 항진균 활성 물질로 사료된다. 분획 No.27의 

Alternaria alternata에 한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최소 해농도는 100㎍이

하로 보여진다(Fig. 8, 18).

   배당체 그룹을 가진 항생제들은 범 한 항균 활성을 가지나 곰팡이에 

한 활성은 비교  약한 편이다. 배당체로 항균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streptomycin류, neomycin류  kanamycin류 등이 있다 (Martin 1950). 

Streptomycin류는 주로 Streptomyces sp.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L-streptose, N-methyl-L-glucosamine을 구성 단 로 하는 배당체 화합물이

다. Neomycin류는 주로 Streptomyces sp.에 의해 생성되나 Bacillus 

circulans에서도 ribostamycin 과 butirosin(S)의 생성이 보고되었다. 

Neomycin에는 D-ribose와 neosamine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Kanamycin류는 

3개의 당고리를 주 골격으로 하는 항생물질로 kanamycin A가 주성분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분획 No. 27은 유용한 항생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강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므로 농업용 살균제로써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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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proton 1H-NMR spectrum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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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13C-NMR spectrum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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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tandem mass spectrum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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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structure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27 (glycosid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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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ntifungal activities of fraction No. 27 from Bacillus 

lentimorbus  WJ5 against Alternaria alter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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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DNA chip를 이용한 항진균 련 유 자원 연구

1. 서론

  부분의 신농약 연구는 주로 화학 인 합성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어 극심

한 환경오염을 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살균제들은 병균들의 내

성으로 인하여 매년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어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속하게 성장해온 유기합성 농약시장은 최근 Green Round 약 

등 국제 으로 환경오염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

되어 연평균 성장률이 정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최근에는 생물학 인 방법을 이용한 농작물 보호와 증산을 한 생물학  

제재의 상용화에 상당한 심이 집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농약은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 그 축을 이루면

서 매년 크게 발 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농약은 지의 기후풍토

나 토양환경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물체로써 해당 지역 

환경에 따른 활성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나 토

양환경에 맞는 생물농약개발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두되고 있다. 생물농

약, 즉 다양한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길항균주를 이용한 생태학  생물방

제방법에는 진균 외막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한 식물병원균의 세포벽을 분해

시키는 용균작용, 항진균성 항생물질에 의해 직  식물병원균의 생육을 해

시키는 항생작용(antibiosis), 그리고 부분 근권 Pseudomonas  sp.가 분비하

는 철성분 특이 결합물질인 siderophore에 의해 식물병원균의 생육을 해하

는 경쟁  길항작용 (competitive antagonism)을 이용한 방제방법 등이 있다

(Paulitz 등, 1991). 

  지 까지 길항세균을 이용한 생물농약  가장 성공 인 연구개발은 

Agrobaterium radiobacter를 이용한 식물 뿌리의 crown gall 방으로 알려

져 있으며, crown gall은 Agrobacterium tumefaciens에 의해 발생하는 과수 

뿌리병으로 Agrobacterium radiobacter가 생산하는 agrocin이 이들의 침입

을 막을 수 있는 원인물질임이 밝 져, 유 공학 으로 개량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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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bacter를 이용하여 몇 가지 제품이 개발되었다(Fravel 등, 1998). 

  그 외에도 Pseudomonas(Weller 등, 1986; Cook 등, 1992; Hill 등, 1994), 

Bacillus(Lee 등, 2001) 등을 이용한 식물병 방제효과에 한 많은 보고들

이 있다. Pseudomonas를 이용한 식물병 방제효과에 한 연구는 미국 농

무성 워싱턴 주립 학 연구 에 의한 의 뿌리 썩음병 방제연구가 잘 알

려져있다. Weller(1986), Cook(1992)와 Weller  Cook(1986) 등은 10여 년

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의 뿌리에 부착해서 생활하는 근권 미생물로서 

에 뿌리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Gaeumannomyces graminis  var. tritici에 

강력한 길항작용을 보이는 Pseudomonas fluorscens를 토양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하 고, 길항미생물을 의 종자에 처리하여 종하 을 경우, 의 

수확량이 10-20%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의 뿌리썩음병 방제에 효과를 보

이는 요인은 Pseudomonas가 생산하는 phenazine계 항생물질(Keel 등, 

1992; Thomashow 등, 1990)  2,4-diacetylphloro- glucinol이란 항생물질

(Keel 등, 1992)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Thomashow 연구 (1990)은 

유 공학기법을 도입하여 phenazine계 항생제 생산과 련된 

Pseudomonas sp.의 유 자 발 을 극 화시킴으로써 의 뿌리 썩음병 방

제효과의 불규칙성을 극복하는데 성공하 고(Hara 등, 1994; Gueldner 등, 

1988), 최근에는 Pseudomonas가 생산하는 항진균 물질인 pyrrolnitrin  

2,4-diacetylphloroglucinol 합성유 자의 특성들이 규명되고 있다(Hammer 

등, 1997; Hill 등, 1994). 재 등록된 Pseudomonas를 이용한 미생물 살균

제로는 Bio-Save10 /11, Blight BanA506, Conquer, Intercept, Pssor 그리고 

Victus 등이 있다(Fravel 등, 1998).

  Bacillus subtilis를 이용한 미생물제제는  양에서 편재 인 특성, 높은 온

도 내성, 액체 배양 시 빠른 생장, 항성포자의 형성 등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제품의 보 성  량생산 방법에 있어 유리한 이 있어 많은 연

구자들의 심을 모으고 있으며 Saccharomyces cerevisiae  

Lactobacillus  sp. 등과 더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인체  환경

에 무해한 미생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안 하고 환경 친화 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이라 할 수 있다. 재 B. subtili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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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미생물제제는 Epic, Kodiak, System 3 등과 같은 상품명으로 등록

되어 있고, 주로 토양 염성 식물병 방제용 종자처리제나 수확 후, 야채 등

의 부패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Fravel 등, 1998). 항생물질로 

bacillomycin, iturin, mycosubtilin, bacilysin, fengymycin, mycobacillin들과 

siderophores로 2,3-DHBG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병원균에 한 억

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ger 등, 1996).

  한편, 유 자 발  양상을 연구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고 인 방법

(Sambrook 등, 1985)외에 differential display PCR (DD-PCR) (Liang 등, 

1992), serial analysis gene express (SAGE) (Velculesu 등, 1995), 

expressed sequence tags (EST) database comparison (Vasmatzis 등, 1998) 

등이 으며, 이들 방법들은 나름 로 장단 을 지니고 있다. DD-PCR은 차별

으로 발 되는 유 자를 연구하기 한 방법으로 효과 이지만, false 

positive의 문제 이 있으며, SAGE는 세포내에서 발 된 유 자의 개수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하 수 있는 장 을 지닌 반면에 유 자의 발  정도를 

고찰하기 해서 20만개 정도의 SAGE tag의 통계처리를 요하는 단 이 있

다. EST analysis는 차별 으로 조 되는 mRNA의 확인에 사용되는 방법이

지만, 각 유 자 각각에 한 library 제작이 필요하며, library screening 

한 요구되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Schena (1995) 등이 개발한 DNA microarray (Fig. 1)는 특정 세포에서 

발 되는 유 자의 발  양상을 동시 다발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 을 지

닌 기술로서 특이 으로 발 되는 유 자들을 database와 연결하여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 합한 

실험 방법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최근 게놈(genome) 연구의 결실로서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

기까지 게놈 유 자 서열이 밝 지고 있으며, 그 genome 서열이 밝 진 

prokaryote와 eukaryote는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게놈연구는 단지 염기서

열만을 알기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게놈 염기서열 안에 들어 있는 유

자 암호를 얻는 것이 목표이다. 이 게 얻어진 유 자들에 한 단백질들

의 기능을 밝히고 부여하는 작업을 functional genomics라고 한다. 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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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쓰여진 부분의 유 공학 방법들로는 동시에 많은 수의 유 자를 가지

고 실험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post genome 시 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하루에 도 수백개 이상 밝 지는 새로운 

유 정보들이나 모든 유  암호가 밝 진 생물들을 기존의 방법들로 연구한

다는 것은 무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

하여 아주 최근에 개발된 방법 의 하나가 바로 DNA chip을 이용한 유 자 

검색 방법이다.

  DNA chip은 기존의 분자 생물학  지식에 에 엄청난 발 을 한 기계 

 자공학의 기술을 목해서 만들어 졌다. 기계 자동화와 자 제어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게는 수백개부터 많게는 수십만개의 DNA를 아주 작은 공

간에 집어 넣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즉 DNA chip이란 유 자 검색용으로

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DNA를 고 도로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DNA chip이 체 할 수 있는 기존의 표 인 유 공학방법으로는 

Southern과 Northern blot, 돌연변이 검색 그리고 DNA sequencing 등이 있

다. 이와 같은 방법들과 가장 큰 차이 은 동시에 최소한 수백개 이상의 유

자를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다른 은 

Southern이나 Northern blot의 경우 유 물질을 붙이는 매체로 nitrocellulose

막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DNA chip에서는 유리와 같은 고형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DNA chip은 아주 은 양의 유 물질을 고 도로 붙일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수를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DNA chip은 

붙이는 유 물질의 크기에 따라 cDNA chip과 oligonucleotide chip으로 나

어 질 수 있다. 이들 DNA chip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cDNA chip에는 

최소한 500bp 이상의 유 자 (full-length open leading frame 는 EST)가 

붙여져 있고, oligonucleotide chip에는 약 15-25개의 염기들로 이루어진 

oligonucleotide가 붙여져 있다. 

  DNA chip은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  수 있다. 이들의 특

징과 련 정보는 아래 Table 2에 정리하 다. 

  Pin microarray chip은 1995년 미국 Stanford 학의 생화학과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약 2 ~ 3천개의 유 자를 약 1 ㎝2 안에 붙일 수 있다.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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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 자 발  측정을 목 으로 cDNA를 붙여놓은 chip을 만들었기 때문에 

cDNA microarray chip이라고 불렸지만 지 은 돌연변이를 검색할 수 있도

록 oligonucleotide를 같은 방법으로 붙인 chip도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인간

의 새로운 암 유발 유 자를 찾을 때나 진단에도 리 사용할 수 있다.  미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CGAP (cancer genome anatomy project)에서도 이 

cDNA microarray chip 기술을 사용하여 암 련 유 자들의 발 정보를 모

으고 있다. 모든 다른 종류의 세포는 서로 다른 유 자들을 발 하여 그들만

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암세포에만 특별히 발 되는 유 자는 이 암

이 생성되는데 이 유 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은 그 암의 진단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암 연구 이외에도 각각 다른 장기로부터 얻은 세포들의 유 자 발  정

도를 알아냄으로서 생명의 신비를 좀더 분명하게 밝힐 수도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항진균활성을 가지는 야생형 균주와 활성을 소실한 돌연

변이체는 서로 다른 유 자들을 발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표 형에서 차이

를 나타낸 것으로 단되며 이 차이를 진단하기 한 목 으로 DNA chip의 

이용은 한 것으로 생각된다. 

  Inkjet 원리를 이용하여 DNA chip을 만드는 방법은 에서 설명한 pin을 

이용한 microarray chip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pin 신에 computer inkjet 

printer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원리의 cartridge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르다. 

각각의 cartridge 안에는 유 자가 들어 있어서 기 인 힘으로서 유 자를 

고형체 에 뿌리게 되는 것이다. 지 까지 뿌리는 방법에 따라서 thermal, 

solenoid 그리고 piezoelectric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기술들의 장 은 유

자를 기 으로 chip 표면에 닿지 않고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정량의 유 자

가 붙어 있는 많은 수의 chip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는 많은 종류의 다른 유 자를 가진 DNA chip을 생산하기 해서 필요한 

cartridge 안의 유 물질 교환과 같은 기술 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Affymetrix사는 computer 산업계에서 computer chip을 만들기 

해서 쓰는 photolithography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수만개의 다른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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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otide)들을 하나의 유리 에 직  합성하는데 성공하 다. Affymetrix

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기에 1.28 cm
2 안에 65,000개의 다른 

oligonucleotide를 가진 chip을 만들었고 지 은 400,000개의 다른 

oligonucleotide를 가진 chip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oligonucleotide

들은 15-25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oligonucleotide가 합성되는 유리의 

표면은 각각의 염기들이 합성할 수 있게 보조체가 붙어 있다. 하지만 이들 

보조체는 평소에 빛에 민감한 화학 물질로 덮여 있어 염기들이 합성될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특별히 설계된 photomask를 에 놓고 빛을 

쏘이면 구멍이 나있는 곳으로 빛이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보조체의 화학물질

들을 제거한다. 이 게 화학물질이 제거된 보조체들을 가진 chip을 한가지 

염기가 있는 곳에 넣으면 모든 활성화된 보조체들에 염기가 가서 합성되며, 

각각의 염기들도 빛에 민감한 화학물질로 덮여 있어 한 개씩밖에 합성이 안

된다. 이러한 chip을 씻은 다음 다시 다르게 설계된 photomask를 이용하여 

빛을 쏘여 주면 그곳에 있는 보조체나 염기들이 활성화되어 다음 염기들과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복 인 과정을 통하여 65,000개의 

다른 25mer oligonucleotide를 약 100 cycle 안에 합성할 수 있다. 앞에서 설

명한 cDNA microarray chip과 이 oligonucleotide chip의 다른 은 chip에 

완 한 유 자 신에 25mer를 심은 것으로,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유

자 발 을 검색하는데 쓰이는 oligonucleotide chip을 만들 때 유 자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여 합성하는 지가 아주 요하다. 

  마지막은 DNA가 (-) 하를 띠는 성질을 이용하여 chip의 표면에 있는 

특정 치에 (+) 기를 넣어서 그 치에 원하는 유 자를 붙게 만드는 방

법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chip이 미국의 Nanogen에서 개발되었고 

지 은 10,000개의 DNA를 이러한 방법으로 붙일 수 있는 chip이 개발되어 

있다. 이 기술의 장 은 이와 같은 electronic addressing 뿐만 아니라 기

를 이용하여 target DNA를 원하는 특정 치에 끌어드림으로서 결합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다양한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길항균주를 이용한 생태학  생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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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법에는 용균작용, 항생작용, 그리고 경쟁  길항작용 을 이용한 방제방

법이 있음을 이미 언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작용기작은 수많은 유 자들에 

의하여 부분 조 되어진다. 즉, 항진균 활성을 가지는 균주는 그들만의 독

특한 유 자들이 발 되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아주 긴 한 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 만약 이들 유 자들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항

진균 활성이 소실되게 된다. 그러므로 DNA chip을 이용하여 게놈 차원에서

의 유 자 기능과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단지 유 자를 검색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항진균 기작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아주 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미

래형 농약 개발이나 식물의 유 자 변형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gamma ray irradiation)를 통하여 얻은 항진균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로부터 항진균활성 련 유 자원을 발굴하기 하여, 

활성이 우수한 wild type과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항진균 활성이 소실된 돌연

변이체 사이에서 차이나게 발 되는 항진균 련 유 자원을 DNA 

microarray chip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이들을 cloning하여 특징  항진균활

성 기작에 해서 고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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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NA microarray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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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ublished complete genomes (http://www.tigr.org/tdb/ 

mdb/mdb complete.html)

Prokaryote Eukaryote

Aquifex aeolicus

Archaeolobus fulgidus

Bacillus halodurans

Bacillus subtilis 

Borrelia burgdorferi

Chlamydia trachomatis

Cyanobacterium synechocystis sp. PCC6803 

Escherichia coli K-12

Haemophilus influenzae 

Helicobactor pylori 26695 & J99

Listeria monocytogenes EGD-e

Methanobacterium thermoautotrophicum

Methanococcus jannaschii 

Mycobacterium tuberculosis

Mycoplasma genitalium 

Mycoplasma pneumoniae

Pyrococcus horikoshii OT3

Rickettsia prowazekii 

Thermotoga maritima

Treponema pallidum

etc.

Caenorhabditis elegans

Saccharomyces cerevisiae

Drosophila melanogaster

Arabidopsis thaliana

Homo sapie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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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NA chip manufacturing techniques

DNA chip 

Preparation 

Technique

Characteristics Samople Manufacturer

Pin microarray Pin type: micro 

dotting (surface 

contact)

cDNA & 

oligonucleotide

Hyseq

Incyte

Inkjet Inkjet: type micro 

dropping

cDNA & 

oligonucleotide

Incyte

Photolithography Photolithography: 

oligonucleotide 

synthesis

Oligonucleotide Affymetrix

Electronic array Electronic type: 

oligonucleotide 

addressing

Oligonucleotide Clinical Micro 

Sensors

Nan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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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균주  배양조건

  DNA microarray chip연구에 사용된 wild type의 균주는 울진 부근에서 

채취한 토양으로부터 분리한 Bacillus lentimorbus WJ5이며, 돌연변이체 균

주는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항진균활성을 소실한 Bacillus lentimorbus 

WJ5m4, m12, m16, m27, m35, m42, m63, m86을 사용하 다. 균주들의 배양

은 NA (nutrient agar, Difco, USA) 는 NB (nutrient broth, Difco, USA) 

배지를 사용하 다.

  2-2. Genomic DNA의 cloning

  2000개 정도의 genomic DNA chip을 제조하기 하여 항진균 활성이 우

수한 야생형 균주 Bacillus lentimorbus WJ5의 genomic DNA를 EcoRI과 

Sau3AI 제한효소로 단하여 agarose gel로부터 500-1,000 base pair의 크기

의 genomic DNA 단편을 회수하 으며 (Fig. 2), 이미 EcoRI과 BamHI 제한

효소로 단해 놓은 pSK(+) vector (Fig. 3)에 클로닝하 다. 이들을 

XL1-Blue E. coli host cell에 electroporation하여 암피시린 배지에서 푸른색

의 colony를 형성하는 것을 선택하고, T7  T3 primer를 이용하여 colony 

PCR하여 product가 500-1,000 base pair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2,000개의 

genomic DNA 단편을 얻어 purification하 다 (Fig. 4).

  2-3. Total RNA 분리

  B. lentimorbus WJ5 (wild type)  이들의 항진균활성 소실 돌연변이체인 

B. lentimorbus WJ5m4, m12, m16, m27, m35, m42, m63, m86, 그리고 식물 

병원성 진균인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와 치배양한 wild type 

(WC1) 균주를 각각 NB배지를 이용하여 8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한 후 

harvesting하여 RNeasy (QIAGEN)를 이용하여 column법으로 total RNA를 

분리하 다 (Fig. 5). RNA의 정량은 500배 희석하여 UV/vis 분  도계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정량하 으며, 280 nm에서 

OD260/280 값으로부터 순도를 확인하 다. 그리고, -70℃에서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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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EcoRI/Sau3AI digested 

genomic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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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p of the pBluescript SK(+/-)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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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colony PCR products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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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total RNA prepa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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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DNA microarray chip  Probe 제작

  정제된 PCR product를 이용하여 2,000개의 DNA chip은 pin 방식으로 

Telechem Stealth SMP3 (Fig. 6)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Probe는 wild 

type인WJ5 균주  돌연변이체에서 분리한 total RNA는 각각 Cy3 (green 

color)  Cy5 (red color)로 label 시켰다.

  2-5. DNA microarray chip의 prehybridization

  Array 에 비된 prehybridization buffer 15 ㎕를 놓고 cover glass로 

덮어 50 ㎖ tube에 2x saline sodium citrate buffer (2xSSC) 500 ㎕를 넣어 

상온에서 2시간 방치하 다. 그리고, 2xSSC에서 2분동안 씻어주고, 0.2xSSC

에서 2분간 세정하 다. 그리고, 원심분리로 85×g에서 3분간 건조하 다.

  2-6. DNA microarray chip의 hybridization  washing

  Probe를 95℃에 2분간 끓인 후 곧바로 얼음에 놓고, 15,000×g에서 8분동안 

원심 분리하여 비된 15 ㎕ probe를 놓고 cover glass를 덮었다. 이를 

2xSSC 1 ㎖정도 뿌려 놓은 50 ㎖ 튜 에 넣어 62℃ hybridization incubator

에서 12시간 동안 hybridization 시켰다. 2xSSC/0.2% sodium dodecyl 

sulfate (SDS)로 58℃에서 30 분동안 2번 씻어주고, 0.05xSSC로 5분간 상온

에서 세정하 다. 이를 원심분리로 85×g로 3분간 건조하 다.

  2-7. DNA microarray chip의 스   data 분석

  Microarray scanner를 이용하여 GenePix Pro 3.0으로 slide를 red와 green 

장에서 각각 스 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장하 다. 그리고 GenePix Pro 

3.0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spot data 련 file을 장하

으며, 각각의 microarray data를 통하여 유 자들의 발  양상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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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Bacillus lentimorbus WJ5m12의 형질 환

  Bacillus lentimorbus WJ5m12를 NB배지에서 배양 (37℃, 180 rpm, 

overnight)한 후, 500 ㎖ 새 NB배지에 종하여 본배양하고 성장이 일정한 

시기(OD540=0.5-1.0)에 이르면 얼음에서 10분정도 정체시킨 후 4℃에서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회수하 다. 동량의 potassium electroporation buffer 

(PEB)로 회수한 세포를 3회 세척하고, 1/500 volume의 PEB에 보존하 다. 

Electroporation은 GenPulser II (Bio-Rad)를 이용하여 90 ㎕의 세포와 10 ㎕

의 DNA를 섞은 후 기를 가하 다. 기 충격이 끝나면 바로 1 ㎖의 SOC 

배지를 가하여 30분 동안 37℃, 180 rpm으로 배양하여 회생시켰으며, 이 게 

배양된 세포를 희석하여 ampicillin이 함유된 LB 고체 배지에서 배양한 후 

형성되는 colony를 회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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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ealth printhead (SPH48) and forty-eight micro spotting 

pins (S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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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DNA microarray chip의 data 분석

  Figs. 7-15는 DNA microarray chip을 직  scanning한 결과  이를 

scatter plot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microarray scanner를 이용하여 slide

를 red와 green 장에서 각각 스 하여 얻은 결과로써 각 돌연변이체 시료

마다 400여개의 spot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 녹색형 을 띄는 것은 

야생형 균주에서 발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색형 을 띄는 것은 

돌연변이체에서 발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노란색을 띄는 

것을 야생형  돌연변이 균주 모두에서 비슷한 양으로 발 되는 것을 의미

한다. (B)는 야생형 균주와 돌연변이 균주에서 발 되는 gene들의 발 을 

scatter plot으로 나타낸 것이며, x축은 야생형 균주의 발  정도를, y축은 돌

연변이 균주들의 발  정도를 나타낸다. 45도 각도를 기 으로 45도 선상에 

서 있는 경우는 야생형과 돌연변이주의 발 비가 1:1을 나타낸다. 발 비가 

1:2 는 2:1 이상의 역에 있는 것은 99%의 확률로 유의한 발 차이를 가

지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각 돌연변이체 마다 상당한 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spot들이 5-10 개 정도씩 찰되었다.

  Fig. 16은 DNA chip scan으로부터 유효한 정보를 얻기 한 과정  그 

결과를 클러스트링하여 나타낸 것이다. 2000개의 genomic DNA spots 에

서 sum of medians가 300 이상인 spot을 408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8개의 mutants에 해 50% 이상 유효한 것은 243 spots이었으며, 모든 

mutants에 해 100% 유효한 것은 169 spot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2000 spots  약 408개 이상의 발  가능한 gene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 

다. Fig. 16의 clustering 결과로 부터, 상당수의 gene들은 방사선조사를 통

하여 up-regulate된 것(하단부 의 붉은색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

로 상당부분 down-regulate된 gene들(녹색부분)도 찰되었다. 이는 야생형 

균주에 한 방사선조사는 생명 상에 지장을 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

자 발  수 에서 히 조 되어 생명을 유지하기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 항진균 활성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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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식물병원성 곰팡이와 치배양한 야생형균주인 WC1에서는 up-regulate

되는 반면, 항진균 활성을 소실한 돌연변이체에서는 down-regulate된 gene

의 group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 역의 gene들이 항진균활성과 크게 

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다.

  169개의 spots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로부터 항진균 활성에 련되었을 것으

로 생각되는 DNA spots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33 spots를 selection할 수 

있었으며, 이를 다시 clustering할 수 있었다(Fig. 17). 33 spots을 패턴에 따

라 4개의 group으로 구분하 으며, 모든 그룹이 wild에서는 강하게 발 되는 

genes이다. Group I의 경우는 plant disease fungi와 치배양했을 때인 

WC1에서 강하게 발 되고 mutants에서는 거의 발 되지 않는 gen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의 야생형 균주는 식물 병원성 곰팡이가 분비하는 외

부 신호를 인지하여 방어  길항작용을 개시하기 한 gene 수 에서의 제

어가 진행되어 평소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발 을 유도하는 반면, 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돌연변이체에서는  gene을 작동시키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작동하여 길항작용을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Group II는 치배양에

서 발 이 증가되지는 않지만 mutants에서는 거의 발 되지 않는 패턴을 나

타내며, Group III은 Group I과 유사하지만 mutants에서 발 이 조 씩되는 

genes들을, Group IV는 wild에서만 발 되는 genes로 그룹하 다. 

  항진균 련 유 자로 생각되어지는 33 spots을 sequencing하여 NCBI의 

BLAST search를 통하여 상동성 조사를 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상당 수는 아직까지 그 기능이 밝 지지 않은 gene이었으며, 

Group I에는 chromosome segregation SMC protein homolg, signal 

recognition particle (docking protein), PTS glucose specific enzyme II 

ABC component, peptdoglycan acetylase, ATP-dependent helicase, 

thymidine kinase 등과 련된 gene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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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4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4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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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12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12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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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16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16 (Y-axis).



- 172 -

(A)                                         (B)

Fig. 10.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27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27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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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35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35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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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42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42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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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63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63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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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4.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J5m86 (AF(-) 

mutant):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J5m86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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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5. The chip image and the expression profiling of DNA 

microarray chip between WJ5 (wild) and WC1 (wild type 

co-cultured with plant pathogenic fungus): (A) microarray chip 

image; green (wild, cy3),  red (mutant,  cy5),  (B) expression 

profiling of genes between WJ5 (X-axis) and WC1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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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expression values: Ratio of medians
Data 추출: Sum of medians 300이상
(total 408 genes)

Clustering:  성공율 50% 이상 유전자
(243 genes)

Clustering:  성공율 100%인 유전자
(169 genes)

Gene expression values: Ratio of medians
Data 추출: Sum of medians 300이상
(total 408 genes)

Clustering:  성공율 50% 이상 유전자
(243 genes)

Clustering:  성공율 100%인 유전자
(169 genes)

Fig. 16. Gene cluster of Bacillus lentimorbus  WJ5 and their 

mutnats: lanes 1:  m27, 2:  wc1,  3:  m63, 4:  m12, 5:  m86, 6:  m35, 7:  

m42, 8:  m16, and 9: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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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RT-PCR

  각 gene에 한 DNA chip결과 확인  클로닝을 하여 BamHI과 KpnI 

제한효소 자리를 포함하는 primer를 합성하여 RT-PCR  genomic DNA 

PCR을 수행하 다. RT-PCR  genomic DNA PCR결과(Figs. 18 and 19), 

DNA microarray chip으로부터 선택했던 gene들  6개에 해서 발 의 차

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항진균 활성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K222 (xanthine permease), K338 (similar to initiation of 

sporulation), K868 (signal recognition particle (docking protein)), K393 

(similar to phosphotransferase system enzyme II)은 항진균 련 신호 달

에 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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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Fig. 17. Gene cluster of Bacillus lentimorbus WJ5  and their 

mutnats.



- 181 -

Table 3. The antifungal activity related genes detected through 

microarray analysis

Group Spot ID Gene Product or function

I K564 rncS Chromosome segregation SMC protein homolg

K854 - -

K868
ftsY, 
srb

Signal recognition particle (docking protein)

K877 ptsG PTS glucose specific enzyme II ABC component

K903 yqfZ Similar to peptdoglycan acetylase

K1522 ypvA Similar to ATP-dependent helicase

K1636 - -

K1891 - -

K1924 tdk Thymidine kinase

II K209 - -

K338 spo0A central role in the initiation of sporulation

K517 recN RecN, recombination protein and sporulation protein

K843 yabC Unknown

K1722 - -

K1982 - -

III K462 rplP Ribosomal protein L16

K740 yloP Unknown, similar to protein kinase

K847 yabO Unknown, similar to hypothetical proteins

K990 yloP Unknown, similar to protein kinase

K1031 prfB release factor 2

K1271 - -

K1214 citG Fumarate hydratase

K1224 gcaD UDP, N-acetylglucosamine pyrophosphorylase

K1245 yphP Putative, conserved hypothetical protein yphP

K1737 - -

K1769 tkt Transketolase, pentose phosphate

IV K222 pbuX Xanthine permease

K393 ywbA Similar to phosphotransferase system enzyme II

K934 ytrI Unknown

K1301 yufO Unknown, potential methylgalactoside transport A

K1549 yufP Unknown

K1640 yufP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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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Genomic DNA PCR of B. lentimorbus WJ5 and its mutant 

WJ5m12. M: size marker,  1:  K222, 2:  K338, 3:  K393,  4:  K868, 5:  

K903,  and 6:  K1522.



- 183 -

500

1,000
1,600
2,000

M M
1   2   3   4   5   6 1   2   3   4   5   6

B. lentimorbus WJ5 WJ5m12

500

1,000
1,600
2,000

M M
1   2   3   4   5   6 1   2   3   4   5   6

B. lentimorbus WJ5 WJ5m12

Fig. 19. RT-PCR of B. lentimorbus  WJ5 and its mutant WJ5m12. 

M: size marker, 1:  K222,  2:  K338, 3:  K393, 4:K868, 5:  K903, and 

6:  K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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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항진균 활성 련 srb  gene (K868)

  K868은 database 검색결과 protein secretion과 련된 유 자인 srb로 밝

졌으며, mammal의 SRα, E. coli의 FtsY, archaebacteria의 DPα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rry 등, 2001). Fig.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ribosome에서 합성된 signal sequence를 가지는 단백질 구체의 signal 부

에 SRP가 결합하게되고, SRα는 이 ribosome-SRP 복합체에 결합하고 SRα와 

SRβ의 상호작용으로 덜성숙한 단백질 체인은 Sec61αβγ가 있는 ER membrane

으로 방출된다. 그리고, ribosome-SRP-SR 복합체는 GTP hydrolysis를 통해

서 분리된다. 외에도 Bacillus subtilis에서 알려진 srb gene의 기능으로는 

spore morphology의 변화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roshi 등, 

2001).

  한, 펩타이드성 항생물질이나 SOD, catalase와 같은 단백질이 항진균활성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우는 srb gene이 돌연변이

를 일으킬 경우 정상 인 항진균 작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Bacillus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물질  단백질을 세포외부로 분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효소 생산에 산업 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B. 

lentimorbus WJ5와 이의 항진균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인 WJ5m12를 상으

로 extracellular protein을 extraction하여 SDS-PAGE를 수행하여 외부로 분

비되는 단백질의 량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외부로 발 되어 배

출된 단백질의 종류  양이 wild type보다 mutant에서 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1). 이는 항진균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인 WJ5m12는 

항진균 련 단백질을 포함한 여러 단백질의 세포 외부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

지 못함으로써 항진균 활성이 소실되었을 가능성과 srb gene이 직  항진균 

활성에 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다.

  항진균 활성에 srb gene이 직  여를 하는 것인지를 고찰해 보기 해서 

gene을 클로닝하여 돌연변이 균주에 transformation 해 보았다. srb (K868) 

gene을 cloning하기 하여 NCBI BLAST 검색결과로부터 BamHI/KpnI joint

를 포함하는 primer를 합성하여 PCR하 다. PCR product를 BamHI/KpnI으로 

자른 후 동일 제한효소로 이미 잘라 둔 pQE30 expression vector (Fig.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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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ing하 다 (Fig. 23). 

  K868을 클로닝한 pQE30 vector를 E. coli  host cell에 electroporation시

켜 량으로 복제시켜 회수하 으며(Fig. 24), 이들을 이용하여 B. 

lentimorbus  WJ5m12 돌연변이 균주에 electroporation법으로 

transformation 시켰다. WJ5m12-K868 transformant를 이용한 항진균 활성

을 측정하 으며(Fig. 25), 그 결과 wild type균주와 비교했을 때 약간 약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인 WJ5m12 보다는 월

등히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srb gene이 항진균 활

성과 직 인 련이 있거나 최소한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

는 것으로 생각된다. 

  Claude (2001)에 의하면 항진균 단백질은 다음의 13개의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다: pathogenesis related (PR)-1 protein, (1,3)β-glucanases, 

chtinases, chitin-binding proteins, thaumatin-like (TL) proteins, 

defensins, cyclophilin-like proteins, glycin-histidine-rich proteins, 

ribosome-inactivating proteins (RIPs), lipid-transfer proteins (LTPs), 

killer proteins (killer toxins), protease inhibitors, and other proteins. 이러

한 펩타이드  단백질 분자는 세포 내에서 합성되어 외부로 배출되게 된

다. 이와 같이 배설  물질 이동에 련된 gene은 K868 (srb) 외에도 

K222 (xanthine permease), K393 (similar to phosphotransferase system 

enzyme II), K1031 (yufO) 등이 발 의 차이를 보 으며, 이들은 물질 이동 

수 에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게하는 유 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Kunst 

등 (1997)의 보고에 따르면, 단백질의 배설과 련된 유 자는 Table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csaA, ffh, secA 등의 유 자가 더 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3-4. 기타 항진균 활성 련 genes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항진균 단백질의 종류가 상당히 알려져 있으며, 

이  식물 병원균의 세포벽을 분해시키는 용균작용은 chitinase 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이러한 chitinase는 동식물, 곤충, 어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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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넓게 존재하며, 미생물로는 Serratia  (Watanabe 등, 1997), 

Pseudomonas  (Paulitz 등, 1991), Streptomyces  (Lee 등, 1993), Aeromonas  

(Hiraga emd, 1997), Bacillus (Tatimavanich, 1998)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chitinase의 분리, 정제  유 자에 한 연구가 국내외

으로 많이 보고되어 있으며, 재까지 수십종의 유 자가 cloning되어 있

다(Lim 등, 1994; St. Leger 등, 1986). 

  본 연구의 DNA chip microarray 결과에서는 wild type과 mutants 사이에

서 차이나게 발 된 유 자가 상기에 언 한 다양한 펩타이드  단백질과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Table 3의 항진균 활성 련 유 자  

database 검색에서 일치하지 않는 K854, K1636, K1891은 상기의 chitinase 

등과는 다른 기작으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gene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들은 한 종류의 돌연변이체에서만 down-regulate된 gene이 아니라 8개의 다

른 돌연변이체에서 모두 down-regulate되었고, 치배양한 WC1에서는 반

로 up-regulate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른 상되는 기작은 이미 알려진 수많은 항진균 활성 단백질  항진균 물

질의 생산을 활성화시켜 주거나 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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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signal recognition particle (SRP) pathway of higher 

Eukary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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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DS-PAGE profiles of extracellular protein preparation 

from B. lentimorbus WJ5 and its mutant WJ5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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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QE30 vetor for N-terminal 6xHis tag construct:  PT5: T5 

promoter, lacO: lac operator, RBS: ribosome-binding site,  ATG: 

start codon, 6xHis: 6xHis tag sequence, MCS: multiple cloning 

site with restriction sites indicated, Stop Codons: stop codons in 

all  three reading frames, ColE1: ColE1 origin of replication, 

Ampcillin: ampcillin resistance gene, lacIq:  lacIqrepressor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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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BamHI/KpnI digested insert and 

vector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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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K868-pQE30 cloned DNA in XL 

blue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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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Antifungal activities of Bacillus  lentimorbus  WJ5 against 

plant pathogenic fungus Colletotrichum gloespori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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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tein secretion class of the Bacillus subtilis 

protein-coding genes

Genes Functions

csaA chaperonin involved in protein secretion

ffh signal recognition particle

ftsY signal recognition particle

lsp signal peptidase II

lytA secretion of major autolysin LytC

prsA protein secretion (post-translocation chaperonin)

secA preprotein translocase subunit

secE preprotein translocase subunit

secF protein export membrane protein

secY preprotein translocase subunit

slpS signal peptidase I

slpT signal peptidase I

slpU signal peptidase I

slpV signal peptidase I

slpW signal peptidase I

yaaT signal peptidase II

yacD protein secretion PrsA homologue

yobE general secretion pathway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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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미생물 제제 연구

1. 서  론

  최근 국민의 생활수  향상으로 국내에서도 안  식품에 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고, 끊임없이 환경오염 문제와 농약의 해성이 두되고 있다. 

1998년을 친환경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농업 정책이 환경 친화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식물의 병해충 방제기술에 있어서는 더욱 환경 친화

으로 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생산 환경의 유

지, 보   안 농산물의 생산,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존을 지향하는 농

법이 속히 확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역시 화학농약을 체할 미생물농

약을 비롯한 생물농약의 사용량이 속히 증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농약으로 나비목 해충 방제를 한 

비티제만이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 부분의 미생물제는 농약이 아닌 

비료 리법상의 미생물비료로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제

품이 병해충을 방제한다느니 는 병해충에 한 식물이 항성을 높여 

다느니 하는 농약에 하는 효과를 사실상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분

의 미생물농약은 화학농약에 비하여 효과의 발 이 늦고, 방제효과가 낮으며 

한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단 이 있다. 미생

물농약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새로

운 형태로 변이 되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래 유입종이나 형질 환된 미생물농약 제품들은 세 한 검증 차를 받아

야 한다. 가시 으로 쉽게 찰할 수 없고 검증에 많은 기술이 필요한 미생

물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을 사 에 방하기 해서는 

미생물농약에 사용하는 미생물은 동일한 생태계 내에서 서식하는 고유의 종

을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윤, 2001).

  토양병이란 부분의 생활환을 토양에서 보내는 토양서식 병원균이나 생

활환의 일부를 토양에서 보내는 토양침입 병원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해를 

일컫는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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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방제하기 한 노력이 식물병리

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토양병해는 그 특성상 가해부 가 토

양에 묻 있는 뿌리나 땅가 기에 국한하므로 공기 염성 병해의 국부 인 

병반과는 달리 식물 체를 죽게 하는 신감염성의 병해를 래한다. 일단 식

물이 이병 되면 토양을 통해 염 이동하므로 일시에  면 에서 발생하기 

쉽고 한 발생부 가 지하부에 있으므로 지상부 잎의 병반처럼 일 이 에 

띄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한 식물체가 시드는 증상이 발견된

다고 하더라도 이미 병세가 진 되어 손을 쓰기에는 늦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토양병 발생을 사 에 찰하기 

한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일단 병이 발생하 다 하더라도 토양 속에 있는 지하

부 침입부 를 상으로 방제한다는 것은 약제의 시용 방법, 침투력, 효율성 

면에서 보면 부분의 경우 경제성이 있는 일정작물 는 근연작물을 선정하

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재배하므로 토양 이화학성, 생물상의 획일화 경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토양병해의 발생은 연작장해

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당분간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토양병을 일으키는 표 인 병원체는 진균으로 Phytophthora 속, 

Pythium 속, Fusarium 속, Rhizoctonia 속, Verticillium 속, Sclerotium 속, 

Plasmodiophora 속, Sclerotinia 속, 세균으로 Ralstonia 속, Erwinia 속, 

Pseudomonas 속, Agrobacterium 속이 있고 바이러스로는 TMV(Tobacco 

mosaic virus), CGMMV(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가 표 이

다. 이들은 부분 토양 내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체를 만들거

나 토양 내 남아있는 식물체 조직 속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응하

으며 한 Fusarium과 같이 기주가 분화된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부분 여

러 가지 작물을 침해할 수 있는 다범성인 병원체들이다(Kim 등, 2002; Mao 

등, 1998).

  우리 나라 토양의 부분은 석회, 고토, 칼리 등 염기성물질이 은 화강

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에 비가 많이 와 염기성 물질의 유실이 많으며 

유안, 염화칼리와 같은 산성비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토성이 산성화되

어 pH 6 이하의 토양이 65 %에 달하고 있고 pH 7 이하의 토양은 95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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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산성토양은 부분의 토양 염성 진균들의 번식에 알맞아 각종 토양

염성 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토양 내 유용 미생

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균들의 번식은 성이나 약알칼리 토양에

서 양호하므로 산성토양으로 인한 유용세균의 생육불량은 병 발생을 가

시키는 원인이다. 토양 염성 병해는 병원균이 토양 속에 살고 있으므로 존

재범 가 지상부 병해처럼 병환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토양 내 넓게 분

포하고 있으며 재 상용되고 있는 약제살포로는 병원균과 약액의  기

회가 매우 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용약량도 많은 분량을 요구

하므로 경제성이 없을 때가 많고 토양 내 잔류독성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래할 가능성도 있다. 

  식물병원 진균  토양 염 병원균은 땅속의 뿌리, 괴경 는 땅가 부분

의 기 등을 침입하여 곡류, 채소, 화훼류 등 여러 종류의 작물에 범

하게 병을 일으켜 많은 피해를 다. Pythium  spp.와 Phytophthora  spp.는 

운동성이 있는 유주포자를 형성하는 반 수생균으로 물 속에서 증식하고 물

을 따라 된다. 유주자는 최 의 환경조건에서 약 24 시간 동안 운동성

을 가지며 5 분 이내에 식물체를 침입할 수 있고, 식물체 침입 12 시간 이

내에 무성세  생활환을 완성하며, 2 차 염원이 량으로 증식한다. 유주

자낭 형성 후 1-3 시간이 지나면 유주자는 성숙하여 물 속으로 방출한다. 

Pythium  spp.은 거의 모든 채소  과수 작물을 침해하는데 외국에서는 

150 여종 이상의 기주 작물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Pythium  연

구는 벼 육묘상에 나타나는 모잘록병과 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에 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잘록병을 일으키는 Pythium  종류는 P. 

aphanidermatum, P. debaryanum, P. dissotocum, P. intermedium, P. 

irregulare, P. myriotylum, P. sylvaticum, P. ultimum  등이 있다. 그  P. 

aphanidermatum은 오이, 고추, 토마토, 가지 등 여러 작물에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고온성 병원균으로 노지에서는 6 월 순부터 발생되어 장마기에 

주로 증식, 하고 8, 9 월에 발생이 가장 심하며 연작지 하우스 재배에

서는 연  발생한다. 이 균이 침입하면 종한 종자가 발아되지 못하거나 

발아되어도 땅 로 나오지 못하고 그 로 썩어버리며, 어린 식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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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가에 한 기 부분을 공격하여 식물체를 쓰러지게 만든다. 이 병의 방

제는 주로 합성 화학 살균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 으로 인해 

생물학  방제 연구가 최근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Yang 등, 2002).

  Phytophthora capsici에 의한 고추 역병은 묘상에서부터  생육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고추재배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병으로서 고추생산에 큰 감

수요인이다. 고추 역병균은 토양 속에서 장기간 생존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토양 염병원균이기 때문에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재 이 병의 방제

는 주로 살균제에 의한 화학  방제, 토양의 생  리  연작 회피 등

의 경종  방제법이 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길항균을 이용한 

생물학  방제법을 연구하여 보고하 다. 화학  방제의 경우 다른 토양병

과 마찬가지로 그 방제효과가 낮고, 항성 균의 출  문제, 환경오염  잔

류독성에 한 소비자의 속한 인식 변화는 병 방제법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Lee 등, 2001).

  고추는 우리 나라에 들어온지 300 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인의 식생활

에 뿌리깊이 토착화되어 통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요한 식품이 되

고 있다. 고추는 생산량도 체 채소재배면  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양념채소작물로서 농가소득에 기여도가 높다. 고추재배면 은 85,000 

ha로써 체 채소재배면 의 22.5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추의 국

민 1 인당 소비량은 1985 년의 1.5 ㎏에서 매년 평균 1.7 %씩 증가하여 

1993 년에는 2.6 ㎏이었다. 고추는 여러 작물 에서 재배기간이 길며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고온성 채소류에 속하고 약 선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 

비닐로 덮은 육묘상에 고추종자를 보통 2 월에 종하여 5 월에 본 포에 정

식, 고추열매를 첫서리가 올 때까지 8-10 월에 수확한다. 특히 농부들에게 

고추만큼 수익성이 좋은 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비옥한 경작지에 고추의 

연작이 불가피하고, 척박하여 다른 작물의 재배에 부 합한 산간경사지까지 

고추재배를 확 하고 있다. 따라서 고추연작으로 인하여 토양의 물리, 화학

 성질의 변화, 유해독성물의 축 , 토양 병원균의 증가로 여러 가지 문제

를 야기하여 고추재배에 큰 타결을 주고 있다. 고추역병은 고추재배에 있어 

가장 피해가 심한 병으로서 우리 나라 고추생산에 큰 감수요인 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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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병은 묘상부터  생육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특히 비가 많이 오는 6 

월 하순부터 8 월말까지 뿌리와 기, 그리고 잎과 열매에 발생하며 이어짓

기를 하는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의 작황을 좌우한다. 역병의 피해는 

고추를 이어짓기함으로써 토양 염 되는 역병균의 염원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병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에 장마가 겹치므로 물빠짐

이 나빠지거나 침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증가한다. 최근에 고추재배는 노

지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재배면 도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배기술의 

지역 인 특이성으로 인하여 주산지화 되고 있다. 이러한 단지에서 고추만

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이어짓기가 불가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추역병이 완 히 고사되는 시기까지를 재배시한으

로 보고있는 실정이다. 

  고추역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토양 염 되기 때문에 방제상의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고추역병은 토양살균제를 처리하여 쉽게 방제가 되지 않

을 뿐 아니라 병든 포기가 생기면 병원균이 비바람에 의하여 식물체 윗부분

에 피해를 주므로 윤작, 길항균을 이용한 생물  방제, 항성 고추품종 재

배가 가장 효과 인 역병 방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약

제살포를 통한 역병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추역병균의 토양 염원을 

효율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 나라의 고추재배지역에서 

역병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연평균 병발생수율은 주요 고추재배지역에

서 8-25 %이었으며 역병 발생이 심했던 1986 년에는 조사지역의 1/3이 병

발생수율 60 %를 과하 다(Hwang, 2002).

  고추역병은 유묘기부터  생육기에 발생하며, 주로 뿌리와 땅가 기부

에 발생하지만 병원균이 빗물에 튀어 올라 잎, 열매, 가지 등의 지상부에 

발생하기도 한다. 유묘기에 감염되면 그루 체가 심하게 시들고 죽는다. 생

육 기나 후기의 병든 그루는 처음에 시들다가 후에 황색으로 변해 말라

죽는다. 병든 그루의 기 지제부와 굵은 뿌리는 수침상으로 썩는데, 껍질을 

벗겨 보면 기 내부가 연한 갈색이나 암갈색으로 썩어 있다. 잎, 열매, 가

지 등은 수침상으로 썩으며, 감염부 에는 병원균의 포자덩어리가 하얗게 

보이기도 한다. 크로미스타계의 난균문에 속하는 P. capsici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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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물을 좋아하는 반수생균으로 물 속이나 배양기상에서 2 개의 편

모를 가지고 물 속을 유 하며 반 된다. 병원균의 생육 최 , 최 , 최고 

온도는 각각 8, 28, 35 ℃이다. 유두돌기가 뚜렷하고 아래와  끝이 뾰족한 

방추형인 유주자낭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균주에 따라서는 매우 다양

한 형태와 크기의 유주자낭을 형성하기도 한다. 유주자낭은 유주자낭병에서 

쉽게 떨어지며, 긴 자루를 부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육묘상에서부터  

생육기에 발생되며 시설재배에서는 연  발생한다. 노지에서는 6 월 순부

터 발생하고, 장마기에 주로 반 하여 8, 9 월에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토

양이 장기간 과습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침수되면 병발생이 조장되는데 

연작지에서 발생이 많다. 병원균은 종자 염이 가능하나 부분의 염원은 

토양에서 유입된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에서 균사나 난포자 상태

로 월동 후 다시 발아하여 1 차 염원이 된다. 병원균은 국 으로 리 

퍼져 있다. 1998 년 국 역병의 평균 발병률은 19.8 %에 이르며, 2000 년

에도 평균 8.8 %에 달하 다(농업과학기술원, 2000; Hwang 등,  1992; Park 

등,  1993).

  뿌리 썩음병은 식물 병원진균  토양 염 병원균으로 땅속의 뿌리, 괴

경 는 땅가 부분의 기 등을 침입하여 곡류, 채소, 화훼류 등 여러 종류

의 작물에 범 하게 병을 일으켜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Yang 등,  2002). 

배추는 유묘기에 잘록 증상으로 나타나며, 생육 기이후에는 엽육이 썩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지제부가 수침상으로 썩으며 갈색을 띤다. 병

징은 땅에 가까운 아랫잎부터 발생되어 속잎으로 번지며, 주로 엽육이 심하

게 썩는다. 아랫잎은 게 변하며 회갈색으로 말라죽는다. 세균무름병 같

이 보이기도 하나 감염부 가 물컹하게 썩지 않으며 악취도 나지 않는다. 

크로미스타계의 난균문에 속하는 P. ultimum에 의하여 발생한다. 병든 식물

체의 조직 속에서 난포자를 형성하여, 토양 속에서 월동 후 다시 발아하여 

1 차 염원이 된다. 기온이 다소 서늘하고 토양이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심하지만 외부 병징은 고온 건조 시에 잘 나타난다. 병든 식물체 내에서 난

포자 상태로 월동한 병원균은 이듬해에 토양온도가 10 ℃ 이상이 되면 다시 

발아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병원균은 물을 따라 반 되며, 수 후 2-3 일 



- 200 -

내에 식물체로 침입한다. 염원은 주로 토양에 존재하나 수로 염할 수

도 있으며, 병원균은 상처 없이도 침입이 가능하지만 상처가 있을 때 침입

이 더 용이하다. 종자 염이 가능하나 주로 토양 염 하며, 작물이 습해를 

받게 되면 병 발생이 더욱 심해진다(Kumar, 1999; Mao 등,  1997). 무는 주

로 유묘기에 묘상에서 잘록 증상을 일으키며, 종자가 발아하여 싹이 튼 직

후부터 발생된다. 땅가의 기가 수침상으로 썩는데 기온이 높고 건조해지

면 감염부 가 말라 가늘게 실처럼 되기도 한다. 생육 기와 후기에는 뿌

리의 간부 가 땅가 부에서 발생하는데, 물에 데친 것 같은 큰 부정형 

병반을 형성한다. 크로미스타계의 난균문에 속하는 P. ultimum에 의하여 

발생한다. 병원균은 토양에 존재하며, 토양 염성이나 수에 의해 염되

기도 한다. 일반 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심하다. 부분의 

Pythium속 균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 속에서 난포자를 쉽게 형성하는데, 이

들이 토양 속에서 월동하고 이듬해에 다시 발아하여 1 차 염원이 된다. 

토양온도가 10 ℃ 이상 되면 병원균은 활동을 시작하며, 이때 충분한 토양 

수분이 필요하다. 발아한 난포자는 유주자낭을 형성하고 유주자낭은 다시 

소낭을 형성하는데 이 속에 유주자를 형성한다. 유주자는 물 속에서 유출하

고 물을 따라 반 되는데 식물체의 뿌리나 땅가 기에 부착한 다음 발아

을 내어 직  침입한다(농업과학기술원, 2000).

  배추 탄 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며 후에 기와 꼬투리에도 발생한다. 잎

에서는 처음에 흰색의 원형 내지 타원형 반 으로 나타난다. 진 되면 병반

이 부정형으로 확 되면서 병반의 내부는 회색 내지 회황색을 띠고, 테두리

는 흑색이다. 심하게 감염된 잎에서는 병반이 융합하여 커지면서 잎이 말라

죽는다. Colletotrichum higginsianum에 의하여 발병하며 병든 식물체 조직

이나 종자에서 균사 혹은 분생포자 형태로 월동 후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공기 염을 한다. 무는 주로 잎에 발생하며, 간혹 꽃자루와 꼬투리에도 발

생한다. 잎 앞면의 병반은 부정형의 작은 회색반 으로 나타나고, 잎 뒷면

의 병반은 갈색 내지 흑색의 테두리를 가진 부정형의 회색반 으로 나타난

다. 진 되면 병반이 융합하여 확 되고, 잎이 마른다. 진균계의 불완 균에 

속하는 C. higginsianum에 의하여 발병한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 조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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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에서 균사 혹은 분생포자 형태로 월동 후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공기

염을 한다. 고추는 주로 과실에 발생하며 처음에 감염부 가 수침상으로 약

간 움푹 들어간 원형 반 으로 나타나고, 진 되면 병반이 원형 내지 부정

형의 겹무늬증상으로 확 된다. 병반부 에는 담황색 내지 황갈색의 포자덩

어리를 형성하고, 심하게 병든 과실은 비틀어지고 미라처럼 말라버린다. 성

숙과의 병반은 간혹 흑색의 겹무늬증상을 띠는 것도 있으며, 수확 후 건조

하는 과정에서 병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진균계의 자낭균문에 속하는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에 의하여 발병한다. 이 균의 생육온도 범

는 5-35 ℃이다. 이 균의 불완  세 에는 풋고추와 붉은 고추를 침해하는 

계통 G와 북은 고추만을 침해하는 R이 존재한다. 병원균은 종자 혹은 병든 

부 에서 자낭각 혹은 균사의 형태로 월동하여 1 차 염원이 된다. 병의 

반은 주로 분생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설재배포장보다는 노지포장에

서 병 발생이 심하다. 노지포장에서는 여름철 장마기에 분생포자가 주로 비

바람에 의해 반 한다. 노지재배의 풋고추에서는 7 월 순부터 병이 발생

하기 시작하여 수확기까지 계속 발생한다. 

  Fusarium에 의한 무의 시들음병은 아랫잎이 게 변하고 생육이 불량

해지며 포기가 시들어 죽는다. 생육 기 이후에 발생하는데, 포장에서 보통 

종 후 2-4 주 후부터 발생한다. 포장조건과 기상에 따라 병 진  정도가 

매우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된 후 몇 달 동안 식물체는 죽지 않고 

매우 불량한 생육을 보일 때도 있다. 뿌리를 잘라보면 물이 이동하는 도

부가 암갈색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찰할 수 있다. 진균계의 불완

균에 속하는 Fusarium oxysporum에 의하여 발병한다. 병원균은 병든 식

물체의 조직 속이나 토양에서 균사나 후막포자의 형태로 월동한다. 보통 토

양 에 리 분포하며, 물로 이동하는 거리는 매우 짧은 반면, 주로 흙 입

자에 묻  농기구나 사람 등을 통해 먼 거리로 이동한다. 식물체의 가는 뿌

리나 상처를 통해 침입하며 서늘한 지방에서는 병 발생이 고, 감염되어도 

병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확기에 기온이 올라가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병 발생에 합한 온도는 24 ℃ 이상이며, 16 ℃ 이하와 33 ℃ 이상

에서는 발병하지 않는다. 토양이 산성(pH 5.0-5.5)이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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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서 발생이 많은데, 월동체인 후막포자는 기주식물 없이도 토양 에

서 수년간 생존하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려운 병해이다. 배추의 병든 그

루는 아랫잎이 게 변하고, 생육이 불량해지며 그루 체가 시든다. 주

로 생육 기 이후에 발생한다. 병이 진 되면 포기 체가 심하게 황화 되

고 말라죽는다. 포장 조건과 기상에 따라 병의 진  정도가 매우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된 식물체는 오랫동안 죽지 않고 매우 불량한 생육상

태를 보일 때도 있다. 병원균은 뿌리의 도 부에서 증식하여 수분이 상승하

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식물체는 시들음 증상을 일으키며, 독소를 분비하여 

세포막의 투과성과 사를 방해한다. 뿌리 내부를 잘라보면 물이 이동하는 

도 부가 암갈색으로 변해있다. 고추의 시들음병은 기에는 아랫잎이 시들

며 으로 처지는데, 역병의 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병진 이 느리고 잎이 

약간 게 변하면서 침입하는데, 병든 부 는 암갈색을 띠고 괴 가 생기

며 진 되면 지제부의 둘 가 썩는다. 병든 뿌리나 땅가 기는 불에 탄 것

처럼 검게 보이고 껍질은 쉽게 벗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역병과는 달리 지

상부 는 직  침해를 받지 않으나 병든 그루의 과실은 작고 품질이 나빠

진다. 

  무, 배추  고추의 Rhizoctonia solani에 의하여 발병하는 잘록병은 유묘

기에는 잘록 증상으로 나타나며, 병든 묘는 잘 쓰러지고 말라죽는다. 생육 

기에는 뿌리의 지제부가 회갈색으로 변하며 잘록하게 썩어 들어가고, 지

상부는 시들어 죽는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 혹은 토양 내에서 균

사나 균핵의 형태로 존재하며, 월동 후 발아하여 균사가 식물체의 지제부 

혹은 지하부를 침해하여 병을 일으킨다. 보통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 발병이 

잘 되고, 병원균의 병을 일으키는 균사융합군은 AG-2-1과 AG-4이다. 이

들 그룹의 균사융합군은 많은 다른 작물에도 잘록병을 일으킨다. 뿌리썩음

병은 생육 기부터 수확기에 뿌리 표면에 암갈색 내지 흑색의 부정형 썩

음 증상으로 나타난다. 병이 심하게 진 된 부 의 표면은 거북등과 같은 

균열이 생기고 거친 모양으로 나타난다. 병징은 표피층에 한정되어 나타나며, 

병든 무의 내부는 변색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둥썩음병은 배추의 잎과 뿌

리에 R. solani에 의하여 발병하며, 잎에서는 처음 둥에 타원형의 갈색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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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암갈색 반 으로 나타난다. 진 되면 잎의 쪽으로 병반이 크게 확 하

여 올라가면서 아래부 는 암갈색으로 변하여 심하게 썩고, 잎이 체 으

로 게 변하며 말라죽는다. 여름철 노지포장에서는 잎의 둥보다는 잎 

윗쪽이 감염되어 썩으며 말라죽는 경우도 있다. 뿌리에 균이 감염되면 지제

부가 마른 상태로 잘록하게 썩어 뿌리의 아래부 는 쉽게 분리되거나 소실

되기도 한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 혹은 토양 내에서 균사가 균핵

의 형태로 존재하며, 월동 후 자라 나온 균사가 식물체의 지제부 혹은 지하

부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킨다. 보통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 발병이 잘 되고, 

잎의 둥썩음증상은 시설하우스 재배시 심하게 발생한다. 여름철 장마기에

는 간혹 노지포장에서 토양입자에 존재하던 병원균이 빗방울에 튀어 올라 

잎의 상부를 침해하는데, 이 병은 주로 균사융합군 AG-1의 배양형 IB에 

의해서 발생한다. 잎의 둥썩음증상은 주로 균사융합군 AG-2-1에 의해서 

발생하고, 뿌리썩음증상은 AG-4에 의해서 발생한다.

  진균계의 합균문에 속하는 Rhizopus stolonifer에 의하여 각종 과일  

채소류에 무름병을 일으킨다. 다육질 기 의 감염부 는 처음에는 수침상으

로 보이며 이내 매우 물러진다. 부분의 경우 병원균의 균사는 상처를 통

해 안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감염부 는 털모양의 포자낭경과 포자낭에 뒤

덮인다. 고추의 꼭지썩음병은 처음에는 과실의 꼭지 부 가 물러 썩는 증상

으로 나타나고, 진 되면 흰 균사가 자라면서 과실의 끝쪽으로 썩어 들어간

다. 감염부 에는 흑색의 둥 고, 검은 입자모양의 포자낭을 많이 형성한다. 

일반 으로 포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수확 후 온도와 습도가 높은 조건에

서 오래 장하거나 수송 혹은 매시 많이 발생한다. 염은 포자의 비산

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온 후 바로 수확하거나 비에 젖은 과실을 수확하여 

보 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무의 균핵병은 생육 기에는 잎자루와 잎에서 발생한다. 감염부 에서는 

흰 균사가 자라면서 식물체가 물러 썩고, 후에 부정형의 검은 균핵을 형성

한다. 생육 기 이후에는 뿌리 상부와 잎자루에서 발생하며, 감염부 가 

백색 내지 회색으로 변하여 말라죽고, 그 내부에는 부정형의 검은 균핵을 

형성한다. 생육 후기의 병든 그루에서는 종자 수확을 하기 어렵다. 진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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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낭균문에 속하는 Sclerotinia sclerotiorum에 의하여 발생한다. 병원균

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  토양 내에서 균핵의 형태로 월동하거나 감염된 

식물체 내에서 균사 상태로 월동한 다음 발아하여 자낭반과 자낭포자를 형

성한다. 자낭포자는 식물체의 약한 부 에 부착하여 침입하며, 균핵  균

사체로부터 발아하여 뻗어 나온 균사가 식물체를 직  침해하기도 한다. 습

도가 높고, 기온이 15-25 ℃의 서늘한 상태에서 병 발생이 심하다. 병원균

은 무뿐만 아니라 십자화과, 가지과, 콩과 등의 다른 많은 작물도 침해하여 

균핵병을 일으킨다. 배추는 잎과 둥에서부터 담갈색으로 변해 썩어 올라

가며, 감염부 에는 흰 균사가 자라고 후에 흑색 부정형의 큰 균핵이나 구

형 내지 부정형의 작은 균핵을 형성한다. 심하게 진 되면 속잎까지 썩으면

서 병든 부 가 물러져 잘 찢어지게 되나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추는 

지상부의 여러 부 에서 발생하나, 주로 기와 가지에 발생한다. 기에서

는 지제부에서부터 표피층이 약간 무르고, 흰 균사가 자라다가 후에 부정형

의 검은 균핵을 형성한다. 감염된 식물체는 지상부가 시들고, 생육이 부진

하다. 후에 감염부 는 지상 약 10 ㎝까지 변색되어 약간 잘록해진 모습으

로 나타난다. 가지에서는 주로 상처부 에서 발생하며, 감염부 에는 흰 균

사가 자라고, 후에 기에서와 같은 균핵을 형성한다(농업과학기술원, 

2000). 

  유기합성 농약 신에 병원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

을 선발 활용하여 식물병을 방제하는 방법으로 최근 선진 각국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제품들이 시 에 나와 상용화되었다(Lee 

등,  2001). 이들 제품들의 부분은 미생물을 직  사용하거나 그 사산물

을 제품화한 것으로 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기합성 농약의 환경에 

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농약개발 방향은 환경에 부담이 은 약제로 환함으로써 

투입 지속농업을 구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연에 존재하

고 있는 부존자원을 탐색, 발굴하여 병해충, 잡 리에 이용하려는 연구개

발은 국내에서도 각 학, 국공립 연구소를 심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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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약은 농작물의 해충, 병원미생물  잡 를 방제하기 하여 자연환경

에서 분리 채집된 병원균, 기주 항성 미생물, 천연물 농약  천 을 제품

화한 것으로 인축, 어패류에 해성이 고 식물에 병이나 약해를 일으키지 

않음이 경험 으로 알려져 있다(임 등, 1996). 1888 년도 California에서 감귤 

이세리아깍지벌 를 호주산 베다리아 무당벌 를 수입 방사하여 방제에 성

공한 이후 국에서는 1920 년  토마토 온실 가루이를 온실가루이좀벌을 

수입하고 방제하 고 1926 년에는 길항 미생물을 이용하여 병원균 생장억제 

효과를 얻었으며 1960년 에는 European spruce sawfly(잎벌류)를 virus로, 

나방류는 Bacillus thuringiensis를 이용하여 방제에 성공하 고 1991 년도에

는 식물 항성 유도미생물을 미생물 종자처리제로 개발하여 유도 항성을 

유발시켜 식물 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수 에 도달하 다. 재 세계 으로 

상품화되어 보고된 것을 보면 크게 미생물, 페로몬을 포함한 생화학농약, 식

물농약, 천   기타로 구분하여 145 종의 생물농약이 보고되어 있다. 이

에는 부분이 살충성 생물농약으로 119 개 품목이 다음으로 살균성 그리고 

살선충성이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으로 구성된 미생물 농약이 주종을 이

루고 있다. 그 외 페르몬과 천 이 40-45 개 품목이 보고된 것으로 보아 이 

분야의 발 도 기 되고 있다. 

  2002 년 재 미국에서 Streptomyces  속. Ampelomyses  속. Candida 속. 

Pseudomonas  속. Bacillus 속. Coniothyrium  속, Burkholderia  속, 

Myrothecium  속, Agrobacterium 속, Erwinia 속, Gliocladium 속  

Trichoderma  속을 이용하여 미생물 농약제품으로 상용화 된 것이 24 개 상

품이 있다(Gardener, 2002).

  국내는 1930 년  사과면충을 사과면충벌을 이용하여 방제에 성공한 이후 

1976 년도에 제주도 감귤에 발생하는 루비깍지벌  방제용으로 루비붉은깡

충좀벌을 일본에서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서 루비깍지벌 를 방제시킨 가 

있으며 미생물 농약에 한 연구개발은 선진 외국에 비해 30-50 년 늦은 

1980 년  에 시작되어  32 종의 미생물이 고추역병 등 35 종의 병해충을 

상으로 연구되었다. 1987 년에는 인삼뿌리썩음병을 방제하기 해 바이코

나를 개발, 1994 년에는 역병방제용 AC-1을 개발하는 등 여러 종류의 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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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들을 개발하 다. 최근에는 미생물 제제라고 하여 살충, 살균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 34 개회사로부터 72 품목이 시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토양 미생물 제제는 1999 년 총 57 개 품목

이었으며 살충제 6, 살균제 27, 그 외 효소제나 유용미생물 제제로 되어 있

다(임 등, 1996).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농업환경 등을 포함한 생태계에 부정 인 향

을 끼치지 않고 지속농업을 가능  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있지만 아직 

약효 면에서 일반농약의 수 에 미치지 못해 개선할 이 많이 있다. 따라서 

재의 수 에서는 미생물 농약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제수

단, 를 들면 경종  방제기술시 그 효과를 증진할 수 있으며 유기 합성농

약과 함께 사용시는 사용약량이나 살포횟수를 인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이

이 있다(Lee 등, 2001; 임 등, 1996; Gardener, 2002).

  생물학  방제에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농약은 지 까지 사용하고 있는 화

학농약과 비슷하게 target site를 직  공격하는 형태의 농약들이 상품으로 

상용화 되어있다. 살충제, 작물피해를 주는 잡 의 제 제, 그리고 몇몇 살충 

는 병원성 진균이나 세균을 방제하기 한 살균제들이 여러 형태로 실험

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활발한 연구는 자연에서 선별하여 screening과 

testing 하는 과정이다. 가장 큰 심의 상이 되는 것은 Trichoderma  속 

진균과 Pseudomonas 속, Bacillus  속 세균이다. 한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상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미생물 농약의 활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특정한 제

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물리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의 추가, 다른 기

능을 가진 물질의 혼합으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는 그들의 유 자

를 조 이나 발 하는 것이다(Gerhardson, 2002).

  재까지 실용화된 미생물 제품을 심으로 미생물 농약연구의 황을 살

펴보면 1992 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고추역병 등 5 개 병해 방제용 

미생물 2 종을 비왕산업(주) 등 6 개 산업체에서 제품으로 생산하여 특허탄, 

만석꾼, 뉴흰나라 등 4 개 상품명으로 매하고 있으며 같은 해 한국인삼연

연구원에서 인삼뿌리썩음병 방제용으로 개발한 미생물이 바이코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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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으로 제품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식물체에 병에 한 항

성을 유도하여 식물병을 방제할 수 있는 세균 1 종을 선발하여 작년부터 동

부한농(주)과 함께 조기 실용화를 목 으로 공동연구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

력이 상실된 병원균을 백신처럼 이용하여 외류 덩굴쪼김병을 억제할 수 있

는 기술도 1999 년 개발하여 재 실용화 연구가 추진 에 있다. 이 밖에 

학에서도 최근 채소의 잘록병, 풋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의 방제용 미생

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 까지 국내에서는 미생물 농

약의 등록규정이 없어 이미 실용화된 미생물 제품이 토양계량제나 4 종 복

합비료의 형태로 시 에 유통되었으나 2000 년 6 월 농진청이 ‘미생물 농약

의 등록에 한 규정’을 국내에 설정하여 이들 제품들은 정한 시험기 을 

거쳐 미생물 농약으로 등록 고시될 망이며 이밖에도 재 국내에서 연구

되고 있는 병해충 방제용 미생물이 많아 향후 미생물 농약 제품등록 수는 

격히 늘어날 것으로 상되어 미생물 농약 등록규정고시가 앞으로 미생물 

농약 개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생물 농약은 

일반 화학농약에 비해 약효가 낮고 환경에 따라 약효의 변동이 심하다는 등

의 결 이 있으나 농산물에 한 잔류독성의 염려가 없고 농업생태계에 안

하다는 이 이 있어 재처럼 환경의 보호가 실한 시 에서는 더욱 개

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에서 미

생물 농약에 한 연구는 최근 들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에

서 개발된 제품보다는 국내 부존자원인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농약이 

국내환경에 잘 응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국내기술의 육성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이 방면에 한 많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병원성 진균들을 효과 으로 방제하기 하여 

이들에 하여 항진균 활성이 있는 세균을 방사선을 조사하여 보다 더 강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는 돌연변이체를 유도하 으며, 이들을 제제화 하여 장

하는 동안의 생존력과 토양  시 에 유통되고 있는 상토에서의 생존력을 

조사하고 각종 식물병원성 진균에 의해 고추, 배추, 무에 범 하게 발생하

는 식물병에 한 방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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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미생물 제제화 연구

  1) 방사선이용 항진균성 세균의 돌연변이체 유도  활성 spectrum

  항진균 활성이 있는 야생형 균주 Bacillus lentimorbus  WJ5(WJ5), 

Streptomyces  sp. SAR01(SAR01), Burkholderia gladioli  K4(K4)  

Bacillus subtilis  YS1(YS1)을 배양된 각 항진균 세균 1 ㎖을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이온화 방사선(Co
60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 dose rate : 920 Gy/hr)을 조사하 다. 95 %의 치사율을 보

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생존한 균체를 동물병원성 진균인 Candida 

albicans가 미리 도말 된 NA(nutrient agar, Difco, USA) 배지에 종하여 1 

일 배양 후, 형태  특징  항진균 활성에 변화를 보이는 특징 인 균주를 

돌연변이체 후보 균주로 선정하 다. 이후, 액체 배양을 한 후, C. albicans

가 미리 도말 된 NA배지에 세균 배양액을 각 20 ㎕ 씩 paper disc(5 ㎜ 

diameter, Advantec, Toyo)에 종하여 1 일 동안 배양한 후, 야생형 균주에 

비하여 항진균 활성이 증가된 균주를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

체로 선정하여 각각 B. lentimorbus  WJ5a17(WJ5a17), Streptomyces  sp. 

SAR01p151(SAR01p151), B. gladioli  K40415(K40415)  B. subtilis 

YS1175(YS1175)로 명명하 고 항진균 활성이 상실된 돌연변이체 B. 

lentimorbus WJ5m4(WJ5m4)를 선별하여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한 활

성 검증을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성 진균은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KACC 

40804(C.g), Colletotrichum higginsianum KACC 40807(C.h), Fusarium 

oxysporum KACC 40239(F.o), Phytophthora capsici KACC 40475(P.c), 

Pythium ultimum KACC 40705(P.u), Rhizoctonia solani KACC 40124(R.s), 

Rhizopus stolonifer(R.st)   Sclerotinia sclerotiorum KACC 40923(S.s)으

로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생물 보존센터(KACC)로부터 분양 받았다

(Table 1).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USA)배지에 식물병원성 진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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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 plug상태로 종하고 균사의 직경이 2 ㎝정도 자랐을 때 미리 NB(nutrient 

broth, Difco, USA)배지에 배양한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 균주 각각의 액체 배양액 20 ㎕를 paper disc에 종하

여 27 ℃에서 1-3 일간 치배양 후 활성 의 형성을 찰하 다(Getha 등, 

2002; Dash 등, 2001; Chamberlain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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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nt pathogenic fungi in this study

Strain Symptom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KACC 40804(C.g)

Anthracnose(Red pepper, Bean, Ginseng, 

Strawberry etc.)

Colletotrichum higginsianum

KACC 40807(C.h)

Anthracnose(Chinese cabbage, Radish)

Fusarium oxysporum KACC 

40239(F.o)

Fusarium wilt(Chinese cabbage, Radish, 

Tomato, Potato, Sweet potato, Lettuce, Pine 

tree etc.)

Phytophthora capsici

KACC 40475(P.c)

Phytophthora blight(Red pepper, Eggplant, 

Cucumber, Tomato etc.)

Pythium ultimum KACC 

40705(P.u)

Pythium root rot(Red pepper, Chinese cabbage, 

Radish, Cucumber etc.), 

Damping-off(Cucumber)

Rhizoctonia solani KACC 

40124(R.s)

Damping-off(Welsh onion, Red pepper, Water 

melon, Chinese cabbage, Oriental melon, 

Pumpkin etc.), Rhizoctonia root rot(Cabbage, 

Radish), Bottom rot(Chinese cabbage)

Rhizopus stolonifer(R.st) Rhizopus fruit rot(Red pepper),

Rhizopus soft rot(Chinese cabbage, Radish)

Sclerotinia sclerotiorum

KACC 40923(S.s)

Sclerotinia(Carrot, Red pepper, Eggplant, 

Radish, Water melon, Chinese cabb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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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간에 따른 최소 생장억제 농도

  항진균성 균주와 이들의 돌연변이체 균주인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를 NB배지에서 12 시간 배양한 

균주 WJ5(1.87×107 CFU/㎖), WJ5a17(1.89×107 CFU/㎖), SAR01(5.39×106 

CFU/㎖), SAR01p151(6.83×106 CFU/㎖), K4(2.67×1011 CFU/㎖), 

K40415(5.57×1011 CFU/㎖), YS1(2.56×107 CFU/㎖)  YS1175(2.81×107 

CFU/㎖)을 희석하여 각각 다음 호와 같이 명명하 다.

  야생형 WJ5를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여 순차 으로 10-1, 10-3, 10-5, 10-7

의 농도로 희석하여 1.87×106(WJ5-1), 1.87×104(WJ5-3), 1.87×102(WJ5-5), 

1.87×100(WJ5-7), 방사선 돌연변이체 WJ5a17을 희석하여 

1.89×106(WJ5a17-1), 1.89×104(WJ5a17-3), 1.89×102(WJ5a17-5), 

1.89×100(WJ5a17-7)라고 하 다. SAR01은 5.39×105(SAR01-1), 

5.39×103(SAR01-3), 5.39×101(SAR01-5), 5.39×10-1(SAR01-7), SAR01p151은 

6.83×105(SAR01p151-1), 6.83×103(SAR01p151-3), 6.83×101(SAR01p151-5), 

6.83×10-1(SAR01p151-7)라 하 으며, K4는 2.67×1010(K4-1), 

2.67×10
8(K4-3), 2.67×106(K4-5), 2.67×104(K4-7), K40415는 

5.57×1010(K40415-1), 5.57×108(K40415-3), 5.57×106(K40415-5), 

5.57×104(K40415-7)라고 명명하 다. YS1은 2.56×106(YS1-1), 

2.56×104(YS1-3), 2.56×102(YS1-5), 2.56×100(YS1-7)  YS1175는 

2.81×10
6
(YS1175-1), 2.81×10

4
(YS1175-3), 2.81×10

2
(YS1175-5), 

2.81×100(YS1175-7)으로 하 다.

  식물병원성 진균인 R.s는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생물 보존센터로부터 

분양 받은 원균주를 PDA배지에서 1 주일 배양 후 PDB(potato dextrose 

broth, Difco, USA)배지로 옮겨 1 주일 배양한 액을 bead beator(Biospec 

Products, INC. USA)로 60 간 균사를 분쇄한 후 멸균 증류수로 10 배 희석

(2.73×105 CFU/㎖)하 으며, 미리 비한 각 농도별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와 10 배 희석된 R.s를 PDB배지에 

혼합 종하여 배양하 고, 각각 종직후, 6, 12, 24  48 시간 배양 후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는 NA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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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 고, R.s는 hemacytometer(American Optical co. USA)  PDA에 

Kanamycin 10 ㎍/㎖의 농도로 처리한 배지에서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 하 다(Kim 등, 2001; Lee 등, 2001; Getha 등, 2002; Wang 등, 2002).

  3)  구성성분 선택  제제화

  식물병원성 진균에 하여 항진균 활성이 있는 미생물을 생물농약으로 활

용하기 하여 환경 내에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활성이나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한 미생물 제제를 만들고자 하 다.

  미생물을 이용한 제제를 만들기 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미생물이 자연환경에서 고유의 활성을 그 로 유지하면서 생명력

을 보존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화하기 하여는 생산하기가 쉽고, 생산단가

가 낮아야 한다. 셋째, 취   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넷째, 생물농약의 

장성이 높아야 한다. 다섯째, 함유원제자체의 독성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처리하기가 쉬워야 한다(임 등, 1996).

  Table 2와 3은 미생물 제제를 구성하는 구성성분들로 증량제

(Filler/Carrier), 착제(Sticker/Binder), 자외선차단제(UV protectants), 양

원(Polymer/ Nutrients)  계면활성제(Adhesion aids)로 구분하 다 

(Bernhard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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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mulation of microbial bio-controller

Carriers/

Fillers

Stickers/

Binders
UV protectants

Polymers/

Nutrients

A d h e s i o n 

aids

Almond oil

Corn oil

Olive oil

Palm oil

Clay

Bentonite clay

Vermiculite

Alginate

Pyrex

Zeolite

Charcoal

Rise flour

Wheat bran

Alginic acid

Carboxymethyl-

cellulose(CMC)

Gelatin

Glycerol

Ethyl cellulose

Methyl cellulose

Gum xanthan

Acrylic polymer

Gum arabic

Acid Orange 8

Acridine yellow

Alkali blue

B i s m a r k 

brown

Congo red

Lissamine green

Methyl orange

Melanin

Riboflavin

Alginate

Compost

Glucose

Glycerol

Lactose

Peat

Peptone

Rice flour

Sawdust

Starch

Potato dextrose

Ethyl cellulose

Gelatin

Nitrocellulose

Sodium alginate

Polyacrylamide

CMC

Wheat bran

Mineral oil

Tween 20

Tween 80

Mon t anox 

80

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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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unds biological formulation additives 

Name
Supplier

Useful information
Company Location

Carriers/Fillers

Almond oil Vegetable oil

Corn oil CPC 
internationa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USA

Unrefined vegetable oil from 
maize; refined, e.g. Mazola

Olive oil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Vegetable oil

Palm oil Vegetable oil

Clay Englehard 
Corporation 

Edison, New 
Jersey, USA

Dispersant; sunscreen, carrier; 
numerous suppliers, e.g. Englehard 
Corp., George C. Brand Inc.

Bentonite clay

Vermiculite W.R. Grace of 
Canada, Ltd.

Ajax, Ontario, 
Canada

Illite; e.g. Vermiculite codes 
35/60 and 8/35

Alginate

Pyrex R.T. Vanderbilt 
Company, Inc.

Norwalk, 
Connecticut, USA

Kaolin

Zeolite Trifolio-M 
GmbH

Lahnau, Germany Various grades available, 
selective binding capacity for 
ammonium ion

Charcoal Carbon black; Insoluble; 
absorbent; very strong 
absorbtion 270-350 nm

Rise flour

Wheat bran Phagostimulant; carrier; 
nutrient

Stickers/Binders

Alginic acid Dispersant, sticker 

CMC Chemical 
Development of 
Canada Ltd.

Montreal, Quebec, 
Canada

Thickener; sticker; binder; 
stabilizer; sodium CMC; water 
soluble; food additive; 
compatible with Bt

Gelatin Nutrient; protein; partly 
degraded collagen; widely used 
in

Glycerol Humectant; nutrient, osmotic 
protectant

Ethyl cellulose Binder

Methyl cellulose Dow Chemical Thickener

Gum xantha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Suspender; bacterial 
polysaccharide produced by 
fermantation of dextrose with 
Xanthomonas campestris

Acrylic polymer

Gum arabic Binder; vegetable gum; 
stabilizer during spray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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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ame
Supplier

Useful information
Company Location

UV protectants

Acid Orange 8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Dye

Acridine yellow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Dye

Alkali blu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Dyes; codes Alkali Blue 4B = 
Acid Blue 110 and Alkali Blue 
6B = Acid Blue 119

Bismark brow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Dyes; codes R = Basic Brown 4 
and Y = Basic Brown 1, Basic 
Brown G, GX, GXP, Excelsior 
Brown, Leather Brown, 
Manchester Brown, Phenylene 
Brown, Vesuvin 

Congo red Aldrich Chemical 
Company, Inc.

Milwaukee, 
Wisconsin, USA

Dye; Directed Red C, R, or Y; 
Congo Red 4B; peaks 220, 340 
and 500 nm; harmless to insects 
and virus in diet; decreased 
virus acticity after storage with 
the virus

Lissamine gree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Dye; Acid Green 50 

Methyl orange 63 Indicator dye; Acid Orange 52; 
absorption peak(pH 3.1) 501-504 
nm, absorption peak(pH 4.4) 
467-471 nm

Melanin Dark brown pigments in e.g. 
bacteria, insects and vertebrates; 
natural sunscreens

Riboflavin B vitamin; a fluorochrome, 
naturally occuring zoochrom in 
insects, harmless to insect and 
virus

Polymers/
Nutrients

Alginate

Compost

Glucose Binder; stabilizer; 
phagostimulant; sugar

Glycerol Humectant; nutrient; osmotic 
protectant; plasticizer

Lactose Stabilizer; sugar

Peat Many grades, e.g. granular

Peptone Stabilizer

Rice flour

Saw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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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ame
Supplier

Useful information
Company Location

Glycerol Humectant; nutrient; osmotic 
protectant; plasticizer

Lactose Stabilizer; sugar

Peat Many grades, e.g. granular

Peptone Stabilizer

Rice flour

Sawdust

Starch Binder; corn, potato, 
pregelatinized, rice and wheat 
types

Ethyl cellulose Binder

Gelatin Nutrient; protein; partly degraded 
collagen; widely used in

Nitrocellulose

Sodium alginate Fisher Scientific
Co.

Springfield, New 
Jersey, USA

Binder

Polyacrylamide Humectant

CMC Thickener; sticker; binder; 
stabilizer; CMC; water soluble; food 
additive; compatible with Bt

Wheat bran Phagostimulant; carrier; nutrient; 
bait

Adhesion aids

Mineral oil

Tween 20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Sorbitan monolaurate ethoxylate; 
>0.1 % inhibited thermophilic 
actinomycete Thermospora curvate; 
can be toxic to MH

Tween 80 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

Synergist; stabilizer; sorbitan 
monooleate ethoxylate; <1.0 % no 
lasting effect on themophilic 
actinomycete T. curoata; can 
stimulate Mh

Montanox 80

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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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제제는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를 액체배지에서 온도, pH, 용존산

소  공기주입을 조 하여 배양한 후 수성장기에 탄소원과 질소원을 1 

차 첨가하고 이후 다시 수성장기에 탄소원과 질소원을 2 차 첨가하 다. 

이 게 하여 배양된 균체를 회수하고 멸균된 증량제와 양원을 혼합하여 

30-60 ℃에서 건조하 다. 건조한 원제의 cell 량을 확인한 후 제제 구성성분

들을 일정량씩 첨가하여 제제로 만들었다.

  K4균주를 증량제(Filler/Carrier)로 zeolite, charcoal  powdered wheat 

bran, 착제(Sticker/Binder)로 glycerol  CMC, 자외선차단제(UV 

protectants)로 congo red  riboflavin, 양원(Polymer/Nutrients)으로 

starch, PDB  CMC를 사용하여 Table 4와 같은 배합으로 36 가지의 미생

물 제제를 만들었다. 

  즉 1 번 제제는 항진균성 균주로 K4를 사용하 고, Filler/Carrier로는 

zeolite, sticker/binder로는 glycerol, UV protectants는 congo red, 그리고 

polymer/nutrient로는 starch를 사용하 다(Table 4). 이 미생물 제제를 원제

(FK4), 100 배 희석제(FK4×100)  1000 배 희석제(FK4×1000)로 하여 총 

108 개의 미생물 제제를 3 반복으로 R.st에 한 항진균 활성  포자발아 

억제 정도를 조사하여 1 차 선별하 다(Lewis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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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cell

↓

inoculation in broth medium

↓

temperature, pH, DO, mix, 

and air control

↓

C, N, mineral source adding

↓

C, N, mineral source adding

↓

cell harvesting   + sterilized Polymer/Nutrients  +   Filler/Carrier

↓

drying at 30-60 ℃

↓

harvesting & cell count

↓

Sticker/Binder, UV protectants and Adhesion aids adding 

↓

Product o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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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ed formulation of microbial biopesticides

Antifungal 

bacteria

Filler/

Carrier

Sticker/

Binder

UV 

protectants
 Polymer

Formulation  

NO.

K4

Zeolite

Glycerol

Congo red

Starch 1

PDB 2

CMC 3

Riboflavin

Starch 4

PDB 5

CMC 6

CMC

Congo red

Starch 7

PDB 8

CMC 9

Riboflavin

Starch 10

PDB 11

CMC 12

Charcoal

Glycerol

Congo red

Starch 13

PDB 14

CMC 15

Riboflavin

Starch 16

PDB 17

CMC 18

CMC

Congo red

Starch 19

PDB 20

CMC 21

Riboflavin

Starch 22

PDB 23

CMC 24

Powdered 

Wheat bran

Glycerol

Congo red

Starch 25

PDB 26

CMC 27

Riboflavin

Starch 28

PDB 29

CMC 30

CMC

Congo red

Starch 31

PDB 32

CMC 33

Riboflavin

Starch 34

PDB 35

CMC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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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자발아 억제  고추역병 방제에 따른 최  구성성분

  1 차 선별된 미생물 제제  다시 C.g, C.h, F.o, P.c, P.u, R.s, R.st  S.s

에 한 포자 발아율 억제 효과  고추 역병 방제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

 미생물 제제를 선별 하고자 하 다. 한 항진균 활성이 증가되었다고 

단되는 돌연변이체를 제제화 하여 야생형 균주와 비교함으로써 돌연변이체

의 미생물 제제로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우선 선별된 F1(7 번 

제제), F2(8 번 제제)  F3(33 번 제제) 제제를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균주

를 사용하여 만들고 다음과 같이 명명하 다. 야생형 K4(K4) 균주에 F1 제

제 구성성분을 첨가하여 F1K4라 하 고, 방사선 돌연변이체 K4(K40415) 균

주에 F1 제제 구성성분을 첨가하여 F1K40415라 하 다. 이와 같이 K4  

K40415에 F2  F3을 첨가하여 각각 F2K4, F2K40415, F3K4  F3K40415

라 명명하 다. 포자 발아율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각 식물병원성 진

균의 포자를 PDB배지로 회수(C.g: 2.80×107 /㎖, C.h: 3.44×107 /㎖, F.o: 

2.50×107 /㎖, P.c: 3.21×104 /㎖, P.u: 1.61×104 /㎖, R.s: 4.07×105 /㎖, R.st: 

3.04×107 /㎖  S.s: 1.2×104 /㎖)하고 발아최  포자수 1×103-6 /㎖로 희석하

여 glass에 10 ㎕씩 3 반복으로 종하고 각각에 하여 미생물 제제를 100 

배 희석제로 하여 10 ㎕씩 종하여 27 ℃ 항온기에서 포자의 발아를 유도

하 으며, 2-12 시간 후 각각의 식물병원성 진균의 포자발아율을 조사하 다

(Dash 등, 2001; Getha 등, 2002; Singh 등, 2001). 

  고추 역병 방제효과 시험에서는 P.c를 V8 agar에 배양 후 포자를 형성 시

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하여 4-6 엽기의 고추가 이식된 pot에 3.2×104 /

㎖ 의 농도로 1 ㎖/pot을 지부에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5 

㎖/pot을 살포하여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 다. 

  처리구는 완 무처리구(C), 역병균 처리구(P.c), F1K4와 P.c의 혼합 처리구

(F1K4), F1K40415와 P.c의 혼합 처리구(F1K40415), F2K4와 P.c의 혼합 처

리구(F2K4), F2K40415와 P.c의 혼합 처리구(F2K40415), F3K4와 P.c의 혼합 

처리구(F3K4), F3K40415와 P.c의 혼합 처리구(F3K40415)로 구분하여 처리

하 다. 실험은 난괴법 20 반복으로 수행하 으며 처리 10 일 후 발병상황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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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생물 제제의 효과시험

  1) 포자발아 억제

  에서 선별된 제제 구성성분을 이용하여 미생물 제제로 만들었으며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

라 명명하 고 C.g, C.h, F.o, P.c, P.u, R.s, R.st  S.s에 한 포자발아 억

제효과를 확인하 다. 미생물 제제에 함유되어 있는 항진균 세균의 농도는 

Table 5와 같다. 각 식물병원성 진균의 포자를 PDB배지로 회수(C.g: 

2.80×107 /㎖, C.h: 3.44×107 /㎖, F.o: 2.50×107 /㎖, P.c: 3.21×104 /㎖, P.u: 

1.61×104 /㎖, R.s: 4.07×105 /㎖, R.st: 3.04×107 /㎖  S.s: 1.2×104 /㎖)하여 

발아최  포자수 1×103-6 /㎖로 희석하여 glass에 10 ㎕씩 3 반복으로 종하

고 각각에 하여 미생물 제제를 100배 희석제로 하여 10 ㎕씩 종하여 27 

℃ 항온기에서 포자의 발아를 유도하 으며, 2-12 시간 후 각각의 식물병원

성 진균 포자발아율을 조사하 다(Getha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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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lony forming unit of antifungal bacteria in microbial 

biopesticides

Biopesticides Cell (CFU/g) Biopesticides Cell (CFU/g)

FWJ5 1.09×109  FK4 2.02×109

FWJ5a17 1.54×108  FK40415 9.75×108

FSAR01 3.57×106  FYS1 5.25×108

FSAR01p151 2.15×106  FYS1175 6.7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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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성  토양내 잔류 생존력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항진균 활성이 있는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를 1 일 액체 배양하여 9258 

×g(Centrifuge MF-80, Hanil Science Industrial Co.)으로 20 분간 원심분리 

후 균체만을 회수하여 균체만 있는 것, 제제로 만든 것, 제제와 같은 농도의 

cell을 PDB에 넣은 것으로 구분하여 상온과 4 ℃에서 장하고 일정시간 경

과 후 각각 cell의 생존력을 시험하 고, 제제  PDB상태의 시료는 다시 멸

균된 일반 밭토양과 원 용상토 5 호((주)부농, Korea)에 각각 시료를 처리

하고 cell의 생존력을 시험하 다. 각 시료의 명명은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는 균체 상태,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는 제제 상태, 그

리고 PWJ5, PWJ5a17, PSAR01, PSAR01p151, PK4, PK40415, PYS1  

PYS1175는 PDB와 혼합상태로 보 한 것이다. 각 시료의 분석은 상온과 4 

℃에 장한 것은 멸균 증류수로 희석하고 NA에 도말하여 37 ℃에서 1 일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 하 다. 일반 밭토양  원 용상토에 처리한 

균은 각 시료 1 g을 취하여 멸균 증류수를 10 ㎖ 가하여 30 분간 진탕하고 

1 시간 정치 후 시료를 취하여 멸균 증류수로 희석하고 NA에 도말 하여 1 

일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 하 다. 실험에 사용한 각 균주의 기 농

도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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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itial cell  colony forming unit of  antifungal bacteria 

stored in 4 ℃,  room temperature,  commercial soil  and soil  

4 ℃ and Room temperature 

(CFU/㎖)

Commercial soil 

(CFU/g)
Soil (CFU/g)

Pellet PDB Formulation PDB Formulation PDB Formulation

WJ5 1.09×1011 1.09×109 1.09×109 1.09×109 1.09×109 1.09×109 1.09×109

WJ5a17 1.54×10
10

1.54×10
8

1.54×10
8

1.54×10
8

1.54×10
8

1.54×10
8

1.54×10
8

SAR01 3.57×108 3.57×106 3.57×106 3.57×106 3.57×106 3.57×106 3.57×106

SAR01p15

1
2.15×108 2.15×106 2.15×106 2.15×106 2.15×106 2.15×106 2.15×106

K4 1.01×10
11

2.02×10
9

2.02×10
9

4.04×10
7

4.04×10
7

2.02×10
7

2.02×10
7

K40415 4.87×10
10

9.75×10
8

9.75×10
8

1.95×10
7

1.95×10
7

9.75×10
6

9.75×10
6

YS1 2.62×1010 5.25×108 5.25×108 1.05×107 1.05×107 5.25×106 5.25×106

YS1175 3.39×109 6.78×107 6.78×107 1.36×106 1.36×106 6.78×105 6.7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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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자 발아 진  뿌리썩음병

  본 실험은 FWJ5, FWJ5m4, FWJ5a17 제제의 종자 발아  생장 진 효

과 유무를 검증하고 뿌리썩음병을 일으키는 P.u를 고추, 배추, 무에 용하여 

방제효과를 검증하 다.

  제제의 종자 발아  생장 진 효과 유무를 검증하기 하여 원 용상토 

5 호에 멸균증류수, NB  미생물 제제 FWJ5, FWJ5m4, FWJ5a17을 각각 

10 ㎖씩 분주하고 고추, 배추, 무를 종한 후 각 작물의 생육상황을 조사하

다.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온도는 28-30 ℃로 유지하 고, 습도는 70-80 

%로 유지하 으며 수는 pot 아래쪽으로부터 자연 으로 흡수되도록 하

다. 처리구는 완  무처리구(Control), NB 처리구(NB), FWJ5 처리구(FWJ5), 

FWJ5m4 처리구(FWJ5m4)  FWJ5a17 처리구(FWJ5a17)를 두었으며 각각 

25 반복으로 수행하 다. 생육조사기 은 장은 지표부분부터 가장 긴 길이

를, 엽수는 잎의 크기가 1 ㎝ 이상 되는 것을 온 한 잎으로 간주하고 계수 

하 다. 

  뿌리썩음병에 한 방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P.u를 V8 agar에 배양한 

petri dish 한 개당 3 ㎏의 상토와 잘 혼합한 다음 직경 15 ㎝의 pot에 넣고 

고추, 배추, 무를 이식하 다. 조구(C)는 P.u균사체를 혼합하지 않은 상토

를 사용하 으며 처리구는 P.u만 처리한 구(P.u), formulation 조구와 P.u 

혼합처리구(FC), FWJ5와 P.u 혼합처리구(FWJ5), FWJ5m4와 P.u 혼합처리

구(FWJ5m4)  FWJ5a17과 P.u 혼합처리구(FWJ5a17)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생육상황  발병상황을 조사하 다(Hong 등, 2002).

  4)  작물에 한 식물병원성 in vivo 진균의 제어

  야생형 균주 K4와 YS1  돌연변이체 K40415와 YS1175를 37 ℃ NB배지에서 

2 일간 배양한 후 9258 ×g으로 10 분간 원심분리 후 미생물 균체 만을 회수하

다. 회수한 균체 량의 20 %(g/g)의 zeolite, cell 량의 0.5 %(g/g) CMC, cell 량의 

0.1 %(g/g)의 congo red 그리고 NB를 혼합하여 미생물 제제를 만들었으며, 제제

에 포함되어 있는 균체 량은 각각 FK4 1.2×1011 CFU/㎖, FK40415 2.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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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 FYS1 1.1×107 CFU/㎖  FYS1175 1.6×107 CFU/㎖이었다. 이 미생

물 제제를 식물병에 한 약효를 검증하기 하여 한국화학연구소 screening 

center에 screening을 의뢰하 다.

  5)  작물에 한 식물병원성 in vitro  진균의 제어

  본 실험은 고추, 배추, 무의 잎과 잎 기를 방사선조사를 하여 잎에 있던 

미생물들을 멸균한 다음 역병, 탄 병, 무름병, 균핵병에 하여 각 병원균

의 포자나 균핵을 처리한 다음 미생물 제제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를 미생물농약으로서 사용 

가능성을 실험실조건에서 검증하 다.

  미생물농약으로 사용할 균주로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는 NB배지에서 24 시간 배양하여 9258 ×g으로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균만을 회수하여 사용하 다. 제제를 이루는 구성성분

은 Carrier로서 zeolite를 균주에 해 무게비율로 80 %, UV protectants로 

congo red를 원제량에 해 0.01 %, Polymer & Nutrient로 starch를 제제

량에 해 80 %로 하 고 기 균의 항진균활성 유지  생명력 유지를 

해 K2HPO4, KH2PO4, (NH4)2SO4를 첨가하 다. 작물은 본 실험실에서 재

배한 작물로 병에 걸리지 않은 고추, 배추, 무의 건 한 잎을 채취하여 흐

르는 물에 헹군 다음 고추는 잎만을, 배추  무는 잎과 잎 기를 각각 

10×10 ㎜로 잘라서 3 M㏉조사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를 하여 멸균하 다. 

따로 petri dish에 멸균된 filter paper를 한 장씩 깔고 멸균증류수 5 ㎖씩 

분주하 다. 

  병원균으로는 P.c, C.g, C.h, S.s  R.st를 사용하 다. 고추 P.c, C.g, 

C.h,  R.st는 포자를 이용하 으며, S.s는 균핵을 이용하 다. P.c는 V8 

agar배지에 균을 종하여 28 ℃ 항온기에서 1 주일간 배양한 다음 조건

하의 20-23 ℃에 3 일간 노출하여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C.g, C.h는 PDA배

지에 균을 종하여 28 ℃ 항온기에서 1 주일간 배양한 다음 자연 에 1 

일간 노출하여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R.st는 PDA배지에 균을 종하여 28 

℃ 항온기에서 2 일 배양한 후 조건하의 20-23 ℃에 1 일간 노출하여 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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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시켰다. 균핵병원균은 PDA배지에 균을 종하여 2 주일 이상 28 ℃ 항

온기에서 배양하고 실험실조건에서 3 주일 이상 배지가 마를 때까지 두었다

가 멸균증류수로 회수하 다.

  실험은 각 작물체의 잎의 일부를 상으로 하여 수행하 다. 처리구는 완

 무처리(Blank), 병원균 control(Control), 제제 control(FC)  병원균에 

한 각 원제간의 농도별 원제(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 100배 희석제(FC×100, FWJ5×100, 

FWJ5a17×100, FSAR01×100, FSAR01p151×100, FK4×100, FK40415×100, 

FYS1×100, FYS1175×100)  1000배 희석제(FC×1000, FWJ5×1000, 

FWJ5a17×1000, FSAR01×1000, FSAR01p151×1000, FK4×1000, 

FK40415×1000, FYS1×1000, FYS1175×1000)를 조합하여 각각 3 반복으로 수

행하 고, 실험기간은 10 일간 하 으며, 생육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종 3 일 후, 6 일 후 그리고 10 일 후에 실시하 다(Jennings 등, 2001; 

Nespoulous 등, 1999).

  제제를 살균제 혹은 식물병 방제제로 이용하기 한 방제효과 조사기 (병

반 면 율기 )은 다음과 같다(Lee 등, 2001).

  0.0: Petri dish내에 포자의 발아가  없고, 잎에 균을 종하기 과 변

화가 없을 때, 병징이나 병원균 으로 확인불가

  0.1: 자세히 찰해야 균사가 보일 정도, petri dish 내에 포자의 발아가 보

이기 시작(petri dish 내에 균사가 1-2 개)

  0.2: Petri dish 내에 포자가 발아하여 균사가 약간 보임(petri dish 내에 균

사가 3-10 개) 

  0.5: Petri dish내에 균사가 많이 보여도 잎에는 균사가 보이지 않을 때

  1.0: 잎에도 균사가 보이기 시작(잎에 균사가 1-2 개 걸침)

  2.0: 균사나 포자가 잎을 약간 덮거나, petri dish 내에 균사가 확실하게 보

이고 포자도 찰할 수 있을 때

  5.0: 균사가 잎의 반정도 덮고 있으며, petri dish 내 체 으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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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덮고 있을 때

 25  : 균사가 잎의 반이상 덮고 있으며, 잎의 단면이 불분명하고, petri 

dish 내에 고루 퍼져있을 때

 55  : Petri dish 내에 균사가 가득 차있고, 균에 의해 분해가 된 잎을 확인

할 수 있을 때, 잎이 균사에 의해 완 히 뒤덮인 상태일 때

 80  : 잎이 균사로 덮여 형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거나, 조직고사나 분해

가 심해 더 이상 잎이 살아 있다고 단할 수 없을 때

100  : 잎이 완 히 분해되어 잎의 구분이 안되거나 흔 만 남아있을 때 

  6)  탄 병 방제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실제 pot상에서 검증하기 해 배추, 무에 탄 병을 일

으키는 C.h와 고추에 탄 병을 일으키는 C.g를 작물에 용하여 검증하 다.

  배추  무의 탄 병은 C.h를 PDA에 1 주일간 배양 후 자연  조건에서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하여 3.4×10
5 /㎖의 농도로 하여 배

추  무가 이식된 pot당 20 ㎖을 분무하여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

석하여 살포하여 탄 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 다.

  처리구는 완 무처리구(C), C.h처리구(C.h), 제제 control 과 C.h의 혼합 처

리구(FC), FWJ5와 C.h의 혼합 처리구(FWJ5), FWJ5a17과 C.h의 혼합 처리

구(FWJ5a17), FSAR01과 C.h의 혼합 처리구(FSAR01), FSAR01p151과 C.h

의 혼합 처리구(FSAR01p151), FK4와 C.h의 혼합 처리구(FK4), FK40415와 

C.h의 혼합 처리구(FK40415), FYS1과 C.h의 혼합 처리구(FYS1), FYS1175

와 C.h의 혼합 처리구(FYS1175)로 구분하여 처리하 다. 실험은 3 반복 난

괴법으로 수행하 으며 처리 20 일 후 배추  무의 잎에 나타난 발병상황

을 조사하 다.

  고추의 탄 병은 C.g를 PDA에 배양 후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형성된 포자

를 회수하여 2.8×10
5 /㎖의 농도로 하여 고추가 이식된 pot당 20 ㎖을 분무

하여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살포하고 고추탄 병의 방제 효

과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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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는 C, C.g,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로 구분하여 처리하 다. 실험은 3 반복 난괴법

으로 수행하 으며 처리 30 일 후 과실에 나타난 발병상황을 조사하 다

(Hong 등, 2002; Kumar, 1999; Chai 등, 2002).

  7)  고추 역병 방제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pot상에서 검증하기 하여 P.c는 V8 agar배지에 균

을 종하여 28 ℃ 항온기에서 1 주일간 배양한 다음 조건하의 20-23 ℃

에 3 일간 노출하여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하여 4-6 엽기

의 고추가 이식된 pot에 3.2×10
4 /㎖의 농도로 1 ㎖/pot을 지부에 종하고 

각 제제를 살포하여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 다.

  처리구는 C, P.c,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로 구분하여 처리하 다. 실험은 20 반복 난괴

법으로 수행하 으며 처리 10 일 후 발병상황을 조사하 다(Lee 등, 2001).

  8)  뿌리썩음병 방제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pot상에서 검증하기 해 P.u를 V8 agar에 배양한 

petri dish 6 개를 원 용상토 5 호 20 ㎏과 골고루 혼합하고 혼합한 상토를 

직경 15 ㎝의 pot에 담고 고추, 배추, 무를 이식하 다. 이식 후 각각의 미생

물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각 pot당 10 ㎖씩 처리하 으며, 처리구는 C, 

P.u,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로 구분하여 처리하 다. 실험은 6 반복 난괴법으로 수행하 으며 

처리 20 일 후 생육상황  발병상황을 조사하 다(Mao 등, 1997; Hong 등, 

2002).

2-3. 복합 미생물 제제

  1) 균주 상호간의 생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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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 WJ5, WJ5a17, K4, K40415, YS1  YS1175를 

각각의 야생형 균주 상호간  각각의 돌연변이균주 상호간에 한 생장 

해유무를 검증하기 하여 NA배지에 치 배양하여 형성된 colony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 다.  

  2)  활성 spectrum

  WJ5, K4, YS1을 혼합배양(Tot)하고, WJ5a17, K40415, YS1175를 혼합배

양(mTot)하여 식물병원성 진균 C.g, C.h, F.o, P.c, P.u, R.s, R.st  S.s에 

한 항진균 활성 검증을 하 다. PDA에 식물병원성 진균을 agar plug상태

로 종하고 균사의 직경이 2 ㎝정도 자랐을 때 Tot, mTot 균주 각각의 액

체 배양액 20 ㎕를 paper disc에 종하여 27 ℃에서 1-3 일간 치배양 후 

활성 의 형성을 찰하 다.

  3) 시간에 따른 최소 생장억제 농도

  Tot, mTot를 NB배지에서 12 시간 배양하고 멸균증류수로 희석하여 각각 

다음 호와 같이 명명하 다. Tot를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여 순차 으로 

10
-1, 10-3, 10-5, 10-7, 10-9의 농도로 희석하여 1.03×1010 CFU/㎖(Tot-1), 

1.03×108 CFU/㎖(Tot-3), 1.03×106 CFU/㎖(Tot-5), 1.03×104 CFU/㎖(Tot-7), 

1.03×102 CFU/㎖(Tot-9), mTot를 희석하여 1.19×1010 CFU/㎖(mTot-1), 

1.19×10
8 

CFU/㎖(mTot-3),
 
1.19×10

6 
CFU/㎖(mTot-5),

 
1.19×10

4 
CFU/㎖

(mTot-7), 1.19×102 CFU/㎖(mTot-9)라고 하 다. 식물병원성 진균인 R.s는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생물 보존센터로부터 분양 받은 원균주를 PDA배

지에서 1 주일 배양 후 PDB배지로 옮겨 1 주일 배양한 액을 bead beator로 

60 간 균사를 분쇄한 후 멸균 증류수로 10 배 희석(2.73×105 CFU/㎖)하

으며, 미리 비한 각 농도별 Tot  mTot와 10 배 희석된 R.s를 PDB배지

에 혼합 종하여 배양하 고, 각각 종직후, 6, 12 시간 배양 후 Tot  

mTot은 NA배지에서 배양하 고, R.s는 hemacytometer  PDA에 

Kanamycin 10 ㎍/㎖의 농도로 처리한 배지에서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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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합미생물 제제의 작물에 한 식물병원성 in vitro  진균의 제어능

  복합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고추, 배추, 무에 한 병발생 

억제능을 학인 하고자 하 다. 3 종 작물의 잎과 잎 기를 10×10 ㎜로 잘라

서 방사선조사를 하여 잎에 있던 미생물들을 멸균한 다음 P.c, C.g, C.h, R.st 

 S.s에 하여 각 병원균의 포자나 균핵을 처리한 다음 복합미생물 제제와 

이들의 돌연변이체 복합미생물 제제를 앞서 처리한 실험군에 처리하여 단일 

미생물 제제와 비교하여 보다 우수한 미생물 제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하 다.

  실험은 각 작물체 잎의 일부를 상으로 하여 수행하 다. 처리구는 완  

무처리(Blank), 병원균 control(Control), 원제 control  병원균에 한 각 

원제간의 농도별 원제(FTot, FmTot), 100 배 희석제(FTot×100, FmTot×100) 

 1000 배 희석제(FTot×1000, FmTot×1000)를 조합하여 각각 3 반복으로 

수행하 고, 실험기간은 10 일간 하 으며, 생육조사는 종 3 일 후, 6 일 

후 그리고 10 일 후에 실시하 다. 

  5)  고추 역병 방제

  고추 역병 방제효과 시험에서는 P.c를 V8 agar에 배양 후 포자를 형성 시

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하여 4-6 엽기의 고추가 이식된 pot당 3.0×10
4 /

㎖의 농도로 1 ㎖을 지부에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pot당 5 

㎖을 살포하여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 다.

  처리구는 C, P.c, FTot  FmTot로 구분하여 처리하 다. 실험은 7 반복

으로 수행하 으며 처리 10 일 후 발병상황을 조사하 다.

3. 결과  고찰

3-1. 미생물 제제화 가능성

  1) 방사선을 이용한 항진균 활성세균의 돌연변이체  활성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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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 Bacillus lentimorbus  WJ5(WJ5), Streptomyces  

sp. SAR01 (SAR01), Burkholderia gladioli K4(K4)  Bacillus subtilis  

YS1(YS1)을 50 Gy에서 25 kGy의 이온화 방사선을 조사하 다. 95 %의 치

사율을 보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생존한 균체를 동물병원성 진균인 C. 

albicans가 미리 도말된 NA 배지에 종하여 1 일 배양 후, 형태  특징  

항진균 활성에 변화를 보이는 특징 인 균주를 돌연변이체 후보 균주로 선

정하 다. 돌연변이체 후보 균주로 선정된 각 균주들은 각각 B. lentimorbus  

WJ5 a17(WJ5a17), Streptomyces  sp. SAR01p151(SAR01p151), B. gladioli 

K4 0415(K40415)  B. subtilis YS1175(YS1175)로 명명하 고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한 항진균 활성 검증을 한 결과(Fig. 1) SAR01은 R.s에 하

여 항진균활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C.g, C.h에 하여는 돌연변이체의 활성

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WJ5는 C.g, C.h, F.o, R.s  R.st에 하여, K4는 

C.g, C.h, F.o, P.c, P.u, R.s  R.st에 하여, YS1은 C.g, C.h, F.o, P.c, R.s 

 R.st에 하여 뚜렷한 활성 를 보 다. 이 결과는 여러 가지 작물에 각

종 병을 일으키는 식물병원성 진균에 하여 WJ5, SAR01, K4, YS1과 이들

의 돌연변이 균주들이 범 한 진균에 하여 성장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

여 다. Kondoh, Chamberlain, Kim, Ryder 등은 최근 병원성 진균과 치배

양 하여 나타나는 활성존의 크기로 병원성 진균에 한 활성검증을 하 으

나 주로 상이 되는 식물병원성 진균들은 1-2 종에 하여 활성 검증을 하

으며 이처럼 범 한 활성 검증을 한 연구결과는 드물다(Kondoh 등, 

2001; Chamberlain 등, 1999; Kim 등, 2002; Ryder 등, 1999; Yardin 등, 

2000; Yang 등, 2002; Bernhard 등, 1998; Getha 등, 2002; Kumar, 1999; 

Estrada 등, 1998; Harris 등, 1997; Minuto 등, 1997; Lewis 등, 1998; 

Collins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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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fungal bacteria B. lentimorbus(WJ5 & WJ5a17), 

Streptomyces  sp.(SAR01 & SAR01p151), B. gladioli(K4 & 

K40415) and B. subtilis(YS1 & YS1175) activity about plant 

pathogenic fungi C. gloeosporioides KACC 40804(C.g), C. 

higginsianum KACC 40807(C.h), F. oxysporum KACC 40239(F.o),  P. 

capsici KACC 40475(P.c),  P. ultimum KACC 40705(P.u),  R. solani 

KACC 40124(R.s),  R. stolonifer(R.st) and S. sclerotiorum KACC 

40923(S.s) strains. a:  control,  b:  wild type, c: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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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간에 따른 식물병원성 진균 생장억제 효과

  항진균성 균주와 이들의 돌연변이체 균주인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를 NB배지에서 12 시간 배양한 균

주를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여 순차 으로 10-1, 10-3, 10-5, 10-7의 농도로 희석

하고 식물병원성 진균인 R.s를 PDB배지에 혼합 종하여 배양하 다. 각각 

종직후, 6, 12, 24  48 시간 배양 후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는 NA배지에서 배양하 고, R.s는 

hemacytometer  PDA에 kanamycin 10 ㎍/㎖의 농도로 처리한 배지에서 배

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5-1, 5-2, 5-3, 5-4).

  항진균활성을 갖는 균주 WJ5와 WJ5a17을 R.s와 PDB배지에 혼합 종하

여 48 시간 배양하 고, 조구로 R.s는 WJ5와 방사선 돌연변이체 WJ5a17

과 혼합 종한 R.s의 농도와 같은 농도로 하여 PDB배지에서 48 시간 배양 

후 cell 수를 계수 한 결과, 항진균성 균주 WJ5와 방사선 돌연변이체 

WJ5a17의 경우 농도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았으며, 종직후부터 R.s의 

농도가 격히 감소하 고, 12 시간 경과 후부터 서서히 감소하 다. WJ5와 

WJ5a17의 생장은 기 12 시간까지 속히 자라다가 이후부터 24 시간까지

는 서서히 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항진균성 

균주 WJ5의 기 종 량이 R.s보다 을 경우 최  6 시간 이내에 R.s보다 

cell량이 더 많아졌으며, R.s를 완  사멸시키지는 못하 다(Fig. 2-1, 2-2, 

2-3, 2-4). 

  항진균활성을 갖는 균주 SAR01과 돌연변이체 SAR01p151을 식물병원성 균

인 R.s와 PDB배지에 혼합 종하여 48 시간 배양 후 cell의 수를 계수 한 

결과, SAR01-1, SAR01-3, SAR01p151-1  SAR01p151-3의 경우 종직후부터 

R.s의 농도가 격히 감소하 고, 12 시간 경과 후부터 서서히 감소하 다. 

그러나 SAR01-5, SAR01-7, SAR01p151-5  SAR01p151-7과 혼합 종한 R.s

는 12 시간까지 속히 감소하 지만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 다. SAR01 

 SAR01p151의 기 종 량이 SAR01은 5.39×101 CFU/㎖, SAR01p151은 

6.83×101 CFU/㎖ 이하일 경우 생장상태가 조하 으며, R.s의 생장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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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SAR01  SAR01p151을 이용한 

biopesticides를 제조할 경우 cell량이 최소 103 CFU/㎖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Fig. 3-1, 3-2, 3-3, 3-4).

  K4의 기 cell 량은 2.7×105 CFU/㎖, K40415의 기 cell 량은 5.5×105 

CFU/㎖ 이상의 농도에서 혼합 종한 R.s는 12 시간 이후 더 이상 자라지 

못하 으며, K4  K40415의 경우 종 6 시간 후부터 농도가 격히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 기 종 량에 상 없이 48 시간 이후 6.86×1012-1.86×1013 

CFU/㎖의 수 에 도달하 다. 따라서 K4  K40415를 포함하는 제제를 만

들 경우 K4  K40415의 cell 량이 2.7×105 CFU/㎖ 이상만 되어도 충분한 

농도라고 단된다(Fig. 4-1, 4-2, 4-3, 4-4). 

  YS1과 YS1175를 식물병원성 균인 R.s와 혼합 종하여 배양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YS1과 YS1175의 경우 농도와는 크게 향을 받지 않았으며, 

종직후부터 R.s의 농도가 격히 감소하 고, 12 시간 경과 후부터 서서히 

감소하 다. YS1과 YS1175를 R.s와 혼합 종하여 배양한 결과는 WJ5와 

WJ5a17을 R.s와 혼합 종하여 배양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48 

시간 후 YS1과 YS1175는 4.09×10
6-1.25×108 CFU/㎖인 WJ5와 WJ5a17의 농

도보다는 비교  은 1.25×105-3.19×106 CFU/㎖의 농도 다. 항진균성 세균

의 농도별 식물 병원성진균에 한 최소 해농도를 결정하기 하여 B. 

subtilis의 농도를 10, 20, 30, 40  50 %일 때 해율을 각각 조사하여 각각

에 한 해율이 약 39, 41, 62, 68  85 %이었다고 하 는데(Wang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WJ5, SAR01, K4  YS1과 이들의 돌연변이체 모두 

48시간 후에는 90 %이상의 해효과가 있었다(Fig. 5-1, 5-2, 5-3, 5-4)(Kim 

등, 2001; Lee 등, 2001; Getha 등, 2002; Wang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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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WJ5-1 and R.s+WJ5a17-1

0

2

4

6

8

10

0 12 24 36 48

Time(hours)

lo
g
(C

F
U

) 
  

  
.

R.s control R.s-1 WJ5-1 R.s-m1 WJ5a17-1

Fig. 2-1.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WJ5-1 and its radiation mutant WJ5a17-1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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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WJ5-3 and R.s+WJ5a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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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3 WJ5-3 R.s-m3 WJ5a17-3

Fig. 2-2.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WJ5-3 and its radiation mutant WJ5a17-3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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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WJ5-5 and R.s+WJ5a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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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5 WJ5-5 R.s-m5 WJ5a17-5

Fig. 2-3.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WJ5-5 and its radiation mutant WJ5a17-5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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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WJ5-7 and R.s+WJ5a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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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7 WJ5-7 R.s-m7 WJ5a17-7

Fig. 2-4.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WJ5-7 and its radiation mutant WJ5a17-7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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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AR01-1 and R.s+SAR01p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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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1 SAR01-1 R.s-m1 SAR01p151-1

Fig. 3-1.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SAR01-1 and its radiation mutant SAR01p151-1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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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AR01-3 and R.s+SAR01p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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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3 SAR01-3 R.s-m3 SAR01p151-3

Fig. 3-2.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SAR01-3 and its radiation mutant SAR01p151-3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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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SAR01-5 and R.s +SAR01p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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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SAR01-5 and its radiation mutant SAR01p151-5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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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AR01-7 and R.s +SAR01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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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 contro l R.s-7 SAR01-7 R.s-m7 SAR01p151-7

Fig. 3-4.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SAR01-7 and its radiation mutant SAR01p151-7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 244 -

R.s+K4-1 and R.s+K4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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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1 K4-1 R.s-m1 K40415-1

Fig. 4-1.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K4-1 and its radiation mutant K40415-1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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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4-3 and R.s+K4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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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3 K4-3 R.s-m3 K40415-3

Fig. 4-2.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K4-3 and its radiation mutant K40415-3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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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4-5 and R.s+K4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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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K4-5 and its radiation mutant K40415-5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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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4-7 and R.s+K40415-7

0

2

4

6

8

10

12

14

16

0 12 24 36 48

Time(hours)

lo
g
(C

F
U

) 
  

  
.

R.s control R.s-7 K4-7 R.s-m7 K40415-7

Fig. 4-4.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K4-7 and its radiation mutant K40415-7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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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S1-1 and R.s+YS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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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YS1-1 and its radiation mutant YS1175-1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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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S1-3 and R.s+YS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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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3 YS1-3 R.s-m3 YS1175-3

Fig. 5-2.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YS1-3 and its radiation mutant YS1175-3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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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S1-5 and R.s+YS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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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5 YS1-5 R.s-m5 YS1175-5

Fig. 5-3.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YS1-5 and its radiation mutant YS1175-5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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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S1-7 and R.s+YS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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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7 YS1-7 R.s-m7 YS1175-7

Fig. 5-4.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YS1-7 and its radiation mutant YS1175-7 were recorded after 0 h, 6  

h, 12 h, 24 h an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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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생물 제제 구성성분 선정

  K4균주를 미생물 제제로 만들어(Fig. 6) 각 미생물 제제별 R.st에 한 항

진균활성  포자발아 억제 정도를 조사(Fig. 7)한 결과 R.st에 하여 제제

의 구성성분에 따라 K4균주가 포함되지 않은 제제에서는 체 으로 항진균 

활성이 없었으며, K4균주를 포함한 미생물 제제는 R.st에 하여 항진균 활

성이 그 로 보존이 되었으며, K4균주의 생명력도 양호하 다. 생물농약으로 

사용할 각 제제의 구성성분에 따른 R.st에 한 포자발아 억제시험에서는 36 

가지 제제의 종류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었으나 체로 항진균활성이 있는 

K4를 첨가하지 않은 formulation은 3, 4  15 번 formulation을 제외하고는 

R.st에 한 발아율을 억제하지 못하 으며, 이 3 가지 formulation도 34 %

이하의 낮은 억제율을 보 으며 원제에서 비교  낮은 억제율을 보 다. 그

러나 항진균 활성이 있는 K4균주를 첨가한 미생물 제제는 원제(FK4), 100 

배 희석제(FK4×100)  1000 배 희석제(FK4×1000)모두 높은 억제율을 보

다. 특히 FK4×100은 모든 formulation이 96 %이상의 높은 발아억제율을 보

다. 그러나 FK4에서는 발아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FK4×1000에서도 비교  낮은 발아억제율을 나타낸 formulation이 있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효과 으로 발아억제를 할 수 있는 

formulation은 7, 9  33 번 formulation일 것으로 사료된다(Table 

7)(Bernhard 등, 1998; Lewis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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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tifungal bacteria of B. gladioli  K4 used formulation of 

microbial bio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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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 stolonifer  spore germination was inhibited by B.  gladioli  

K4. A; R. stolonifer spore + K4(1×108),  B;  R. stolonifer spore + K4(1×106),  

C; R. stolon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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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lection of formulation inhibit of R. stolonifer  spore 

germination

F No. FC FK4 FK4×100 FK4×1000

1 0 99.9 99.8 99.3

2 0 95.1 97.8 99.4

3 33.33 95.5 99.8 99.7

4 27.00 95.3 99.9 99.2

5 0 0 99.8 99.1

6 0 100 99.8 96.3

7 0 100 99.9 99.9

8 0 100 100 98.6

9 0 100 100 99.5

10 0 0 99.4 97.8

11 0 0 99.7 99.9

12 0 100 99.6 99.4

13 0 99.6 99.7 98.8

14 0 100 99.0 98.8

15 33.33 98.2 99.7 98.5

16 0 99.6 99.8 96.4

17 0 71.6 99.0 90.9

18 0 100 98.9 95.1

19 0 99.9 97.9 97.7

20 0 96.1 98.5 97.8

21 0 100 96.2 56.7

22 0 100 99.1 95.5

23 0 99.5 98.5 96.2

24 0 99.7 96.1 92.9

25 32 99.8 99.5 97.1

26 0 0 99.8 99.2

27 0 100 99.7 98.9

28 0 100 99.8 99.4

29 0 0 100 99.7

30 0 100 99.8 98.6

31 0 99.9 99.7 98.0

32 0 0 99.5 99.1

33 0 100 99.9 99.6

34 0 100 99.9 98.4

35 0 0 99.9 98.9

36 0 100 99.9 99.2

F: formulation; FC: formulation control; K4: B. gladioli K4; K4×100, K4×1000: B. 

gladioli  K4 diluted steri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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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자 발아억제  고추 역병 방제 효과에 따른 최  구성성분

  선별된 미생물 제제 F1, F2  F3 제제를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균주를 

사용하여 미생물 제제를 만들고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포자발아 억제효

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8-1, 8-2, 8-3, 8-4, 8-5, 8-6, 8-7, 

8-8).

  선별된 3 종류의 제제는 체 으로 C.g에 하여 87.0-93.0 %의 포자발

아 억제효과를 보 으며, F1 제제가 F2  F3 제제에 비하여 4.2, 1.1 % 

이상의 억제효과가 있었다. C.h에 하여는 F1 제제는 54.5-66.1 %의 포자

발아 억제효과가 있었지만 F2  F3 제제는 11.0 %이하의 낮은 억제효과

가 있었다. 그러나 F.o  P.c에 하여 F1 제제는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모

두 92 % 이상의 포자 발아 억제 효과가 있었다. Singh 등(Singh 등,  2001)

은 Withametelin의 Colletotrichum  sp.에 한 포자발아는 control이 90.5 

%이었고, Withametelin의 농도가 125, 250, 500, 750, 1000 ppm에서 발아율

은 각각 85.2, 84.2, 83.7, 82.2, 81.7 % 이었으며, Fusarium  sp.는 control 

78.7 % 이었으며, 각각 78.3, 66.0, 63.0, 61.0, 48.7 % 이었다고 하 는데 

C.g와 F.o의 포자발아 억제율은 Singh 등의 실험에서보다 억제효율이 높았

다. Getha 등은 항진균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포자 발아율을 시험한 

것으로 slide glass에 진균 포자와 AF균을 함께 종하여 발아하는 것을 

미경사진과 자 미경 사진을 이용하여 찰하 으며, AF균과 진균을 

치배양하여 활성존의 형성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Getha 등,  2002). 

Paper disc에 항생물질 농도별로 종하고 병원성 진균 Alternaria, 

Aspergillus, Curvularia, Colletotrichum, Fusarium  Phomopsis  속의 

포자를 종하여 포자 발아 해정도를 조사하여 해율이 50 % 일때의 a 

noval bifunctional inhibitor(ATBI)의 농도가 0.3-5.9 ㎍/㎖이었다고 하 다

(Dash 등,  2001). 

  고추 역병 방제효과 시험에서는 P.c를 V8 agar에 배양 후 포자를 형성 시

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하여 4-6 엽기의 고추가 이식된 pot당 3.2×104 /

㎖의 농도로 1 ㎖을 지부에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pot당 

5 ㎖을 살포하여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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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역병균만을 단독 처리한 구는 100 % 발병하 으며, 각 제제들은 역

병의 발생을 50-66.7 % 억제하 으나 체 으로 오차범  내에 분포하여 

특정 제제가 효과가 좋았다고 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에서 살펴본 8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 각각에 한 포자발아 억제능을 검

증한 실험에서 F1 제제가 타제제보다 포자의 발아 억제율이 좋은 것으로 

보아 F1 제제를 미생물 제제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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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C.g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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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C.h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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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3.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F.o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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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P.c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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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5.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P.u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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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6.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R.s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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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R.st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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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8. Effect of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S.s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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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Red pepper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P. capsici.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wild type K4 of formulation number 7(F1K4), wild type K4 of 

formulation number 9(F2K4), wild type K4 of formulation number 

33(F3K4), radiation mutant K4 of formulation number 7(F1K40415), 

radiation mutant K4 of formulation number 9(F2K40415), radiation 

mutant K4 of formulation number 33(F3K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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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capsici(P.c),  wild type K4 of formulation number 

7(F1K4), wild type K4 of formulation number 9(F2K4),  wild type 

K4 of formulation number 33(F3K4),  radiation mutant K4 of 

formulation number 7(F1K40415), radiation mutant K4 of 

formulation number 9(F2K40415), radiation mutant K4 of 

formulation number 33(F3K4041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20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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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 WJ5, SAR01, K4  YS1을 방사선을 조사하여 

95 %의 치사율을 보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돌연변이체를 유도하 으며,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한 항진균 활성 검증을 한 결과 WJ5, SAR01, K4, 

YS1과 이들의 돌연변이 균주들이 범 한 진균에 하여 성장억제 효과가 

있었다. 항진균성 균주와 이들의 돌연변이체 균주를 식물병원성 진균인 R.s와 

혼합 배양한 결과 각각 항진균성 균주 WJ5와 방사선 돌연변이체 WJ5a17의 

경우 농도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았으며, 종직후부터 R.s의 농도가 격

히 감소하 고, 12 시간 경과 후부터 서서히 감소하 다. WJ5와 WJ5a17의 

생장은 기 12 시간까지 속히 자라다가 이후부터 24 시간까지는 서서히 

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SAR01과 SAR01p151

의 경우 종직후부터 R.s의 농도가 격히 감소하 고, 12 시간 경과 후부터 

서서히 감소하 다. 항진균성 균주 SAR01  SAR01p151의 기 종 량이 

5.39×101 CFU/㎖, 6.83×101 CFU/㎖ 이하일 경우 생장상태가 조하 으며, 

R.s의 생장도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SAR01  

SAR01p151을 이용한 biopesticides를 제조할 경우 cell량이 최소 103 CFU/㎖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K4의 기 종 량에 상 없이 48 시간 

이후 6.86×10
12-1.86×1013 CFU/㎖의 수 에 도달하 다. 따라서 K4  

K40415를 포함하는 제제를 만들 경우 K4  K40415의 cell 량이 2.7×105 

CFU/㎖ 이상만 되어도 충분한 농도라고 단된다. YS1과 YS1175의 경우 농

도와는 크게 향을 받지 않았으며, 종직후부터 R.s의 농도가 격히 감소

하 고, 12 시간 경과 후부터 서서히 감소하 다. WJ5, SAR01, K4  YS1과 

이들의 돌연변이체 모두 48시간 후에는 90 %이상의 해효과가 있었다. K4균주

를 제제 구성성분을 달리하여 36 종류의 미생물 제제로 만들어 각 제제별 

R.st에 한 항진균활성  포자발아 억제 정도를 조사한 결과 R.st에 하여 

제제의 구성성분에 따라 K4균주가 포함되지 않은 제제에서는 체 으로 

항진균 활성이 없었으며, K4균주를 포함한 미생물 제제는 R.st에 하여 

항진균 활성이 그 로 보존이 되었으며, K4균주의 생명력도 양호하 다. 생

물농약으로 사용할 각 제제의 구성성분에 따른 R.st에 한 포자발아 억제시

험에서는 36 가지 제제의 종류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었으나 체로 항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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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있는 K4균주를 첨가한 미생물 제제는 원제, 100 배 희석제  1000 

배 희석제모두 높은 억제율을 보 다. 특히 100 배 희석제는 모든 

formulation이 96 %이상의 높은 발아억제율을 보 다. 이러한 을 고려하

여 볼 때 가장 효과 으로 발아억제를 할 수 있는 formulation은 F1(7), 

F2(9)  F3(33) 번 formulation일 것으로 사료된다. 선별된 3 종류의 각 제

제 구성성분을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균주를 사용하여 미생물 제제를 만들고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체 으로 C.g

에 하여 87.0-93.0 %의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보 으며, F1 제제가 F2  

F3 제제에 비하여 4.2, 1.1 % 이상의 억제효과가 있었다. C.h에 하여는 

F1 제제는 54.5-66.1 %의 포자발아 억제효과가 있었지만 F2  F3 제제는 

11.0 %이하의 낮은 억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F.o  P.c에 하여 F1 제

제는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모두 92 % 이상의 포자 발아 억제 효과가 있었

다. 고추 역병 방제효과 시험에서는 역병균만을 단독 처리한 구는 100 % 

발병하 으며, 각 제제들은 역병의 발생을 50-66.7 % 억제하 으나 체

으로 오차범  내에 분포하여 특정 제제가 효과가 좋았다고 단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에서 살펴본 8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 각각

에 한 포자발아 억제능을 검증한 실험에서 F1 제제가 타제제보다 포자의 

발아 억제율이 좋은 것으로 보아 F1 제제를 미생물 제제를 구성하는 성분

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라고 생각된다.

3-2. 미생물 제제 효과

  1) 포자 발아율 억제 효과

  선별된 제제 구성성분을 이용하여 미생물 제제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를 만들었으며 C.g, C.h, 

F.o, P.c, P.u, R.s, R.st  S.s에 한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확인하 다. 각 

식물병원성 진균의 포자를 PDB배지로 회수하여 glass에 10 ㎕씩 3 반복으로 

종하고 각각에 하여 미생물 제제를 100배 희석제로 하여 10 ㎕씩 종

하여 27 ℃ 항온기에서 포자의 발아를 유도하 으며, 2-12 시간 후 각각의 

식물병원성 진균 포자발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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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3, 11-4, 11-5, 11-6, 11-7, 11-8).

  C.g에 하여 각 미생물 제제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는 각각 85.6, 95.8, 88.6, 94.0, 91.3, 93, 

97.1  94.8 %의 포자발아 억제효과가 있었다. C.h에 하여도 52.4-96.2 

%이상의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F.o에 하여는 각각 89.2, 92.3, 84.2, 86.2, 

95.3, 95.3, 87.0  94.9 %의 포자발아를 억제하 다. 특히 P.c에 하여는 

공시 미생물 제제 8 종 모두에서 92.6 %이상의 포자발아를 억제하 으며, 

FSAR01p151, FYS1, FYS1175는 100 % 발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Fig. 11-1, 11-2, 11-3, 11-4). R.st에 한 발아억제율은 55.8-74.9 %로 억

제효과가 비교  낮았으나 P.u, R.s, S.s에 한 발아의 억제는 부 70 %

이상의 높은 발아억제 효과가 있었다(Fig. 11-5, 11-6, 11-7, 11-8). 포자 발

아율에 한 실험으로 Collins 등도 환경으로부터 B. subtilis BacB를 분리

하여 사탕무의 무늬병(leaf spot)과 장병(post harvest diseases)의 수를 

조 하 다. Tryptic soy broth에서 BacB의 포자 발아율을 시험하 고

(Collins 등,  2003), Dash 등은 spore 발아율을 paper disc에 항생물질 농도

별과 fungi spore를 종하여 해정도를 확인하 으며(Dash 등,  2001), 

Getha 등은 식물병원성 곰팡이에 한 포자 발아율을 시험한 것으로 slide 

glass에 곰팡이 포자와 AF균을 함께 종하여 포자 발아하는 것을 미경사

진과 자 미경으로 찰하 으며(Getha 등, 2002), Singh 등이 수행한 실

험보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8 종류의 미생물 제제가 C.g와 F.o에 한 포자

발아 억제효율이 높게 나타났다(Singh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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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C.g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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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C.h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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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F.o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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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4.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P.c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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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P.u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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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R.s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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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7.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R.st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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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on germination 

of S.s spore germination.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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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생물 제제의 장성  토양내 잔류 생존력

  미생물 제제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기능을 그 로 목 하는 장에서 직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생산품과는 달리 소비되는 시 까지도 생명

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세균은 증식하는 과정에서 생육조건이 불량해지면 

부분 사멸하지만 Bacillus 속의 세균들은 포자를 형성하여 장기간 휴면상

태에 들어갔다가 당한 생장조건이 수반되면 새로이 증식한다. 방선균의 

부분은 균사상태의 양생장을 하다가 포자 등을 형성하여 다음 세 를 

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생물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연생태계에 응

하면서 살아가지만 서식환경에 의해 향을 크게 받는다. 토양은 완충능이 

크지만 토양의 성질이 다양하여 이에 따르는 토양의 미소 부 별로 생장 조

건이 틀려진다. 따라서 미생물 제제내에서의 생존율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

라서 떨어지는 게 일반 인 상이다. 목 하는 미생물 제제 생물의 생명력

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여러 종류의 물질 첨가가 필요하다. (Wang 등, 

2002; Ross 등,  1998; Bernhard 등,  1998)

   본 연구에서 미생물 제제로 이용하기 한 항진균성 세균인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YS1175 균주의 장온도

와 제제 형태에 따른 생존력을 비교 조사하 다. 온도에 한 생존력은 일반

으로 일반 농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상온과 4 ℃에서 보 하면서 시험하

으며 제제는 원 균주의 세포 pellet, PDB 배지와의 혼합제, 여러 첨가물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미생물 제제의 3 가지 경우의 실험군에 하여 시험하

다. 그 결과, pellet 상태로 보 한 균주는 10 일 후부터 그 세포수가 격

히 감소한 반면, K4  YS1 두 균주 모두 미생물 제제와 PDB 혼합제는 그 

차이가 거의 없이 상온에서 1×10
7 CFU/㎖  1×106 CFU/㎖정도의 수 을 

유지하 으며 4 ℃냉장 보 한 균주보다 실온에서 보 한 균주의 생존력이 

더 좋았다(Fig. 12-1, 12-2, 13-1, 13-2, 14-1, 14-2, 15-1, 15-2). 특히, 

K4의 경우 두 온도 조건에서 모두 30 일 후 기 세포수의 1 %만이 생존하

으나 그 세포수가 10
8에 달하기에 미생물 제제로서의 기능은 가능하다. 그

러나 이에 반하여 제제화된 FK4의 돌연변이체는 기 세포수를 거의 유지

하고 있어 미생물 제제로서의 생존력을 극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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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 분리한 항진균성 균주인 FWJ5, FSAR01, FK4  FYS1 제제

는 생존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특히 FWJ5, FK4 돌연변이체는 매우 유용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제제의 첨가물 구성이 매우 효과 임을 알 수 있

다. 

   FWJ5, FSAR01, FK4  FYS1 균주의 토양의 type 즉 일반 밭토양과 원

용상토 5 호내의 생존력을 시험하기 하여 상토  밭토양에 미생물 제

제를 처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cell의 생존력을 시험한 결과, 상토에서 

FWJ5는 1×106 CFU/㎖이상, FSAR01은 1×104 CFU/㎖이상, FK4는 1×107 

CFU/㎖이상, FYS1은 1×104 CFU/㎖이상의 수 을 유지하 으며 기 종

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 밭토양에서는 FWJ5, 

FSAR01은 기 종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FK4  FYS1 

공히 종 후 10 일까지는 감소하 지만 이후 30 일 경과할 때까지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이었다(Fig. 12-3, 12-4,  13-3, 13-4, 14-3, 14-4, 15-3, 15-4). 

이는 미생물을 원 용상토에 종하 을 때는 미생물이 쉽게 양원으로서 

상토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밭토양의 경우 양원으로 밭토양을 이용하

기 하여는 일정기간의 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응기간 의 균주는 PDB상태로 종한 균주보다는 제제화 하여 종한 균주

의 기 응력이 좀더 높았다(Jacobs 등, 2001; Bagnasco 등, 1998). P. 

fluorescens를 LB 배지에서 log phase로 자랄 때 회수하여 원심분리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하여 멸균한 토양과 멸균하지 않은 토양에 

종하여 생존력을 시험한 Dyke 등은 기 cell 량은 1×107 CFU/g soil량이

었으나 시일이 경과할수록 멸균  비멸균 토양에서 종 60 일 경과 후에

는 체 으로 cell 량이 1×102 CFU/g soil의 cell 량으로 격히 감소하 다

고 하 다(Dyke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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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Colony forming unit of  B. lentimorbus  WJ5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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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2. Colony forming unit of  B. lentimorbus  WJ5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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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3. Colony forming unit of  B. lentimorbus  WJ5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commercial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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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4. Colony forming unit of  B. lentimorbus  WJ5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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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1. Colony forming unit of  Streptomyces  sp. SAR01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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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1. Colony forming unit of  B. gladioli  K4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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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2. Colony forming unit of  B. gladioli  K4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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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1. Colony forming unit of  B. subtilis YS1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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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2. Colony forming unit of  B. subtilis YS1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room temperature.



- 295 -

Commercial soil

0

2

4

6

8

0 10 20 30

Time(days)

lo
g

(C
F

U
) 

  
  

 .

PYS1 PYS1175 FYS1 FYS1175

Fig. 15-3. Colony forming unit of  B. subtilis YS1 and its mutant of 

formation stored in commercial soil.



- 296 -

Soil

0

2

4

6

8

0 10 20 30

Time(days)

lo
g
(C

F
U

) 
  

  
 .

PYS1 PYS1175 FYS1 FYS1175

Fig. 15-4. Colony forming unit of  B. subtilis YS1 and its muta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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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물 생장 진  뿌리썩음병 방제효과

  본 실험은 FWJ5, FWJ5m4, FWJ5a17제제의 종자 발아  생장 진 효과 

유무를 검증하고 뿌리썩음병을 일으키는 P.u를 고추, 배추, 무에 용하여 방

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원 용상토 5 호에 제제를 각각 10 ㎖씩 분주

하고 고추, 배추, 무를 종한 후 각 작물의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고추, 배추, 무를 종하여 2 일 후부터 발아하기 시작하 으며 고

추는 체 처리구에서 90 %이상 발아하 고, 배추는 80 %이상, 무는 84 %

이상 발아하 다(Table 8). 이는 작물의 씨앗을 상품으로써 매하고자 할 

때 만족시켜야 하는 발아율 80 % 이상 되는 것으로 제제가 작물의 발아를 

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는 크게 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Fig. 

16-1, 16-2, 17-1, 17-2, 18-1, 18-2). 미생물 제제의 각 작물의 발아이후 

기 생장 해유무를 확인하기 하여 장과 엽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생

육조사를 수행한  구간에서 무처리구와 뚜렷한 차이  없이 오차범 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8 종의 미생물 제제는 고추, 

배추, 무에 하여 종자에 한 발아 진이나 억제  기생장에 하여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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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lant germination were caused by microbial biopesticides

Germination ratio(%)

Control NB FWJ5 FWJ5m4 FWJ5a17

Red pepper 100 100 100 100 96

Chinese cabbage 80 92 92 96 92

Radish 84 84 88 8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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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1. Effect of red pepper growth were caused by microbial 

biopesticides.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2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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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1. Effect of chinese cabbage growth were caused by 

microbial biopesticides.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2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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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1. Effect of radish growth were caused by microbial 

biopesticides.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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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를 V8 agar에 배양한 petri dish 한 개당 3 ㎏의 상토와 잘 혼합한 다

음 직경 15 ㎝의 pot에 넣고 고추, 배추, 무를 이식하여 병원균과 미생물 

제제를 처리하고 생육상황  발병상황(Hong 등, 2002)을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B. lentimorbus  WJ5  그 방사선 돌연변이체 제제(FWJ5, FWJ5m4, 

FWJ5a17)의 뿌리썩음병 방제효과를 보기 해 작물의 뿌리썩음병을 일으키

는 기주가 범 한 P.u을 고추, 배추  무에 용하여 뿌리썩음병을 유발

하 으며, 본 연구에서 만든 제제를 이용하여 뿌리썩음병의 방제효과를 알

아본 결과 Fig. 19, 20-1, 20-2, 21-1, 21-2, 22-1, 22-2와 같이 처리 20 일 

후 고추, 배추  무의 처리구 P.u와 FC에서는 뿌리나 기의 생육이 

조하 고 뿌리가 검은갈색으로 썩은 부 가 찰되었으며, 미생물 제제를 함

께 처리한 구에서는 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생육상태가 양호하

다. 고추 장과 근장을 조사한 결과 처리구 P.u와 FC에서의 평균 장은 

27.5, 31.0 ㎝이었으나 미생물 제제FWJ5, FWJ5m4  FWJ5a17을 처리한 평

균 장은 각각 36.8, 37.8  39.5 ㎝로 미생물 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

보다 생육이 양호하 으며, 조구의 39.7 ㎝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근장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배추, 무 장과 근장을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Yang 등, 2002). Pythium 에 의한 뿌리썩음병을 

Mao 등은 장, 생체 , 종자발아를 조사하 으며, 처리는 10 cm pot에 이

식하고 토양에 병원균을 종하여 실험하 다(Mao 등, 1997). Kumar는 날짜 

경과에 따른 작물의 장, 근장, 생체, 건물  조사, 처리구에 따른 발병정도

를 조사하 으며 병원균만 종한 것에서 발병율이 50 % 이하로 낮았다고 

하 으며(Kumar, 1999) Koch은 Trichoderma harzianum을 이용한 

SUPRESIVIT와 TRI 002, T. viride를 이용한 ECOFIT, Gliocladium virens를 

이용한 SOILGARD, Talaromyces flavus를 이용한 PROTUS 등 미생물 제제 

상품 5 종을 땅콩에 한 토양병원성 병원균인 R.s와 오이에 한 병원균으로 

P.u에 하여 비닐하우스 내에서 병방제 실험을 하 다. 병원균은 pot에 이

식하기 직 에 혼합하 고, 미생물 제제는 이식 직후 처리하 다. 방제효과 

검증은 기 건조 으로 하 으며, 단지 SOILGARD만이 P.u에 하여 방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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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Koch, 1999). Lewis 등은 미생물 제제 구성성분으

로 vermiculite, powdered wheat bran, 0.05M HCl 그리고 량배양 후 건조

된 균체 Trichoderma   Gliocladium(VBA-FB)각각을 각 성분들과 혼합 건

조하여 제제화 하 다. R.s가 종된 토양에 처리하기 에 건조된 제제를 

다시 수분을 흡수시켜 활성을 가지도록 하 다. 종 후 23-25 ℃에서 2-3 

일 후 VBA-FB에서 활성이 나타났다. VBA-FB를 고추 씨앗에 처리하여 잘

록병 방제에 용한 결과 종 4 주 후 완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85 %가 

건 하 다고 하 다(Lewis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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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ythium 

root  rot. Red pepper,  chinese cabbage and  radish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P. ultimum.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ultimum(P.u),  FC,  FWJ5,  FWJ5m4, and  FWJ5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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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1. Pathogenicity  of  pythium root  rot  to  red  pepper  as 

influenced by treatments  with  microbial  biopestic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treated  with  P. ultimum(P.u),  treated with formulation 

control(FC) and P.u,  treated with  FWJ5 and P.u,  treated with 

FWJ5m4 and P.u,  and treated  with  FWJ5a17 and P.u.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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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2. Pathogenicity  of  pythium root  rot  to  red pepper as 

influenced by treatments with microbial  biopestic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treated with P. ultimum(P.u),  treated with formulation 

control(FC) and P.u,  treated with FWJ5 and P.u,  treated with 

FWJ5m4 and P.u,  and treated with FWJ5a17 and P.u.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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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Pathogenicity  of  pythium root  rot  to  chinese cabbage 

as  influenced by treatments with microbial  biopestic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treated with P. ultimum(P.u),  treated with formulation 

control(FC) and P.u,  treated with FWJ5 and P.u,  treated with 

FWJ5m4 and P.u,  and treated with FWJ5a17 and P.u.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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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Pathogenicity  of  pythium root  rot  to  chinese cabbage 

as  influenced by treatments with microbial  biopestic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treated with P. ultimum(P.u),  treated with formulation 

control(FC) and P.u,  treated with FWJ5 and P.u,  treated with 

FWJ5m4 and P.u,  and treated with FWJ5a17 and P.u.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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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Pathogenicity of  pythium root  rot  to  radish as 

influenced by treatments with microbial  biopestic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treated with P. ultimum(P.u),  treated with formulation 

control(FC) and P.u,  treated with FWJ5 and P.u,  treated with 

FWJ5m4 and P.u,  and treated with FWJ5a17 and P.u.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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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Pathogenicity of  pythium root  rot  to  radish as 

influenced by treatments with microbial  biopestic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treated with P. ultimum(P.u),  treated with formulation 

control(FC) and P.u,  treated with FWJ5 and P.u,  treated with 

FWJ5m4 and P.u,  and treated with FWJ5a17 and P.u.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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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물에 한 in vivo  식물병원성 진균의 제어 효과

  본 연구에서 미생물 제제를 조제하여 식물병에 한 약효를 검증하기 

하여 한국화학연구소 Screening Center에 screening을 의뢰한 결과 벼도열

병, 보리흰가루병에 하여는 약효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FK4  FYS1은 

벼잎집무늬마름병과 토마토역병, FK40415는 토마토 잿빛곰팡이병 그리고 

FYS1175는 녹병에 하여 약효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농약제

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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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ungicide effect of isolated antifungal bacteria and its 

mutants against several plant pathogenic fungi 

Formulation CONC. RCB RSB TGM TLB WLR BPM

FC 1/10 0 0 42 0 0 0

FK4 1 0 0 58 6 0 0

FK4 1/10 0 5 0 6 0 0

FK40415 1 0 0 14 0 0 0

FK40415 1/10 0 0 21 0 0 0

FYS1 1 0 5 0 6 0 0

FYS1 1/10 0 0 0 19 0 0

FYS1175 1 0 0 0 0 17 0

FYS1175 1/10 0 0 0 0 17 0

RCB; rice blast, RSB; rice sheath, TGM; tomato grey mold, TLB; tomato late 

blast, WLR; wheat leaf rust, BPM; barley powdery mildew, FC; formulation 

control, FK4; formulation K4, FK40415; formulation mutant K4, FYS1; 

formulation YS1, FYS1175; formulation mutant Y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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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물에 한 식물병원성 진균의 in vitro 제어 효과

  고추의 잎과 잎 기를 10×10 ㎜로 잘라서 방사선조사를 하여 잎에 있던 미

생물들을 멸균한 후, 고추 역병  탄 병에 하여 각 병원균의 포자나 균핵

을 최  농도로 처리한 다음 FWJ5, FSAR01, FK4  FYS1과 이들의 돌연

변이체들을 제제로 만들어 미생물농약으로서 사용 가능성을 실험실조건에서 

검증한 결과 항진균성 세균이 포함되지 않은 제제만은 진균에 한 활성이 

없었으며, FWJ5, FSAR01, FK4  FYS1과 이들의 돌연변이체로 제제화 하

여 역병균  탄 병균과 혼합 종한 잎에서 역병보다 탄 병을 일으키는 

C.g에 강하게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K4와 FK40415가 항

진균활성이 강하게 나타나 역병균의 생장도 억제하여 역병과 탄 병이 발견

되지 않았으며, 제제에 사용한 각 균주들은 고추 잎에 하여 원제를 그 로 

종하여도 약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10). 

  배추의 잎과 잎 기에 탄 병균인 C.h, 무름병원균인 R.st와 균핵병원균인 

S.s에 하여 각 병원균의 포자나 균핵을 최  농도로 처리한 다음 항진균활

성이 있는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를 실험실조건에서 검증한 결과 탄 병, 무름병  균핵병균과 혼합 

종한 잎에서 FK4가 병원성진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제에 사용한 각 균주들은 배추 잎에 하여 원제를 그 로 종하여도 약

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11). 

  무의 잎과 잎 기에 탄 병균인 C.h, 무름병원균인 R.st 와 균핵병원균인 

S.s에 하여 각 병원균의 포자나 균핵을 최  농도로 처리한 다음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를 실험

실조건에서 검증한 결과 탄 병, 무름병  균핵병균과 혼합 종한 잎에서 

균핵병원균인 S.s에 하여 방제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FK4가 병원성진균의 

생장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한 제제에 사용한 각 

균주들은 배추 잎에 하여 원제를 그 로 종하여도 약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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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tifungal effects about the red pepper of microbial 

agents against C. gloeosporioides  and P. capsici  

Treatment
C. gloeosporioides P. capsici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Blank 0 0 0 0 0 0

Control 0 25 80 1.0 25 55

FC 0 25 80 0 25 55

FC×100 0 25 80 0 25 55

FC×1000 0 25 80 0 25 55

FWJ5 0 5 25 0 5 5

FWJ5×100 0 1 1 0 5 5

FWJ5×1000 0 0 2 0 5 5

FWJ5a17 0 0 2 0 5 25

FWJ5a17×100 0 0 5 0 5 5

FWJ5a17×1000 0 0 5 0 5 5

FSAR01 0 55 80 0 55 80

FSAR01×100 0 2 25 0 0 0

FSAR01×1000 0 5 55 0 2 2

FSAR01p151 0 0 5 0 5 25

FSAR01p151×100 0 0 1 0 5 5

FSAR01p151×1000 0 0 2 0 5 5

FK4 0 0 0 0 0 0

FK4×100 0 0 0 0 0 0

FK4×1000 0 0 0 0 0 0

FK40415 0 0 0 0 0 0

FK40415×100 0 0 0 0 0 0

FK40415×1000 0 0 0 0 0 0

FYS1 0 0 25 0 5 2

FYS1×100 0 5 25 0 2 2

FYS1×1000 0 25 55 0 2 2

FYS1175 0 5 5 0 5 5

FYS1175×100 0 25 55 0 5 5

FYS1175×1000 0 55 55 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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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tifungal effects about the chinese cabbage of microbial 

agents agains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and S. sclerotiorum

Treatmen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S. sclerotiorum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Blank 0 0 0 0 0 0 0 0 0

Control 0 5 55 55 80 100 55 80 80

FC 0 2 5 55 80 80 0 55 80

FC×100 0 5 25 55 80 80 0 55 100

FC×1000 0 5 55 55 80 80 0 55 55

FWJ5 0 2 5 0 5 55 0 0 0

FWJ5×100 0 5 25 0 0 1 0 0 0

FWJ5×1000 0 2 5 0 0 1 0 0 0

FWJ5a17 0 5 25 0 1 5 0 0 0

FWJ5a17×100 0 5 25 0 5 5 0 0 0

FWJ5a17×1000 0 2 25 0 5 25 0 0 0

FSAR01 0 5 5 55 80 80 0 55 100

FSAR01×100 0 2 25 55 80 80 0 55 100

FSAR01×1000 0 2 5 55 80 80 0 55 100

FSAR01p151 0 5 5 1 5 55 0 0 0

FSAR01p151×100 0 2 5 5 25 55 0 0 0

FSAR01p151×1000 0 2 5 5 25 55 0 0 0

FK4 0 2 5 0 0.2 2 0 0 0

FK4×100 0 1 5 0.5 5 55 0 0 0

FK4×1000 0 2 5 5 5 55 0 0 0

FK40415 0 2 5 0 0.2 0.2 0 0 0

FK40415×100 0 2 25 0.2 0.5 2 0 0 0

FK40415×1000 0 1 2 25 25 55 0 0 0

FYS1 0 2 5 55 80 80 0 0 0.5

FYS1×100 0 2 25 55 80 80 0 55 80

FYS1×1000 0 1 5 55 80 80 0 25 100

FYS1175 0 2 5 55 80 80 0 5 100

FYS1175×100 0 2 5 55 80 80 0 55 100

FYS1175×1000 0 1 2 55 80 80 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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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ntifungal effects about the radish of microbial agents 

agains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and S. sclerotiorum

Treatmen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S. sclerotiorum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Blank 0 0 0 0 0 0 0 0 0

Control 0 2 55 0 50 80 0 55 100

FC 0 2 55 0 50 80 0 50 100

FC×100 0 5 25 0 50 80 0 50 100

FC×1000 0 5 55 0 50 80 0 50 100

FWJ5 0 5 25 0 0 0 0 0 2

FWJ5×100 0 5 25 0 1 5 0 0 0

FWJ5×1000 0 5 25 0 0 5 0 0 0

FWJ5a17 0 5 25 0 1 2 0 0 5

FWJ5a17×100 0 5 5 0 0 5 0 0 0

FWJ5a17×1000 0 5 5 0 0 2 0 0 0

FSAR01 0 5 25 55 80 80 0 0 0

FSAR01×100 0 5 25 55 80 80 0 0 2

FSAR01×1000 0 5 5 55 80 80 0 0 2

FSAR01p151 0 5 5 0 0 0 0 0 0

FSAR01p151×100 0 5 5 0 0 0 0 0 0

FSAR01p151×1000 0 5 5 0 0 0 0 0 0

FK4 0 5 25 0 0 0 0 0 0

FK4×100 0 5 5 0 0 0 0 0 0

FK4×1000 0 5 5 0.5 0.5 5 0 0 0

FK40415 0 5 5 0 0 0 0 0 0

FK40415×100 0 5 5 0 0 0 0 0 0

FK40415×1000 0 5 5 0.1 0.1 0.5 0 0 0

FYS1 0 5 25 25 80 80 0 0 0

FYS1×100 0 5 5 25 80 100 0 0 0

FYS1×1000 0 5 5 55 80 80 0 0 0

FYS1175 0 5 5 55 80 80 0 0 0

FYS1175×100 0 5 5 55 80 80 0 0 0

FYS1175×1000 0 5 5 55 80 1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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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추, 배추, 무의 탄 병 방제 효과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실제 pot상에서 검증하기 해 고추에 탄 병을 일으

키는 C.g와 배추, 무에 탄 병을 일으키는 C.h를 작물에 용하여 검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Fig. 23, 24, 25, 26, 27, 28, 29, 30). 

  고추의 탄 병은 C.g를 PDA에 배양 후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형성된 포

자를 회수하여 2.8×105 /㎖의 농도로 하여 고추가 이식된 pot당 20 ㎖을 분

무하여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살포하고 고추탄 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 다(Hong 등,  2002; Kumar, 1999; Chai 등, 2002). 고추 열매

만을 가지고 수행한 실험에서 FWJ5  FSAR01의 방제효과가 80 %이상으

로 효과 이었다. 비닐하우스 상에서 고추가 이식된 pot에 병원균과 제제를 

살포하여 방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병원균 단독처리한 곳에서는 75.4 %의 

발병율을 나타냈으며, FSAR01, FK4, FYS1의 방제효과가 52.4 % 이상으로 

효과 이었다(Fig. 23, 24, 25, 26). 배추  무의 탄 병은  C.h를 PDA에 1 

주일간 배양 후 자연  조건에서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

하여 3.4×105 /㎖의 농도로 하여 배추  무가 이식된 pot당 20 ㎖을 분무하

여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살포하고 탄 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 다(Fig. 27, 28, 29, 30). 배추에서의 병원균 단독처리는 46.6 % 발

병하 으며, 각 제제들의 방제효과도 체 으로 약 50 %수 으로 비교  

낮은 효과를 나타냈다(Fig. 27, 28). 무에서는 병원균 단독처리는 77.4 % 발

병하 으며, FWJ5의 경우 50 %이상, FWJ5a17은 6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었다(Fig. 29, 30). Hong 등은 진균을 분리하여 PDA에 배양 후 10 % V8 

juice에서 conidial harvesting (3-5×10
6 ㎖)하고 식물체에 분무하 다. 21 ℃

에서 48 시간 동안 발병유도 후 온실로 옮기고 병증 찰을 하 다(Hong 

등,  2002). Park 등은 Colletotrichum dematium으로 고추, 양배추, 배추  

오이에 발병시켜 양배추는 89 %이상, 배추는 40.3 % 병이 발생하 으며, 고

추와 오이는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 으며(Park 등,  2001). Lee는 C. 

gloeosporioides  은 기주범 가 넓고 배양  특성 등에도 부분 으로 차이

를 나타낸다고 하 다(Lee, 1997). Kim 등은 딸기 탄 병의 화학  방제를 

효과 으로 선발하고 용방법을 구명하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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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발코자 하 다. 화학  방제에 한 연구로는 모주정식시 베노  500 배

액에 30 분간 침지하면 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Benomyl은 

항성 균의 출 이 빨라 세계각국에서 항성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으며 

재 약효감소에 따라 사용량이 하게 어들고 있다. 사용한 화학농약으로는 

Carbendazim, Benomyl, Tolclofos-methyl, Azoxystrobin, Propineb, Tricyclazole 

수화제를 사용하 으며, 포장시험에서 공시 살균제의 엽면살포  토양 주효과

는 없었다. 그러나 공시 포장에서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의 발병율

이 2.0과 1.7 %로 지극히 낮았다. 이와 같은 무처리구에서의 낮은 발병율 때문에 

공시한 살균제의 방제효과를 논하기 어렵다고 하 다(Kim 등, 2002; Jennings 

등, 2001; Al-Samarrai 등, 2002; Kumar, 1999; Jacobs 등, 2001; Peng 등, 1986; 

Chung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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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Bioassay for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anthracnose. Red pepper inoculated with C. gloeosporio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gloeosporioides(C.g),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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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anthracnose.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gloeosporioides(C.g),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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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anthracnose. Red pepper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C. gloeosporioides.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gloeosporioides(C.g),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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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anthracnose about the red pepper.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gloeosporioides(C.g),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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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anthracnose. 

Chinese cabbage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C. higginsianum.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higginsianum(C.h),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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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anthracnose about the chinese cabbage.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higginsianum(C.h),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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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anthracnose. 

Radish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C. 

higginsianum.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higginsianum(C.h),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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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anthracnose about the radish.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C. higginsianum(C.h),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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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고추 역병 방제 효과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pot상에서 검증하기 하여  P.c를 V8 agar에 P.c는 

V8 agar배지에 균을 종하여 28 ℃ 항온기에서 1 주일간 배양한 다음 

조건하의 20-23 ℃에 3 일간 노출하여 포자를 형성시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하여 4-6 엽기의 고추가 이식된 pot에 3.2×104 /㎖의 농도로 1 ㎖/pot

을 지부에 종하고 각 제제를 살포하여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하

다. 병원균만을 처리한 구에서는 100 %발병하 으며, FWJ5, FSAR01의 

방제효과가 비교  우수하게 나타났다(Fig. 31, 32). Shen 등은 in vitro와 

in vivo에서 활성이 있는 생물학  조 물질로 Serratia plymuthica  A21-4

를 분리하여 고추역병균인 P.c에서 방제효과를 검증하 다. in vitro에서 포

자와 포자낭의 형태로 발아율을 조사하 고 균사의 생장 해정도를 조사하

다. pot 실험에서 고추역병에 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는 처리 14 일 

후 100 % 발병하 으며, S. plymuthica  A21-4를 처리한 구에서는 병이 발

생하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실험에서 제제 무처리구는 74.5 %, S. 

plymuthica  A21-4 처리구는 12.6 %만이 발병하 다(Shen 등,  2002; Lee 

등,  2001). 살균제 살포에 의해서 고추역병을 효율 으로 방제할 수 있다. 

metalaxyl, oxadixyl, propamocarb, copper oxychloride, chlorothalonil, 

dithianon등이 한국에서 고추역병 방제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살균제 

에서 metalaxyl-copper oxychloride, metalaxyl-dithianon, 

oxadixyl-chlorothalonil등의 혼합제가 고추재배에서 가장 자주 살포되고 있

다. 고추역병을 효율 으로 방제하기 하여 10 일 간격으로 6 회의 엽면살

포가 재 농부들에게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역병방제를 해 살균제 살

포가 효과가 없을 때가 자주 발생한다. 고추 기 주변에 주하여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엽면살포하는 것보다 역병방제효과가 더 컸다. 1982 년의 포

장시험에서 metalaxyl을 3 번 토양 주 했을 때 역병발생수율을 3 %까지 

억제할 수 있었으나 엽면살포시 역병이 20 % 발생하 고 이때 무살포구는 

31 % 역병이 발생하 다. 그러나 살균제의 토양 주는 비교  가격이 비싸

서 농민들에게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살균제 살포시기가 

고추역병을 효율 으로 방제하기 하여 매우 요한 것 같다. 비가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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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비가 온 후 즉시 살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제효과가 크다고 하 다(Hwang  등, 2002; Lee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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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Red pepper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P. capsici.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capsici(P.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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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capsici(P.c),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20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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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추, 배추, 무의 뿌리썩음병 방제 효과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pot상에서 검증하기 해 P.u를 처리한 상토를 pot에 

담고 고추, 배추, 무를 이식하 다. 이식 후 각각의 미생물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각 pot당 10 ㎖씩 처리하 으며, 처리 20 일 후 생육상황  발병

상황을 조사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33, 34-1, 34-2, 35, 36-1, 36-2, 

37, 38-1, 38-2). 고추, 배추, 무에서 병원균만을 처리한 구에서는 뿌리  

기의 생육이 부진하 으며 미생물 제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완 무

처리구와 비슷한 정도의 생육상황을 나타내었다. 그 에서도 배추의 경우

가 보다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Mao 등은 비닐 하우스에서 Pythium 

에 의한 뿌리썩음병을 장, 생체 , 종자발아율을 조사하 으며, 조사기

을 설정하 음, 처리는 10 cm pot에 이식하고 토양에 병원균 종하여 실험

하 다(Mao 등,  1997). Kumar는 날짜 경과에 따른 작물의 장, 근장, 생

체, 건물  조사, 처리구에 따른 발병정도를 조사하 고, 병원균만 종한 

것에서 발병율이 50% 이하로 낮았다고 하 다(Kumar, 1999). Estrada는 

P.u에 한 항진균 치 배양하여 항진균의 활성을 확인하 고, 실험실  

최  농도를 결정하 다고 하 다(Estrada 등, 1998). Trichoderma 

harzianum을 이용한 SUPRESIVIT와 TRI 002, T. viride를 이용한 

ECOFIT, Gliocladium virens를 이용한 SOILGARD, Talaromyces flavus를 

이용한 PROTUS 등 미생물 제제 상품 5 종을 땅콩에 한 토양병원성 병

원균인 R.s와 오이에 한 병원균으로 P.u에 하여 비닐하우스 내에서 병

방제 실험을 하 다. 병원균은 pot에 이식하기 직 에 혼합하 고, 미생물 

제제는 이식 직후 처리하 다. 방제효과 검증은 기 건조 으로 하 으며, 

단지 SOILGARD만이 P.u에 하여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Koch, 

1999). Lewis등은 미생물 제제 구성성분으로 vermiculite, powdered wheat 

bran, 0.05M HCl 그리고 량배양 후 건조된 균체 Trichoderma   

Gliocladium(VBA-FB)각각을 각 성분들과 혼합 건조하여 제제화 하 다. R.s

가 종된 토양에 처리하기 에 건조된 제제를 다시 수분을 흡수시켜 활성

을 가지도록 하 다. 종 후 23-25 ℃에서 2-3 일 후 VBA-FB에서 활성이 

나타났다. VBA-FB를 고추 씨앗에 처리하여 잘록병 방제에 용한 결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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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후 완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85 %가 건 하 다고 하 다(Lewis 등, 

2001). Russo 등은 Pseudomonas fluorescens  F113 LacZY를 alginate에 캡

슐화 하 고, 생존력과 활성을 사탕무에 용하여 평가하 다. 300-700 ㎛ 

크기의 alginate microbeads를 말린 제제의 생존력은 우수하 으며 28±2 ℃

와 4±2 ℃에서 1 년 동안 장하 고, 이 제제를 P.u와 R.s에 한 해정

도를 확인하 다. 사탕무에 같은 량의 P.u를 처리하 으나 세균의 농도가 

작물에 병을 일으킬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량이 뿌리에 있었다고 하

다(Russo 등, 2001). P.u에 의해 오이와 콩의 잘록병을 종자 코 을 함으로

써 biocontrol 할 수 있는 bacteria Burkholderia ambifaria  BC-F를 분리하

다. 서로 다른 곳으로부터 Burkholderia cepacia  complex는 몇몇 요한 

토양병원성진균 Sclerotium rolfsii, Rhizoctonia solani, Pythium  spp., 

Fusarium  spp.  Phytophthora capsici에 의해 나타나는 뿌리썩음병을 방

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P.u에 의해 발병한 damping-off를 B. ambifaria  

BC-F로 방제 효과를 조사하 다. P.u의 포자나 멸균수를 콩과 오이의 씨앗

에 처리하여 종하고 cup당 식물의 생체 과, 장을 조사하 는데 콩에 

처리한 BC-F는 pathogene check에서는 평균 생체 과 장이 P.u 처리구

보다 더 컸으나 healthy check에서는 더 작았다고 하 다(Li 등,  2002). 

Bagnasco 등은 biocontrol 활성을 확인하기 하여 400 ㎖ pot에 모래와 상

토를 혼합하여 2/3만큼 채우고 미리 비한 P.u 균사체를 종하고, 항진균

과 peat의 혼합 제제 UP61, UP143, UP148을 종자에 처리하여 P.u가 처리된 

pot에 종하 다. P.u 조구 병발생율은 47.4 % 으나 혼합 처리구에서 

UP61에 의해 병발생이 해되어 2.4 % 발병하 다. R.s에 의한 병발생은 

34.3 % 으며, 혼합처리구에서 UP148에 의해 병발생이 해되어 10.7 %

다고 하 다(Bagnasco 등,  1998). 한 Lewis 등은 토양으로부터 C.  

foecundissimum을 분리하여 가지와 고추의 잘록병(damping-off)을 일으키는 

R. solani  R-23와 P. ultimum  Z3에 한 biocontrol 실험을 하 다. 제제 

조제는 잘록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진균 C. foecundissimum를 PDA에서 2주

간 배양한 것을 50 ㎖의 멸균증류수와 5 ㎖의 멸균증류수에 50 g의 멸균한 

wheat bran을 녹여 1 ℓ 삼각 라스크에 넣고 25 ℃ 암조건에서 10 일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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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 다. Granular 생산품은 alginate prill과 flour/clay extrusion을 C. 

foecundissimum가 있는 발효기에 넣고 10 일간 배양하 다. R. solani와 제

제 처리 4 주 후 식물의 성장과 병원균에 의한 발병을 확인하 고 병원균 

무처리에 비해 병원균 단독 처리에서는 74.1 %발병하 고, 병원균과 제제를 

처리한 구에서는 80 % 이상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P. ultimum에 의한 

제제의 병방제 효과는 제제처리 4 주 후 병원균 무처리에 비하여 병원균 단

독처리는 47.7 % 발병하 고, 병원균과 제제를 처리한 구에서는 29.1 % 발

병하여 70.9 % 이상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Lewis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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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ythium root 

rot. Red pepper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P. ultimum.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1:  B. lentimorbus  WJ5; 2:  Streptomyces sp. SAR01;  3:  

B. gladioli  K4;  4:  B. subtilis  YS1; A:  control;  B:  P. ultimum;  

C:  P. ultimum+formulation control;  D:  P. ultimum+wild type 

antifungal  bacteria  formulation;  E:  P. ultimum+mutant 

antifungal  bacteria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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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ythium root rot about the red pepper.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ultimum(P.u),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6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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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ythium root rot about the red pepper.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ultimum(P.u),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6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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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ythium root 

rot. Chinese cabbage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P. ultimum.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1:  B. lentimorbus  WJ5; 2:  Streptomyces sp. SAR01; 

3:  B. gladioli  K4;  4:  B. subtilis  YS1; A:  control;  B:  P. ultimum;  

C:  P. ultimum+formulation control;  D:  P. ultimum+wild type 

antifungal bacteria formulation; E:  P. ultimum+mutant antifungal 

bacteria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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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abbage of pythium root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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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ythium root rot  about the  chinese cabbage.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ultimum(P.u),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6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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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abbage of pythium root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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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ythium root rot  about the  chinese cabbage.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ultimum(P.u),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6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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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ythium 

root  rot. Radish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P. ultimum.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1:  B. lentimorbus  WJ5;  2:  Streptomyces sp. SAR01;  3:  

B. gladioli  K4;  4:  B. subtilis  YS1;  A:  control;  B:  P. ultimum;  

C:  P. ultimum+formulation control;  D:  P. ultimum+wild  type 

antifungal  bacteria  formulation;  E:  P. ultimum+mutant 

antifungal  bacteria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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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sh of pythium root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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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ythium root rot about the radish.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ultimum(P.u),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6 replicates.



- 345 -

Radish of pythium root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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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 Effect of several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ythium root rot about the radish.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ultimum(P.u),  FC,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and 

FYS1175.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6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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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된 제제 구성성분을 이용하여 미생물 제제 FWJ5, FWJ5a17, FSAR01, 

FSAR01p151, FK4, FK40415, FYS1  FYS1175를 만들었으며 8 종의 식물병

원균에 한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확인하 다. C.g에 하여 각 미생물 제제

는 각각 85.6-97.1 %의 포자발아 억제효과가 있었다. C.h에 하여도 

52.4-96.2 %이상의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F.o에 하여는 각각 84.2-95.3 %

의 포자발아를 억제하 다. 특히 P.c에 하여는 공시 미생물 제제 8 종 모

두에서 92.6 %이상의 포자발아를 억제하 으며, FSAR01p151, FYS1, 

FYS1175는 100 % 발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R.st에 한 발아억제율

은 55.8-74.9 %로 억제효과가 비교  낮았으나 P.u, R.s, S.s에 한 발아의 

억제는 부 70 %이상의 높은 발아억제 효과가 있었다. 각 제제의 종류에 

따른 생존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 pellet 상태로 보 한 균주는 10 일 후부터 

그 세포수가 격히 감소한 반면, K4  YS1 두 균주 모두 미생물 제제와 

PDB 혼합제는 상온에서 1×107 CFU/㎖  1×106 CFU/㎖정도의 수 을 유

지하 으며 4 ℃냉장 보 한 균주보다 실온에서 보 한 균주의 생존력이 더 

좋았다. 특히, K4 균주의 경우, 야생형 균주인 K4는 두 온도 조건에서 모두 

30 일 후 기 세포수의 1 %만이 생존하 으나 그 세포수가 1×10
8 CFU/㎖ 

에 달하기에 미생물 제제로서의 기능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제제

화된 FK4 균주의 돌연변이체는 기 세포수를 거의 유지하고 있어 미생물 

제제로서의 생존력을 극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

리한 균주의 미생물 제제 FWJ5, FSAR01, FK4  FYS1 균주는 생존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특히 FWJ5, FK4 돌연변이체 제제는 매우 유용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제제의 첨가물 구성이 매우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상

토  밭토양에 한 생존력을 시험한 결과, 상토에서 FWJ5는 1×106 CFU/

㎖이상, FSAR01은 1×104 CFU/㎖이상, FK4는 1×107 CFU/㎖이상, FYS1은 

1×104 CFU/㎖이상의 수 을 유지하 으며 기 종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 밭토양에서  FWJ5, FSAR01은 기 종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FK4  FYS1 공히 종 후 10 일까지는 감소하

지만 이후 30 일 경과할 때까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미생물을 

원 용상토에 종하 을 때는 미생물이 쉽게 양원으로서 상토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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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일반 밭토양의 경우 양원으로 밭토양을 이용하기 하여는 일

정기간의 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응기간 의 균

주는 PDB상태로 종한 균주보다는 제제화 하여 종한 균주의 기 응

력이 좀더 높았다. 제제의 종자 발아  생장 진 효과 유무를 검증하고 

뿌리썩음병을 일으키는 P.u를 고추, 배추, 무에 용하여 방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추, 배추, 무를 종하여 2 일 후부터 발아하기 시작하 으며 고추는 

체 처리구에서 90 %이상 발아하 고, 배추는 80 %이상, 무는 84 %이상 

발아하 다. 이는 작물의 씨앗을 상품으로써 매하고자 할 때 만족시켜야 

하는 발아율 80 % 이상 되는 것으로 제제가 작물의 발아를 진하거나 억

제하는 데에는 크게 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생물 제제의 각 작

물의 발아이후 기 생장 해유무를 확인하기 하여 장과 엽수를 조사

한 결과에서도 생육조사를 수행한  구간에서 무처리구와 뚜렷한 차이  

없이 오차범 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8 종의 미생

물 제제는 고추, 배추, 무에 하여 종자에 한 발아 진이나 억제  기

생장에 하여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P.u를 처리하고 

고추, 배추, 무를 이식한 후 미생물 제제를 처리하고 생육상황  발병상황

을 조사한 결과 처리 20 일 후 고추, 배추  무의 처리구 P.u와 FC에서는 

뿌리나 기의 생육이 조하 고 뿌리가 검은 갈색으로 썩은 부 가 찰

되었으며, 미생물 제제를 함께 처리한 구에서는 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

지 않고 생육상태가 양호하 다. 고추 장과 근장을 조사한 결과 미생물 제

제를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보다 생육이 양호하 으며, 조구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근장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배추, 무 장과 근장을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식물병에 한 약효를 검증하기 

하여 한국화학연구소 Screening Center에 screening을 의뢰한 결과 벼도열

병, 보리흰가루병에 하여는 약효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FK4  FYS1은 

벼잎집무늬마름병과 토마토역병, FK40415는 토마토 잿빛곰팡이병 그리고 

FYS1175는 녹병에 하여 약효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농약제

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고추의 잎과 잎 기를 10×10 ㎜로 잘

라서 방사선조사를 하여 잎에 있던 미생물들을 멸균한 후, 고추 역병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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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처리한 다음 제제를 처리하여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병보다 탄 병

을 일으키는 C.g에 강하게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K4와 

FK40415가 항진균활성이 강하게 나타나 역병균의 생장도 억제하여 역병과 

탄 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배추의 잎과 잎 기에 배추 탄 병, 무름병  

균핵병을 처리한 다음 제제 효과를 검증한 결과 FK4에서 병원성진균의 생

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 잎과 잎 기에 무 탄 병, 무름병  

균핵병에 하여 제제 효과를 검증한 결과 FK4에서 병원성진균의 생장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실제 pot상에서 고

추, 배추, 무의 탄 병을 작물에 용하여 검증한 결과 고추의 탄 병은 열매

만을 가지고 수행한 실험에서 FWJ5  FSAR01의 방제효과가 80 %이상으

로 효과 이었다. 비닐하우스 상에서 고추가 이식된 pot에 탄 병원균과 제

제를 살포하여 방제효과를 확인한 결과 FSAR01, FK4, FYS1의 방제효과가 

52.4 % 이상으로 효과 이었다. 배추  무의 탄 병은 배추에서의 제제들의 

방제효과도 체 으로 약 50 %수 이었다. 무 탄 병은 FWJ5의 경우 50 

%이상, FWJ5a17은 6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었다.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

를 검증한 결과 병원균만을 처리한 구에서는 100 %발병하 으며, FWJ5, 

FSAR01의 방제효과가 비교  우수하게 나타났다. P.u를 처리한 상토에 고

추, 배추, 무를 이식 후 각각의 미생물 제제를 처리하 으며 20 일 후 생육

상황  발병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추, 배추, 무에서 병원균만을 처리한 구

에서는 뿌리  기의 생육이 부진하 으며 미생물 제제를 처리한 모든 처

리구에서 완 무처리구와 비슷한 정도의 생육상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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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합 미생물 제제 

  1) 균주 상호간의 생장 해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 WJ5, WJ5a17, K4, K40415, YS1  YS1175를 

각각의 야생형균주 상호간  각각의 돌연변이균주 상호간에 한 생장 해

유무를 검증하기 하여 NA배지에 치 배양하여 형성된 colony의 성장 상

태를 확인한 결과 WJ5, K4  YS1상호간의 생장 해는 없었으며 Fig. 39와 

같다. 이는 이들 미생물을 혼합배양 하여 복합 미생물 제제로 활용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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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Inhibition tested antifungal bacteria and its mutants 

activity about each bacteria.



- 351 -

  2)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활성 spectrum

  WJ5, K4, YS1을 혼합배양(Tot)하고, WJ5a17, K40415, YS1175를 혼합배

양(mTot)하여 식물병원성 진균 C.g, C.h, F.o, P.c, P.u, R.s, R.st  S.s에 

한 항진균 활성 검증을 하 다. PDA에 식물병원성 진균을 agar plug상태

로 종하고 균사의 직경이 2 ㎝정도 자랐을 때 Tot, mTot 균주 각각의 액

체 배양액 20 ㎕를 paper disc에 종하여 27 ℃에서 1-3 일간 치배양 후 

활성 의 형성을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40).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하여 앞서 수행한 항진균 세균 각각의 항진균 활성보다도 더 우수한 

활성 를 나타내어 여러 가지 작물에 각종 병을 일으키는 식물병원성 진균

에 하여 WJ5, K4, YS1과 이들의 돌연변이 균주들을 혼합한 복합 미생물 

균주가 범 한 진균에 하여 성장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Kondoh 

등,  2001; Chamberlain 등,  1999; Kim 등,  2002; Ryder 등,  1999; Yardin 

등,  2000; Yang 등,  2002; Bernhard 등,  1998; Getha 등,  2002; Kumar, 

1999; Estrada 등,  1998; Harris 등,  1997; Minuto 등,  1997; Lewis 등, 

1998; Collins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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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Combined antifungal  bacteria  activity  about plant 

pathogenic  fungi C. gloeosporioides(1), C. higginsianum(2), F. 

oxysporum(3), P. capsici(4), P. ultimum(5),  R. solani(6),  R. 

stolonifer(7)  and S. sclerotiorum(8) strains. a:  control,  b:  

combined wild  type antifungal  bacteria(Tot),  c:  combined 

mutant antifungal  bacteria(m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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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시간에 따른 최소 생장억제 농도

  항진균성 균주의 혼합 미생물 균체 Tot, mTot를 각 농도별 Tot  mTot

와 10 배 희석된 R.s를 PDB배지에 혼합 종하여 배양하 고, 각각 종직후, 6, 

12 시간 배양 후 Tot  mTot는 NA배지에서 배양하 고, R.s는 hemacytometer 

 PDA에 kanamycin 10 ㎍/㎖의 농도로 처리한 배지에서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41-1, 41-2, 41-3, 41-4, 41-5). 복합 

미생물 균주 Tot, mTot를 1010, 108, 106, 104  102의 농도에서 모두 R.s에 

하여 항진균성 균주 Tot, mTot의 경우 종 6 시간 후부터 농도가 격히 

증가하여, 12 시간 이후 R.s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 다. 따라서 복합 미생

물 제제를 만들 경우 Tot, mTot의 cell 량이 2.7×105 CFU/㎖ 이상만 되어도 

충분한 농도라고 단된다.



- 354 -

R.s+Tot-1 and R.s+mTo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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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1 Tot-1 R.s-m1 mTot-1

Fig. 41-1.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combined microbial agents(Tot-1, mTot-1) were recorded after 

0 h,  6  h,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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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ot-3 and R.s+mTo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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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3 Tot-3 R.s-m3 mTot-3

Fig. 41-2.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combined microbial agents(Tot-3, mTot-3) were recorded after 

0 h,  6  h,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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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ot-5 and R.s+mTo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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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5 Tot-5 R.s-m5 mTot-5

Fig. 41-3.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combined microbial agents(Tot-5, mTot-5) were recorded after 0 

h, 6 h,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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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ot-7 and R.s+mTo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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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7 Tot-7 R.s-m7 mTot-7

Fig. 41-4.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combined microbial agents(Tot-7, mTot-7) were recorded after 0 

h, 6 h, an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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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ot-9 and R.s+mTo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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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ntrol R.s-9 Tot-9 R.s-m9 mTot-9

Fig. 41-5. Inhibition of fungal growth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combined microbial agents(Tot-9, mTot-9) were recorded after 0 

h, 6 h, and 12 h.



- 359 -

  4)  복합미생물 제제의 작물에 한 식물병원성 in vitro  진균의 제어능

  복합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고추, 배추, 무에 한 병발생 

억제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추에 하여 복합 미생물 제제 

FTot, FmTot와 역병균  탄 병균과 혼합 종한 잎에서 원제가 희석제에 

비해 C.g  P.c에 강하게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배

추  무의 잎과 잎 기에 배추의 탄 병원균인 C.h, 무름병원균인 R.st와 

균핵병원균인 S.s에 하여 각 병원균의 포자나 균핵을 최  농도로 처리한 

다음 복합 미생물 제제 FTot, FmTot를 처리하여 실험실조건에서 방제효과

를 검증한 결과, R.st와 S.s에 하여 병원성진균의 생장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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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ntifungal effects about the red pepper of combined 

microbial biopesticides against C. gloeosporioides  and P. capsici

Treatment

C. gloeosporioides P. capsici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Blank 0  0  0 0  0  0

Control 0 25 80 0 25 80

FTot 0  0  0 0  0  0

FTot×100 0  2 25 0  0  5

FTot×1000 0  2 55 0  0 55

FmTot 0  0  0 0  0  0

FmTot×100 0  2 25 0  0  5

FmTot×1000 0  2 55 0  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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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ntifungal effects about the chinese cabbage of combined 

microbial biopesticides agains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and S. 

sclerotiorum

Treatmen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S. sclerotiorum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Blank 0  0   0  0  0  0 0  0  0

Control 0 25 100  0  5 55 0  2 55

FTot 0  2   5  0  0  0 0  0  2

FTot×100 0  2  25  0  0  0 0  0  0

FTot×1000 0  2  55  0  0  0 0  0  0

FmTot 0  2   5  0  0  0 0  0  0

FmTot×100 0  2  25  0  0  0 0  0  0

FmTot×1000 0  2  55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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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Antifungal effects about the radish of combined microbial 

biopesticides agains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and S. 

sclerotiorum

Treatment

C. higginsianum R. stolonifer S. sclerotiorum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3 day 6 day 10 day

Blank 0 0  0 0 0  0 0 0  0

Control 0 5 80 0 2 55 0 2 55

FTot 0 0  5 0 0  0 0 0  5

FTot×100 0 2 25 0 0  0 0 0  0

FTot×1000 0 2 55 0 0   0.2 0 0  0

FmTot 0 0  5 0 0  0 0 0  0

FmTot×100 0 2 25 0 0  0 0 0  0

FmTot×1000 0 2 55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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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추 역병 방제효과

  고추 역병 방제효과 시험에서는 P.c를 V8 agar에 배양 후 포자를 형성 

시켰으며 형성된 포자를 회수하여 4-6 엽기 고추에 3.0×104 /㎖의 농도로 1 

㎖/pot을 지부에 종하고 각 제제를 1000 배 희석하여 5 ㎖/pot을 살포

하여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42, 43). 역

병균만을 단독 처리한 구는 85 % 이상 발병하 으며, 복합 미생물 제제 

FTot  FmTot는 역병의 발생을 60-66 % 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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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Bioassay for  different  formulation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Red pepper  were grown in  the  greenhouse 

and inoculated  with P. capsici.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capsici(P.c),  combined 

biopesticides FTot,  combined biopesticides  Fm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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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Effect of combined microbial biopesticides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about the red pepper. Treatment differing in 

their efficacy are shown: untreated(C), P. capsici(P.c), combined 

biopesticides FTot, combined biopesticides Fm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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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5, WJ5a17, K4, K40415, YS1  YS1175를 각각의 야생형균주 상호간 

 각각의 돌연변이균주 상호간에 한 생장 해유무를 검증하기 하여 

NA배지에 치 배양하여 형성된 colony의 성장 상태를 확인한 결과 WJ5, 

K4  YS1상호간의 생장 해는 없었으며, 이는 이들 미생물을 혼합배양 

하여 복합 미생물 제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다. 따라서 이

들 균주를 혼합 배양한 Tot  mTot를 8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항

진균 활성 검증을 한 결과,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하여 앞서 수행한 항

진균 세균 각각의 항진균 활성보다도 더 우수한 활성 를 나타내어 여러 가

지 작물에 각종 병을 일으키는 식물병원성 진균에 하여 WJ5, K4, YS1과 

이들의 돌연변이 균주들을 혼합한 복합 미생물 제제가 범 한 진균에 

하여 성장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복합 미생물 균주 각 농도별 Tot  

mTot와 R.s를 혼합 종하여 배양하 고, 형성된 colony를 계수한 결과 복합 미

생물 균주 Tot, mTot를 1010, 108, 106, 104  102의 농도에서 모두 R.s에 

하여 12 시간 이후 R.s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 으며, 항진균성 균주 Tot, 

mTot의 경우 종 6 시간 후부터 농도가 격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따라

서 복합 미생물 제제를 만들 경우 FTot, FmTot의 cell 량이 2.7×10
5 CFU/㎖ 

이상만 되어도 충분한 농도라고 단된다. 고추, 배추, 무에 한 병발생 억

제능을 확인한 결과는 고추에 하여 복합 미생물 제제 FTot, FmTot와 역

병균  탄 병균과 혼합 종한 잎에서 원제가 희석제에 비해 C.g  P.c에 

강하게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무의 잎과 잎 기에 무름

병  균핵병에 하여 병원성진균의 생장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추 역병 방제효과 시험에서는 P.c를 종하고 각 제제의 고추역병 

방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병균만을 단독 처리한 구는 85 % 이상 발병하

으며, 복합 미생물 제제 FTot  FmTot는 역병의 발생을 60-66 % 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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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WJ5, SAR01, K4  YS1을 방사선을 조사하여 돌

연변이체를 유도하 으며,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한 항진균 활성 검증

을 한 결과 항진균활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뚜렷한 활성 를 보여 식물병

원성 진균에 하여 범 하게 성장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 균

주를 식물병원성 진균인 R.s와 혼합 배양한 결과 각각 항진균성 균주 WJ5와 

WJ5a17의 경우 농도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고 R.s의 농도가 격히 감소

하 고, SAR01과 SAR01p151의 경우 103 CFU/㎖ 이상, K4  K40415의 경우 

2.7×105 CFU/㎖ 이상, YS1과 YS1175의 경우 1.25×105-3.19×106 CFU/㎖이

상의 농도에서 R.s의 생장을 강하게 억제하 다. K4균주를 미생물 제제로 

만들어 각 제제별 R.st에 한 항진균활성  포자발아 억제 정도를 조사한 

결과 FK4는 R.st에 하여 항진균 활성이 그 로 보존이 되었으며, FK4내 

균주의 생명력도 양호하 다. 생물농약으로 사용할 각 제제의 구성성분에 

따른 R.st에 한 포자발아 억제시험에서는 36 가지 제제의 종류마다 차이

가 약간씩 있었으나 항진균 활성이 있는 FK4는 높은 억제율을 보 으며 가

장 효과 으로 발아억제를 할 수 있는 formulation은 7(F1), 9(F2)  

33(F3) 번 일 것으로 사료된다. 1 차 선별된 미생물 제제를 식물병원성 진

균에 한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선별된 3 종류의 제제는 체

으로 C.g에 하여 높은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보 으며, F1 제제가 F2  

F3 제제에 비하여 C.g의 포자발아에 하여 4.2, 1.1 % 이상의 억제효과가 

있었다. C.h에 하여는 F1 제제가 F2  F3 제제보다 좋은 억제효과가 있

었다. F.o  P.c에 하여도 F1 제제는 야생형과 돌연변이체 모두 92 % 이

상의 포자 발아 억제 효과가 있었다. 고추역병의 방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각 제제들은 역병의 발생을 50-66.7 % 억제하 으나 체 으로 오차범  

내에 분포하여 특정 제제가 효과가 좋았다고 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그러나 에서 살펴본 8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 각각에 한 포자발

아 억제능을 검증한 실험에서 F1 제제가 타제제보다 포자의 발아 억제율이 

좋은 것으로 보아 F1 제제를 미생물 제제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선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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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효과 이라고 생각된다.

  선별된 제제 구성성분을 이용하여 각 항진균성 균주를 미생물 제제로 만

들었으며 8 종의 식물병원균에 한 포자발아 억제효과는 C.g에 하여 각

각 85.6-97.1 %, C.h에 하여 52.4-96.2 %, F.o에 하여 84.2-95.3 %, P.c에 

하여 92.6 %이상의 포자발아를 억제하 으며, FSAR01p151, FYS1, 

FYS1175는 100 % 발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R.st에 하여 55.8-74.9 

%, P.u, R.s, S.s에 한 발아의 억제는 부 70 %이상의 높은 발아억제 효

과가 있었다. 각 제제의 종류에 따른 생존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 온도에 따

른 생존력은 원 균주의 세포 pellet, PDB 배지와의 혼합제, 여러 첨가물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미생물 제제 3 가지 경우의 실험군에 하여, pellet 

상태로 보 한 균주는 10 일 후부터 그 세포수가 격히 감소하 다. 그러나 

제제화 하여 장하 을 경우 생존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특히 FWJ5, FK4

는 매우 유용하 다. 상토  밭토양에 한 제제내 균주의 생존력을 시험한 

결과, 상토에서 각 균주는 기 종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일반 밭토양에서 FWJ5, FSAR01은 기 종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

았으며, FK4  FYS1 공히 종 후 10 일까지는 감소하 지만 이후 30 일 

경과할 때까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미생물을 원 용상토에 종

하 을 때는 미생물이 쉽게 양원으로서 상토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밭토양의 경우 양원으로 밭토양을 이용하기 하여는 일정기간의 응기

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응기간 의 균주는 PDB상태로 

종한 균주보다는 제제화 하여 종한 균주의 기 응력이 좀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제제의 첨가물 구성이 매우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제제의 종자 발아  생장 진 효과 유무를 검증하고, 고추, 배추, 무

에 뿌리썩음병에 한 방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추, 배추, 무를 종하여 2 

일 후부터 발아하기 시작하 으며 고추는 체 처리구에서 90 %이상 발아하

고, 배추는 80 %이상, 무는 84 %이상 발아하 다. 이는 작물의 씨앗을 상

품화 할 때의 발아율 80 % 이상 되는 것으로 제제가 작물의 발아를 진하

거나 억제하는 데에는 크게 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생물 제제의 

각 작물의 발아이후 기 생장 해유무를 확인하기 하여 장과 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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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생육조사를 수행한  구간에서 무처리구와 뚜렷한 

차이  없이 오차범 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8 종

의 미생물 제제는 고추, 배추, 무에 하여 종자에 한 발아 진이나 억제 

 기생장에 하여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P.u와 

미생물 제제를 처리한 구에서 생육상황  발병상황을 조사한 결과  미생물 

제제를 함께 처리한 구에서는 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생육상태

가 양호하 다. 미생물 제제를 식물병에 한 약효를 검증하기 하여 한국

화학연구소 Screening Center에 screening을 의뢰한 결과 FK4  FYS1은 

벼잎집무늬마름병과 토마토역병, FK40415는 토마토 잿빛곰팡이병 그리고 

FYS1175는 녹병에 하여 약효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농약제

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고추의 잎을 10×10 ㎜로 잘라서 고추 

역병  탄 병에 처리한 다음 제제를 처리하여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병보

다 탄 병을 일으키는 C.g에 강하게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의 잎과 잎 기에 탄 병, 무름병  균핵병에 하여 제제 효과를 검증한 

결과 FK4에서 병원성진균의 생장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추의 탄 병은 열매만을 가지고 수행한 실험에서 FWJ5  FSAR01의 방제

효과가 80 %이상으로 효과 이었다. 고추, 배추, 무의 탄 병을 작물에 용

하여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실제 pot상에서 검증한 결과 고추에 병원균을 단

독처리한 곳에서는 75.4 % 발병하 고, FSAR01, FK4, FYS1의 방제효과는 

52.4 % 이상이었다. 배추  무의 탄 병은  체 으로 약 50 % 방제효과

를 나타냈다. 고추역병은 FWJ5, FSAR01의 방제효과가 비교  우수하게 나

타났다. 제제와 P.u를 처리 20 일 후 생육상황  발병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추, 배추, 무에서 병원균만을 처리한 구에서는 뿌리  기의 생육이 부

진하 으며 미생물 제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완 무처리구와 비슷한 

정도의 생육상황을 나타내었다. 그 에서도 배추의 경우가 보다 뚜렷한 효

과를 보 다.

  WJ5, WJ5a17, K4, K40415, YS1  YS1175를 각각의 야생형 균주 상호간 

 각각의 돌연변이균주 상호간에 한 생장 해유무를 검증한 결과 WJ5, 

K4  YS1상호간의 생장 해는 없었으며, 이들 미생물을 혼합 배양하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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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미생물 제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ot, mTot를 8 종의 식

물병원성 진균에 한 항진균 활성 검증을 한 결과, 앞서 수행한 항진균 세

균 각각의 항진균 활성보다도 더 우수한 활성 를 나타내어 식물병원성 진

균에 하여 복합 미생물 제제가 범 한 진균에 하여 성장억제 효과가 

있었다. 항진균성 균주의 복합 미생물 균주 Tot, mTot를 각 농도별로 R.s와 

혼합 종하여 배양하 고, 형성된 colony를 계수한 결과 cell 량이 2.7×105 

CFU/㎖ 이상만 되어도 R.s의 생장을 해하기에 충분한 농도라고 단되었

다. 고추, 배추, 무에 한 병발생 억제능을 확인한 결과는 고추에 하여 복

합 미생물 제제 FTot, FmTot와 역병균  탄 병균과 혼합 종한 잎에서 

원제가 희석제에 비해 C.g  P.c에 강하게 생장을 억제하 다. 배추  무

의 잎과 잎 기에 무름병  균핵병에 하여 병원성진균의 생장을 강하게 

억제하 으며, 고추 역병 방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병의 발생을 60-66 % 

억제하 다.

  식물병원성 진균들을 효과 으로 방제하기 하여 이들에 하여 항진균 

활성이 있는 세균을 방사선을 조사하여 보다 더 강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는 

돌연변이체를 유도하 으며 미생물의 기능을 그 로 목 하는 장에서 직

 이용하고자 미생물 제제를 조제하 다. 제제가 장하는 동안의 생존력과 

토양  시 에 유통되고 있는 상토에서 생존력을 유지하 고 각종 식물병

원성 진균에 의해 고추, 배추, 무에 범 하게 발생하는 식물병에 한 방

제효과를 검증하 다. 한 다양한 식물병원균에 한 방제효과를 극 화하

고자 각 균주들을 혼합하여 복합미생물 제제를 조제하 다. 따라서 이를 이

용하여 다양한 식물병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제제로서 산업화의 활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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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농약성 미생물 형질 환용 벡터개발

1. 서론 

환경보호와 생태계보 에 한 Green Round 약이 국제  심이 되면

서, 과다한 농약의 남용은 심각한 국제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이를 체하

여 농산물 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농약의 개발이 국제  경쟁이 치열한 하

나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

는 농약성 미생물의 탐색, 생리 생화학  특성 규명, 활성물질의 구조 분석, 

련 유 자의 확인 분리  재조합 유 자 도입에 의한 형질 환체의 개발, 활

성물질의 변형  유도체 합성, 환경보  능력 실험  포장 실험 등이 필수

이라 하겠다. 이  유 자의 클로닝  벡터의 개발은 물질의 생합성 기 을 

밝히는 기 연구로도 요할 뿐 아니라 조 유 자를 변형하거나 활성이 강한 

로모터를 지니고 있는 과 발  벡터를 이용하여 농약성 물질의 생산을 증가

시키는 등 생물농약 개발의 근간이 될 것이다.

  Plasmid는 생물의 유 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를 제외한 기능을 가진 유

자를 포함하는 일련의 유 정보를 지닌 DNA로 자체의 복제개시

(replication origin)을 지니고 있어 세포의 분열시기 뿐 아니라 평소에도 

복제가 가능하다. 즉, 세포 내에 염색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 으로 증

식할 수 있는 DNA의 고리 모양인 유 자를 통칭한다. 한 세포의 분열시

기에 딸세포로 유 되므로 지니고 있는 유  정보는 개체군으로 확산될 수 있

다 (Sambrook 등, 1989). Plasmid는  자연상태에서 일부의  원 핵 생 물 

뿐  아 니 라 일부 하등 진핵생물에서도 발견된다(Shen과 Chen,1994). 

Plasmid에 포함된 유 자는 약제에 한 항성을 가진 내성인자(R인자), 세균

의 자웅을 결정하는 성결정인자(F인자) 등이 발견되고 있다(Guerra 등, 2001). 

세균의 생존에 plasmid의 존재가 필수 인 것이 아니며,  다른 종의 세포 내

에도 달된다. Plasmid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유 자공학에 이용될 수 있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세균 내의 plasmid를 세포 밖으로 빼내고 제한효소로 

고리를 끊은 뒤, 가령 사람의 인슐린을 만드는 데 여하는 DNA 조각을 이

에 끼워 맞춰 다시 세균의 세포 내로 돌려보내 넣어주면 이종의 DNA 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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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잡종 plasmid는 정상 으로 증식하고 세균이 분열할 때마다 인슐린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라스미드에 끼워 맞출 수 있는 DNA는 그 근본

이 고등생물인 진핵세포의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성하는 인슐

린 ․인터페론 ․생장호르몬 등을 합성하는 DNA를 이용해서 잡종 plasmid

를 만들 수가 있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 자를 재조합할 수 있게

된다. 

자연상태의 plasmid를 변형하여 외래 유 자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만

든 plasmid를 벡터(vector)라 한다. 벡터는 세포내에서 복제를 통해 1개 이

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Alonso과 Tailor, 1987) 이러한 복제기작을 변형시

키면 복제된 벡터의 수를 수개에서 수십 혹은 수백개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Thomas, 1988). 따라서 벡터내에 도입된 유 자는 세포내부에서 벡터

의 복제기작에 따라 그 수가 증가된다(del Solar 등, 1998). 재 이러한 복

제기작을 변형하여 만든 벡터는 크게 2종류로 나뉜다. 단순히 외래유 자를 

많이 확보하기 해서 사용하는 클로닝 벡터의 경우는 복제 횟수가 증가되

도록 변형된 replication origin을 지니고 있으며(Su 등, 2002) pMB1 

(Bolivar 등, 1977) 과 이의 변형 (Lin-Chao 등, 1992), pKN402 (Bittner와 

Vapnek, 1981), p15A (Chang과 Cohen, 1978)와 colE1 (Kahn 등, 1979) 등

의 origin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종류는 외래유 자의 발 을 목 으로 

한 경우로 이때는 복제회수가 은 replication origin을 지닌 벡터인데

(Crosa 등, 1994; Nesvera 등, 1997) pSC101이 있다(Stoker 등, 1982).

plasmid를 유용한 벡터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replication origin의 

요한 특성으로 compatibility를 말할 수 있다. plasmid는 이종간에도 교환

이 가능한데 이는 replication origin이 이종에서도 작동될 경우에 한정된

다(Leenhouts 등, 1991). 이러한 특징은 외래유 자를 목 하는 세포로 

옮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Andrup, 1998). 그러나 모든 종들이 한 종류의 

replication origin을 작동시킬 수 없으므로 목 하는 종에서 작동할 수 

있는 plasmid의 replication origin을 활용하여 만든 벡터를 사용하게된다

(del Solar 등, 1993). 자연상태에서 같은 replication origin을 지닌 두 개

의 plasmid가 하나의 종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이 발견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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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incompatibility라 한다(Davison, 1984; Novick, 1987). 이의 역 상이 

compatibility라고 하는데 즉, 서로 다른 replication origin으로 구성된 

plasmid들은 한 세포에서 둘 다 복제가 가능하므로 딸세포로 유 이 가능하

게 된다(del Solar 등, 1993). Incompatibility group은 재 3개의 group로 구

분하는데 이들에 속하는 replication origin들 간에는 한 세포에서 존재할 수 

없다.  cloE1과 pMB1 group, IncFII와 pT181이 group, 그리고 P1, F, R6K, 

pSC101과 p51이 한 group을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plasmid의 특성을 이용

하여 하나의 벡터에 서로 다른 복제기작이나 복제 회수를 지닌 이종의 

replication origin을 삽입하게 되면 이종간에 하나의 벡터에 담은 외래유 자

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Gros 등, 1989). 이 게 만들어진 것을 shuttle 

vector라고 하는데 원핵생물 간 뿐만 아니라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간에도 하

나의 벡터로 외래유 자를 도입한 형질 환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Ohashi 등, 2003). 

벡터의 개발에 있어서 replication origin 외에 고려해야할 요한 특징으

로 marker를 들 수 있다. 벡터에 있어서도 selection marker는 바로 그 벡

터가 원하는 세균에 삽입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많은 경우 항생제에 

한 내성을 나타내는데 작용하는 유 자(항생제 내성 유 자)를 벡터에 삽

입하여 활용한다(Levy, 1998). 즉, 벡터를 지니게되는 세균은 항생제가 포함

된 배지에서 벡터의 내성 유 자의 발 에 의해 항생제 내성을 지닌 세균으

로 형질 환되는 것이다(Arlet과 Phillippon, 1991). Kanamycin, 

Tetracycline, Ampicillin과 Carbenicillin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목 하는 

세균에 따라 항생제 내성 spectrum이 서로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서 marker

로서 사용하는 내성 유 자를 달리한 벡터가 필요하게 된다(Bannam 등, 

1995). 한, 이종간에 활용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벡터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의 벡터에 두 종류의 항생제 내성 유 자를 삽입하여 목 하

는 세균에 벡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된다(Bernhard 등, 1978). Marker로 사

용되는 유 자는 목 하는 생물에 따라서 항생제 내성 유 자뿐만 아니라 

양요구성에 여하는 유 자를 삽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벡터의 개발에 

있어서 목 하는 생물의 특성을 악하는 것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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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만든 기본  목 은 외래유 자의 삽입이다. 따라서 벡터의 개발

에 있어서 maker의  하나의 기능은 바로 외래유 자를 벡터에 담았음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의 marker는 host에서 쉽

게 발견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유 자를 사용한다(Felix 등, 2003). 이 

marker 유 자에 외래유 자를 도입하는 cloning site를 치해 두면 host에

서 marker 유 자가 작동하지 못하여 외래유 자가 들어있지 않는 벡터를 

지닌 host와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α

-complimentation을 이용하여 lacZ가 발 되도록 유 으로 조작한 hoist를 

이용한 것이 개발되어 있다(Horwitz 등, 1964). 한 치사유 자를 사용하여 

positive selection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경우도 있다. 즉, 발 될 경우 host

에 치명 인 유 자들 내부에 cloning site를 마련하여 외래유 자가 삽입되

지 않을 경우 host가 죽는 방법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 자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EcoRI methylase, EcoRI endonuclease, 

galactokinase, colicin E3, transcription factor GATA-1, Φ174의 lysis 

protein, ccdB  유 자와 barnase 유 자). 벡터의 활용목 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marker를 사용하지 않는 벡터도 있다. 즉, 외래유 자를 발 시킬 

목 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marker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벡터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으로 cloning site이다. Cloning site는 외

래유 자를 벡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특정 제한효소에 의해 인식되는 염기

서열을 지닌 부 로 벡터의 다른 부 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에는 없는 유일

한 제한효소 인식부 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된 벡터에서 이 

cloning site에 포함된 제한효소 인식부 가 많을수록 다양한 외래유 자를 

보다 쉽게 삽입할 수가 있게 된다. 단순한 cloning용 벡터인 경우는 달리 

발 용 벡터인 경우는 cloning site에 제한효소를 삽입함에 있어서 고려해

야할 으로 coding frame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Moreno 등, 2003). 

즉, 삽입된 외래유 자가 발 을 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제한효소자리라도 

번역개시 codon과 일치된 open reading frame (ORF)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 하는 host가 E. coli와 같은 분자생물학 인 목 으로 개량된 stain이 

아니고 자연에서 유래한 세균일 경우에는 단순히 도입하여 발 시킬 외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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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coding region 만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유 자 고유의 

promoter부 부터 도입한다면 ORF를 맞추기 해서 특별히 고안된 발 벡

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Seubert 등, 2003).

상기한 바와 같이 세균에 내재된 plasmid를 활용하여 외래유 자 재조

합을 한 벡터를 개발하기 해서 고려할 plasmid 련 주요사항과 그 

를 살펴보았다. 형질 환용 벡터의 개발에 있어서 요한 검토사항으로 형

질 환의 상인 host(목 하는 유용 세균)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분

자생물학의 발달과 유 자 재조합을 가능  했던 벡터들은 E. coli에서 일

차 으로 벡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런 벡

터들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 host인 E.coli를 유 으로 변형한 다

양한 변형 E. coli  strain들이 더불어 개발되어 왔다. E. coli  strain의 종합

인 특징은 우선 으로 개발된 벡터에 최 으로 잘 맞는 유 형질을 지니

게 형질 환되어 지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즉, 분자생물학 분야의 태동

기를 지나 역동기에 들어선 재는 일부의 기 학자들이 개발한 벡터와 

host E coli  strain을 상업 으로 개량하고 개선하여 기업화함으로서 보다 

편리하게 많은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따

라서, 이러한 host E coli  strain들은 상업 으로 개발된 다양한 벡터에 최

인 host strain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따로 개발되어진 것이며 차선으로 

여타의 기 개발된 E. coli  strain을 활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

럼 개발된 E. coli strain과 벡터는 간단한 유 자 cloning과 발 , 그리고 

몇몇 진행생물로의 외래유 자 도입에 해서만 집 되어 있다. 즉, 

인 연구분야에만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유용세균

에 알맞은 벡터나 host용으로 형질 환되어진 유용세균의 개발은 일천한 

황이다(Williams 등, 2002). 실제로 부분의 미생물학자들은 자신이 발굴

한 유용세균을 장에 용하기 해서 필요로 하는 유  재조합체(형질

환체)를 한 유용한 벡터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Holtwick 등, 2001; Kendall과 Cohen, 1988).

부분의 미생물학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환경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유

용벡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한 알맞은 유용형질 환 host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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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plasmid의 탐색과 

replication origin의 탐색과 특성을 연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Picardeau 

등, 2000; Boe 등, 1991; Khan과 Novick, 1982). E. coli와 같은 

Gram-negative 세균에 비해 최근에 그 항진균성 등 biocontroller로서의 유

용성이 확인되어 그 활용성이 증가된 Gram-positive 세균인 Bacillus  속의 

세균들의 경우에도 필요성에 충족할 만한 유용벡터와 유용 host strain이 

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해가 되고 있다

(Alonso과 Tailor, 1987).

Bacillus  subtilis와 B. licheniformis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Bacillus 속 

균주들은 유용물질의 산업  생산을 한 유 자 재조합 숙주균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생물농약의 생산에도 크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조

합 유 자를 Bacillus에서 안정하게 발 시키기 해서 리 사용되고 있는 

유 자 운반체로는 Staphyllococcus aureus에서 유래한 항생제 내성 

plasmid로부터 개발된 것들이 많으며, 표 인 것들로 pUB110 (Lacey 등, 

1974), pC194 (Iordanescu, 1975), pE194 (Byeon 등, 1990)가 잘 알려져 있

다. 이러한 S. aureus의 plasmids 외에도 Corynebacterium xerosis에서 분

리된 pTZ12 (Aoki 등, 1987), Lactococcus lactis의 plasmid인 pWV01 (Kok 

등, 1984)도 항생제 내성 유 자를 도입하여 B. subtilis의 유 자 운반체로 

개발되었다.

숙주균에서 plasmid vector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해서는 숙주균에서 

plasmid의 복제와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종의 균주에서 유

래한 plasmids의 경우에는 Bacillus속 균주에서 복제와 분배가 알맞게 일어

나지 않아 plasmid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좀 더 안정

한 유 자운반체를 개발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Bacillus속 균주로부터 

내재형 plasmid인 pTA1060 (Bron 등, 1987), pLS11 (Chang 등, 1987), 

pBAA1 (Devine 등, 1989), pLS32 (Tanaka 등, 1998) 등을 이용한 shuttle 

vectors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한 고온성 Bacillus에서 분리한 pTB19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pTB913은 고온배양시에도 B. subtilis  숙주균에서 안정

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 졌는데, Bacillus  속 균주에는 고온성 산업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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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Bacillus  속 균주에서 

plasmid vector의 안정성은 그들의 복제형태에 의해 많이 좌우되어 Bacillus

에서 유래된 재재형 plasmid라 할지라도 rolling-circle replicating plasmids 

보다는 theta replicating plasmids가 더 안정하게 숙주균에서 유지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Janniere 등, 1990; Di Franco 등, 2000). 한,  

Enterococcus faecalis의 plasmid인 pAMβ1과 같이 다른 균주에서 분리된 

plasmid도 theta 복제형 plasmid가 B. subtilis에서 훨씬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Leblanc 등, 1984), 이러한 상은 그람양성균에서 

plasmid의 복제형태와 안정성간에 일반 인 계이다.

상기한 배경처럼 유용벡터의 개발과 활용은 유 자  단백질의 기능연

구에 근간에 되는 원천 인 재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약성 미생물

의 형질 환용 벡터를 개발을 목표로 항진균 련 유 자를 이미 개발된 다

양한 벡터에 도입하여 발 양상과 발  효율을 조사하고 개발된 벡터들의 

활용 특성을 검토하며 이를 변형한 유용 벡터를 개발하고 농약성 미생물로

부터 내재형 plasmid를 탐색, 발굴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고 이을 응용한 벡

터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다. 본 연구

를 통해서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차 으로 분리된 Streptomyces  

sp. SAR01 균주에서 항진균성 활성과 련된 유 자를 탐색된 유용 plasmid 

vector에 cloning하여 항진균성 활성물질의 생성여부를 검토하 다. 항진균유

용 plasmid를 탐색하여 특성을 규명하 고, 유용 plasmid의 변형을 통하여 

항진균 활성 유 자를 쉽게 cloning하고 발 을 향상시키는 pMQE30 벡터를 

구축하 고, 농약성 미생물인 Bacillus lentimorbus WJ5로부터 신규의 

Bacillus속 내재형 plasmid를 isolation하 으며 그 염기서열 등 특징을 규명

하 으며 변형된 벡터인 pP1을 구축하여 Bacillus/E. coli shuttle vector의 

특성을 확인하여 연구목 을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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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증폭산물의 클로닝

  증폭된 DNA는 original TA cloning kit (Invitrogen)을 사용하여 설명서

에 따라 클로닝 하 다. 증폭된 PCR 산물 1 ㎕ (～10 ng), 1X ligation 

buffer(6 mM Tris-HCl, 6 mM MgCl2, 5 mM NaCl, 0.1 mg/㎖ bovine 

serum albumin, 7 mM β-mercaptoethanol, 0.1 mM ATP, 2 mM DTT, 1 

mM spernidine), 4.0 Weiss units의 T4 DNA ligase, 그리고 pCRⅡ vector

가 포함된 반응용액을 14℃에서 하룻밤 정치하여 ligation 반응을 진행시켰

다. 각각의 vial에 0.5 M β-mercaptoethanol을 가하여 One Shot competent 

cell (INVαF' cell)을 비한 후, 1～2 ㎕ ligation 반응액을 가하여 혼합시겼

다. 42℃에서 30 간 heat shock을 가한 후 얼음에 2분간 방치하여 세포를 

형질 환 시켰다. 

  여기에 450 ㎕ SOC medium (98% of SOB, 2% of 1 M glucose)을 가한 

후 37℃에서 1 시간 shaking 시켰다. 형질 환된 50 ㎕ competent cell을 

50 ug/㎖ ampicillin (Boeringer Manheim)과 X-Gal (Promega)이 포함된 

LB agar plate에 spread 시킨 후, 37℃에서 18시간 배양하 다. plate에서 

흰색 콜로니를 선택하여 50 ㎍/㎖ ampicillin이 함유된 3 ㎖ LB broth에 

종하여 37℃, 200 rpm의 shaking 조건으로 18시간 배양시켰다.

  Plasmid DNA의 정제는 Wizard miniprep kit (promega)을 사용하 다. 1～

3 ㎖ 배양액으로부터 세포를 원심분리한 후, 여기에 200 ㎕ cell 

resuspension solution (500 mM Tris-HCl, pH 7.5)을 가하여 재부유시켰다. 

재부유된 세균세포에 200 ㎕ cell lysis solution (0.2 M NaOH, 1% SDS)을 

가하여 세포를 분해시키고 여기에 200 ㎕ neutralization solution(2.55 M 

potassium acetate, pH 4.8)을 가하여 화시킨 후 5분간 원심침  시겼다. 상

등액에 1 ㎖ magic minipreps DNA purification resin을 가하고 진공방식으로 

minicolum에 옮긴 후, 2 ㎖ column washing solution (100 mM NaCl, 10 

mM Tris-HCl, pH 7.5, 2.5 mM EDTA, 50% ethanol)을 가하여 수세하 다. 

이후 증류수 50 ㎕를 가하여 plasmid DNA를 유리시켰다. 정제한 plasmid 

DNA를 제한효소 EcoRI (USB)으로 단한 후 1% 아가로즈 겔상에서 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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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정확한 크기의 insert가 포함된 plasmid DNA를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2. 염기서열분석

  정확한 크기의 inser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plasmid DNA를 주형으로 

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 다. 실험방법은 ABI PRISM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FS (PE Applied Biosystems)의 실

험방법에 하 다. 1 ㎍ plasmid DNA, 3.2 pmole M13 reverse primer 

(Invitrogen) 는 M13 (-20) forward primer (Invitrogen)에 8 ㎕ terminator 

ready reaction mix를 가한 후, 반응액이 20 ㎕가 되도록 증류수로 용량을 

조정하 다. cycle sequencing 반응은 96℃에서 10 , 50℃에서 5 , 60℃에

서 4분의 조건으로 thermal cycler (GeneAmp PCR System 9600, PE 

Applied Biosystems)을 사용하여 25회 시행하 다. 염기서열결정반응이 완료

된 용액에 2 ㎕의 3 M sodium acetate (pH 4.6)와 50 ㎕ 95% ethanol을 가

하여 얼음에 10분간 방치시킨 후, 14,000g에서 15분간 원심침 하 다. 상등

액을 제거한 후 70% ethanol로 2회 세척 후 진공건조 시켰다.

  염기서열반응에 사용될 겔을 비하기 하여 20 g urea (ultrapure, DNA 

grade), 4 ㎖ 50% Long Ranger solution(FMC), 8 ㎖ 10X TBE(89mM 

Tris-HCl, pH 8.3, 89 mM boric acid, 2 mM Na2-EDTA)에 증류수를 가하

여 최종부피가 40 ㎖가 되도록 하 다. 진공으로 기포를 제거한 후 150 ㎕의 

10% ammonium persulfate와 15 ㎕ TEMED을 가하여 2시간동안 겔을 합

시켰으며, 겔의 크기는 0.2 ㎜ X 0.2 ㎝ X 36 ㎝이었다. 염기서열결정에 사

용된 기 동장치는 automatic DNA sequencer (ABI PRISM 377 DNA 

sequencer; PE Applied Biosystems)을 사용하 고, 동조건은 plate check 

module; plate check A, prerun module; Seq PR 36A-1200, run module; 

Seq Run 36A-1200 이었으며, loading buffer로는 10 mM EDTA, 30 ㎎/㎖ 

blue dextran이 포함된 탈이온화된 formamide를 사용하 다. 12시간 기

동을 시행한 후 수집된 자료를 sequencing analysis 3.0 (PE Applied 

Biosystems) 소 트웨어를 이용 염기서열을 결정하 고,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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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f (PE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기보고된 염기서열과 비교 

검토하 다.

  2-3. 유용 plasmid의 탐색  농약성 물질 생성 확인

  증폭산물이 pCRⅡ vector에 클로닝 된 plasmid (pC35)를 사용하여 유용 

plasmid를 탐색하 다. 탐색에 사용된 expression vector는 Table 1과 같

다. pC35에 당한 제한효소를 처리한 후 탈인산화된 각각의 vector에 

ligation 시켰다. 제한효소를 처리한 후 alkaline phosphatase를 가한 후 3

7℃에서 1시간 반응시켜 탈인산화과정을 수행하 다. T4 ligase를 가한 후 

37℃에서 18시간 반응시켜 ligation 시킨 후 T7 polymerase가 있는 E. coli  

BL21 (DES)를 형질 환 시켰다. 

  농약성 물질생성을 확인하기 해 각 expression vector를 발 시켰다. 각 

vector가 삽입된 E. coli BL21 (DES)을 ampicillin (100 ㎍/㎖)과 

chloramphenicol (10 ㎍/㎖)이 5 ㎖ LB broth에서 하룻밤 배양시켰다. 배양

액 100 ㎕를 100 ㎖ LB solution에 종 후 mid-log phase (OD600=0.5)에서 

IPTG (Isoprophyl β-D- thiogalactopyranoside) 최종농도가 1 mM이 되도록 

가한 후 4시간 더 배양시켰다. 배양액을 원심침  시킨 후 완충용액 (100 

mM Tris-HCl, pH 9.0)에 재부유 시켰다. DNase를 가하여 얼음에 10분간 

정치시킨 후, refreezeration centrifuge (HITACHI, himac CR20B3 model)를 

사용하여 16,000 rpm에서 1시간 원심침  시켰다. 상등액은 10K NMWL 

membrane (Millipore; Bedford, MA USA)이 장착된 filter device를 사용하

여 농축시켰다. 15% running gel 과 4% stacking gel로 구성된 SDS-PAGE

에 의해 단백질을 분석하 다.

  2-4. 항진균성 Bacillus 균주로부터 신규 내재형 plasmid 탐색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제공받은 항균균성 미생물들로부터 내재형 

plasmid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자 Bimboim과 Doly법 (1982)과 column kit 

(Bioneer Co.)를 이용하여 plasmid를 분리하 으며, agarose gel에서 기

동하여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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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신규 내재형 plasmid의 분리  염기서열 결정

  분리한 plasmid의 염기서열을 결정하기 하여 shotgun을 사용하여 

plasmid 조각을 coloning하여 100개의 clone을 확보하 으며, 이들의 염기서

열을 결정하 다. 독립된 약 1 kb 정도 길이의 염기서열들을 assembly하기 

하여 Contig (SmallSoft Co.) software를 이용하여 contig를 만들었으며, 

gab을 보충하기 하여 양쪽 말단의 서열을 primer로하여 확장하 으며, 이

들을 sequencing하는 방법으로 plasmid 체 염기서열을 결정하 다.

  2-6. 내재형 plasmid의 염기서열 분석

  확보한 염기서열을 분석 software를 활용하여 replication origin, 

putative genes, 그리고 제한효소 map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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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bacterial strains and plasmids used in this study

Name Genotype and description
Reference 

and source

Strains

  E.coli DH5α

  E.coli TOP10F'

  E.coli BL21(DES)

Plasmids

  pCRⅡ vector

  pC235

  pET vector

  pT7Blue vector

  pGEX vector

  pRoEX HT vector

Host for gene cloning,

supE44△(lacU)I69(ΦlacZM15)hsdR17recA1 

gyrA96 thil1 relA1

Host for TA cloning,

F'mcrA△(mrr-hsdRMS-mcrBC)Φ80 

lacZ△M15△lacX74 recA1 deoR 

araD139△(ara-leu)7697 galU galK rpsL(Strr) 

endA1 nupG

Host for gene expression,

F' ompT hsdSB (rB
-
m) gal dec (DES)

TA cloning vector, Kmr, APr, 3.9kb

pCRⅡ containg PCR product

pCRⅡ containg PCR product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Invtrogen

Invtrogen

Novagen

Invtrogen

This study

Novagen

Novagen

Novagen

Gibco B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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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내재형 plasmid를 활용한 신규 유용 vector system 개발

  내재형 plasmid가 E. coli에서 shuttle vector로 활용될 수 있는 origin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miniTn5 vector로부터 말단에 BamHI 제한효

소 자리를 가지는 Km 항성 유 자가 포함된 조각과 말단에 BamHI 제한효

소 자리를 가지는 내재형 plasmid 조각을 연결하여 E. coli (XL1 bluescript)

균주에 도입하 다. Km plate에 도말해서 생존하는 형질 환된 colony를 선

발하여 이로부터 plasmid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plasmid를 분리하여 

agarose gel에서 기 동하 다.

3. 결과  고찰

  3-1. 항진균성 련 단백질 유 자의 염기서열분석결과

  ABI PRISM 377 DNA sequencer와 ABI PRISM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FS를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 다. 염

기서열 electrogram과 염기서열을 Figs. 1과 2에 제시하 다. GenBank에 수

록된 염기서열과 비교한 결과 10 kDa Chaperonin (Protein GroES)와 96%의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3-2. 유용 plasmid vector에서의 농약성 물질 생성확인

  농약성 물질생성을 확인하기 해 각 vector가 삽입된 E.coli BL21 (DES)

을 LB broth에서 하룻밤 배양시키고, mid-log phase에서 IPTG를 가하여 발

을 유도시킨 후, 배양액을 10K NMWL membrane를 이용하여 농축시켰다. 

15% running gel 과 4% stacking gel로 구성된 SDS-PAGE 결과 pET 

vector 계열, pT7Blue vector 계열, pGEX vector 계열에서 10 kDa 크기의 단

백질이 발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pRoEX HT vector 계열의 에서는 10 

kDA 크기 단백질이 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유 자가 삽입된 expression 

vector와 competent cell간에 단백질 유도과정이 부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C. albicans를 상으로 10 kDa 단백질의 항진균성능을 측정한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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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은 직 인 항진균성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단백질은 protein GroES의 일종으로 folding에 여하는 것으로 항진균성 활

성물질의 기능에 히 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단백질을 

coding하고 있는 plasmid에 유용 조 부  삽입, 유용 항진균 유 자 삽입, 

는 유용 marker 유 자 삽입과 조작을 통한 고생산성 벡터를 개발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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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NA sequencing electrogram of PC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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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CCGCATTGTGGTCCAGCCGCTCGACGCCGAGCAGACCACGGCCTTTGGCCTGGTCATCCCGGACACCGCGAAG

GGACCGCATTGTGGTCCAGCCGCTCGACGCCGAGCAGACCACGGCCTTTGGCCTGGTCATCCCGGACACCGCGAAG

GAGAAGCCCCAGGAGGGCGTCGTCCTGGCCGTCGGTCCGGGCCGCTTCGAGAACGGCGAGCGCCTGCCGCTCGACG

GAGAAGCCCCAGGAGGGCGTCGTCCTGGCCGTCGGTCCGGGCCGCTTCGAGAACGGCGAGCGCCTGCCGCTCGACG

TCAAGACCGGCGACGTCGT

TCAAGACCGGCGACGTCGT

Fig. 2. Nucleotide sequence of PCR product (upper) and Protein 

GroES (lower; Gen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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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농약성 미생물 형질 환 벡터탐색

  E. coli host는 크게 클로닝용과 단백질 발 용으로 나  수 있다. 클로닝을 

목 으로 하는 host에는 주로 DH5α, JM109, HB101등이 사용되고 있다(Table 

2). 이들 host 균주에 vector를 삽입하여 본 결과 DH5α가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JM109나 HB101의 경우 DH5α에 비해 효율성이 낮았으며 항진

균성 련 유 자인 GroES 유 자를 클론닝 하여 각 host에 삽입 시킨 결과 

DH5α가 가장 많은 colon을 형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로닝용 host

로 DH5α를 선택하 다. 단백질 발 용 host로는 재 리 사용되고 있는 

BL21 시리즈와 M15, SG13009 외 다수가 있다. 이  BL21의 경우 독성에 

한 항성이 낮으며, 한 단백질 발 을 완  억제시키지 못해, 독성을 가진 

유 자의 클로닝시 클론을 얻기 어렵다. 본 실험에서 GroES clon을 BL21을 

이용한 클론을 시도하 으나 단백질의 발 을 유도하지 못하 다. 반면 M15

와 SG13009의 경우 pQE vector에 단백질 발 을 억제할 수 있는 plasmid를 

가지고 있어 단백질 발 을 조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M15와 

SG13009를 발 용 host로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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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bacterial strains used in this study

        Name    Genotype and discription Reference and source

 E. coli  DH5α

Host for gene cloning,

supE44Δ(lacU) 169(ΦlacZM15)hsd 

R17recA1 gyrA96 thil1 relA1

Invitrogen

 E. coli TOP10F'

Host for gene cloning, F'mcrAΔ

(mrr-hsdRMS-mcrBC)Φ80 lacZΔ

M15Δ lacX74 recA1 deoR 

araD139Δ(ara-leu)7697 galU galK 

rpsL(Strr) endA1 nupG

Invitrogen

 E. coli  BL21 (DE3)
Host for gene expression, F'ompT 

hsdSβ(rβ
-m) gal dec(DE3)

Novagen

 E. coli BL21 (DE3)pLyS
Host for gene expression, F'ompT 

hsdSβ(rβ
-m) gal dec(DE3)

Novagen

 E. coli  JM109

Host for gene cloning, F'traD36 

proA+B+ lacIqΔ(lacZ)M15/ Δ

(lac-proAB) glnV44 e14- gyrA96 

recA1 relA1 endA1 thi hsdR17

Novagen

 E. coli  M15
Host for gene expression, pREP4 

plasmid contain
Qiagen

 E. coli SG13009
Host for gene expression, pREP4 

plasmid contain
Qiagen

 E. coli  HB101

Host for gene cloning, F'Δ

(gpt-proA)62 leuB6 glnV44 

ara-14 galK2 lacY1 Δ(mcrC-mrr) 

rpsL20(Strr) xyl-5 mtl-1 recA13

Nov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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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lasmids used in this study

Name Genotype and discription Reference and source

pCR II vector TA cloning vector, Kmr, APr Invitrogen

pC25 pCR II containg PCR product Invitrogen

pGEM-T Easy vector
T7 and SP6 RNA polymerase-based 

TT cloning vector, APr Promega

pET vector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Novagen

pT7Blue vector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Novagen

pGEX vector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Novagen

pRoEX HT vector
T7 RNA polymerase-based expression 

vector, APr Gibco BRL

pQE30
T5 promoter and lac  operator-based 

expression vector, APr Qiagen

pQE31
T5 promoter and lac  operator-based 

expression vector, APr Qiagen

pQE32
T5 promoter and lac  operator-based 

expression vector, APr Qiagen

pGPS1.1 vector
pGPS1.1 and inserts transposon vector,  

TnsABC  transposase, Kmr, Tcr
NEB

pGPS2.1 vector
pGPS2.1 and inserts transposon vector,  

TnsABC  transposase, Cmr, Tcr
NEB

pGPS3 vector
pGPS3 and inserts transposon vector,  

TnsABC  transposase, Kmr, Tcr
NEB

mini-Tn5 vector
Km

r
 gene transposon vector,  Tn5 

transposase, Kmr

#17 TnModOCm vector
Cm

r
 gene transposon vector,  Tn5 

transposase, Cmr

#18 TnModOKm vector
Km

r
 gene transposon vector,  Tn5 

transposase, Kmr

pAUR112 DNA
Saccharomyces cerevisiae used shuttle 

vector. APr, AbAr Takara

pAUR123

Saccharomyces cerevisiae used protein 

expression and shuttle vector. APr, 

AbAr

Takara

pGATA DNA Positive selection vector. APr Takara

SuperCos I vector
Genomic cloning cosmid vector, 

cloning capacity of 30- 40kb, APr Strata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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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tor로서 virus 는 plasmid는 일반 으로 박테리아에서 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 두 가지 cloning vector는 각기 장단 을 

가지고 있다. virus vector는 능동 으로 박테리아에 감염하기 때문에 소량의 

DNA로부터 수백만 가지의 DNA 조각을 각각 가지는 DNA library를 제조

할 수 있다. 유 자 cloning에 이용되는 plasmid vector는 double strand로 

이루어진 circular DNA로서 DNA 복제를 유도하는 replication origin을 가지

고 있다. 유 자 cloning에 이용되고있는 고 인 cloning vector  하나인 

pBR322를 Fig. 3에 간단히 도시하 다. pBR322는 ampicilline 항성과 

tetracycline 항성의 두 가지 marker를 가지고 있다. Cloning vector로 이

용되기 해서는 항생제에 내성인 유 자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plasmid를 항생제에 민감한 박테리아에 용시키면 plasmid를 받아들인 박

테리아만이 항생제 존재 환경에서 살아남아 colony를 형성하기 때문에  

plasmid가 도입된 박테리아와 그 지 않은 박테리아를 간단히 구별할 수 있

다. 로 든 pBR322는 두 개의 marker 유 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marker 내부에 제한 효소 반응부  (restriction enzyme site)를 포함하고 있

다. Pst I, Hind III 는 Bam HI 등의 restriction enzyme  외부 유 자를 

삽입시키는데 이용된다. 외부 유 자가 이러한 marker 유 자 내부에 삽입

되면 항생제 내성을 잃게 되어 외부 유 자가 cloning vector에 성공 으로 

도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plasmid를 박테리아에 도입시키면 

이 박테리아는 나머지 marker 유 자의 활성에 의하여 특정 항생제에 한 

내성을 가지게 된다. 

  일반 으로 cloning vector는 원하는 target fragment를 손쉽게 cloning하

여 다음 단계의 실험을 한 기 로 이용하는 를 들면 subcloning에 사

용되어지는 vector이다. 이와 같은 쓰임새 때문에 cloning vector에는 몇 가

지 성질이 요구된다. 우선, 실험의 완성단계가 아닌 처음 기단계의 몇 가

지 실험( 를 들면, PCR, sequencing, 원하는 restriction site를 포함하게 

하기 한 subcloning)에 사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cloning되어져야 하고, 많은 양의 DNA를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copy 

number도 높아야 하며, 그와 더불어 cloning의 빠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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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여러 번의 반복을 요구하는 기 실험에 쓰이는 것이므로 경제

인 부담이 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

지 이 특히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사용되어온 cloning vector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에서도 

일반 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vector들에는 pUC18, pUC19, pBluescript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vector에는 공통 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모두 copy number가 높다는 것이고, 한 selection marker로 β

-galactosidase (lacZ)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cloning vector에 β-galactosidase (lacZ)가 selection marker로 

리 사용되는 이유는 첫째, transformant의 색깔(cloning되었을 때는 

transformant가 white를 나타내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blue를 나타내는 

blue-white selection)을 으로써 쉽게 cloning의 여부를 단 할 수 있다

는 이다. 둘째, 이들 vector는 β-galactosidase (lacZ)을 mutation시켜 발

되지 않도록 한 E.coli를 host로 사용하여 vector의 β-galactosidase 

(lacZ)와 α-complimentation되어 완 한 β-galactosidase(lacZ)가 발 되므

로, vector내의 lacZ는 불완 한 small fragment여도 가능하고 따라서 

vector의 size를 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selection marker로써의 β-galactosidase (lacZ)는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다. 첫째, transformant를 

selection 하기 해 사용되는 5-bromo-4-chloro-3-indolyl-β

-D-galactoside (x-gal)의 비싼 가격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subcloning에 사용되는 vector는 실험에 사용할 때, 거듭되는 실험에도 경

제  부담이 없어야 한다. 5-bromo-4-chloro-3-indolyl-β-D-galactoside 

(x-gal)는  다른 문제 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녹이는 용매가 

N,N-dimethylformamide인데 이것은 cell에 toxicity를 갖고 있다. 따라서 

x-gal을 사용하기 해서는 transformation 후에 cell을 spreading 하기 

3-4시간 에 먼  x-gal만 spreading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고 있다. 

한 이때 사용되는 x-gal은 stock 농도가 20㎎/㎖로서, plate 한 개당 이 

solution이 40㎕씩 spreading되는데, 만약 이 때 골고루 spreading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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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colony의 cloning여부를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게 되며, x-gal은 따

로 만들어서 나 에 첨가되어지기 때문에 plate의 contemination에 한 노

출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둘째, β-galactosidase (lacZ)에 의한 

selection은 host와의 α-complimentation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vector의 

size를 인다는 이 도 있지만 역으로 β-galactosidase (lacZ)가 mutation되

지 않은 host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 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따라

서 β-galactosidase (lacZ)를 selection marker로 쓰는 vector는 그 이용 

host 범 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pCEL vector는 lacZ를 체할 new selection marker로써 cellulase gene

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pCEL의 경우 일반 LB media에 cellomixTM만 첨

가하면 selection이 가능하다. 이것은 X-gal을 사용하는 lacZ marker보다 훨

씬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X-gal의 cell에 한 toxicity 문제뿐만 아

니라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selection 방법이다.  모든 장균 

균주에는 cellulase gene이 없기 때문에 pCEL은 거의 모든 장균 균주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되는 broad host range cloning vector이다. pCEL 

vector는 한 기존의 클로닝 벡터와 비교하여 외래 유 자의 클로닝 여부 

확인 문제나 형질 환 효율에 있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X-gal을 이용한 

blue-white selection에 이용할 수 없는 HB101, MG1363 등의 균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X-gal 사용의 경우, 용매인 N,N-dimethylformamide의 

toxicity 때문에 배지에 미리 spreading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고 있지만 

cellulase의 경우 배지 제작시 cellomixTM를 첨가하여 만들고, 

transformation하여 균주만 spreading하면 selection이 가능하다. 

  PCR 산물의 경우 바로 제한효소를 이용한 단의 효율성이 낮아 클로닝 

vector를 이용하여 재 클로닝하여 vector의 클로닝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PCR 산물의 클로닝 vector로는 재 pC25, pCR II vector, 

pGEM-T Easy vector (Fig. 4)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pC25, pCR II 

vector 는 PCR 산물의 5‘-말단의 A 와 3’-말단의 T 부분과 결합하게 되어있

으며, pGEM-T Easy vector 는 5‘-말단과 3’-말단의 A 자리에 결합하게 되어

있다. PCR 산물의 경우 각 말단이 A로 끝나기 때문에 이  pGEM-T Easy 



- 393 -

vecto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단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진핵생물에서의 클로닝과 단백질 발 용 vector로 pAUR112, pAUR123, 

pGATA vetor (Fig. 5) 등이 있다. 이들은  Aureobasidin A 내성유 자를 

선택 marker로 하는 vector로 효모 는 사상균의 형질 환에 용이하며 

E.coli와 효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vector이다.  형질 환 선택 marker로 

Aureobasidin A 내성유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생형 형질 환시 문제가 

되는 기존 항생제 내성에 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E.coli에서 클로닝

하여 발  vector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발 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

이한 vector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vector의 약제 내성을 가진 야생형 균

주에 유용 유 자의 형질 환에 사용하 다.  

  균주의 mRNA를 추출하여 cDNA를 합성하여 유 자 library를 제작할 경

우에는 pBluescriter SK+ 와 같은 cloning vector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에  30Kb 이상의  큰 단편의 genome library 경우 사용되고 있는 일반 인 

plasmid vector는 사용이 불가능 하여 genomic DNA의 cloning 할 경우 효율

이 우수한 phagmid vector의 일종인 cosmid vector (Fig. 6)의 사용이 유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genomic DNA library 제조시 cosmid vector인  

SuperCos I vector를 사용하여 library 제작에 유용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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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ysical map of the pBR322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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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ysical map of the pGEM-T Easy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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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ysical map of the pAUR112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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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ysical map of the SuperCos cosmid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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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량생산  기능분석을 해 사용되는 단백질 발  vector는 

재 많은 종류가 시 되고 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vector로는 pET, 

pT7Blue, pGEX, pRoEX HT, pQE vector (Fig. 7) 시리즈 등이 있다. 이들

은 모두 lac  promoter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pQE시리즈의 경우 두 개의 

lac  promoter를 이용하여 강력한 단백질 발 을 유도할 수 있고 6× His tag

를 가지고 있어 발 된 단백질의 정제에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  

vector로 pQE 30, 31, 32를 사용하여 단백질의 발 을 유도하 다. cloning 

된 pQE vector를 독성에 강한 host인 M15와 SG13009에 transformation하

여 단백질 발 을 유도하 다.

  야생형 균주의 돌연변이체 제조  유용유 자의 genome내 삽입에 사용

되는 vector로 표 인 것이 transposon vector이다. Transposase로 부분

의 vector가 Tn 유 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표 인 vector로 mini-Tn5 

vector, #17 TnModOCm vector, #18 TnModOKm vector등이 있다. 이들 

vector의 경우 항생제 항성 유 자를 transposon 시킴으로써 돌연변이체를 

선별하는 목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도 돌연변이체 제조 

 유용유 자 분리에 사용하 다. 각 vector의 transformation 효율은 비슷

하 으나, mini-Tn5 vector의 경우 transposon 부 에 복제 분기 을 가지고 

있지 않아, transposon 치의 유 자를 다시 다른 vector로 클로닝하여 유

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로 하여 유용유 자 탐색을 한 실험에는 #17 

TnModOCm vector, #18 TnModOKm vector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유

자 삽입용으로 사용되는 transposon vector로는 pGPS1.1 (Fig. 8), 

pGPS2.1, pGPS3 vector등이 있으며, 이들 vector는 transposase로 TnsABC

를 사용하고 있으며, transposon 부 에 유용유 자를 삽입할 수 있는 다양

한 제한 효소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상업 으로 잘 개발된 vector로는 Figs. 9와 10에 나타낸 

pET-22b(+), pSK(+) vecto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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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ysical map of the pQE30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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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ysical map of the pGPS1.1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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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ysical map of the pET-22b(+)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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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hysical map of the pSK(+)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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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고생산성 벡터 (유용 plasmid 변형): multi-cloning site (MCS) 변형

  Vector DNA에 외부의 insert를 cloning하기 해서는 다양한 

endonuclease를 이용하여야 하며, vector는 insert와 동일한 효소자리가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다양한 MCS를 가지는 vector는 유 자의 클

로닝에 있어서 장 을 가지게 되기때문에 쉬운 클로닝을 하여 

multi-cloning site를 변형시켰다. pBSK+와 pQE30을 SacⅠ으로 단하여 

ligation한 후 KpnⅠ으로 단하여 다시 ligation하여 pQE30의 제한효소자

리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pQE30의 제한효소자리를 8개에서 16개로 증가시

켰으며, BamHⅠ, SphⅠ, SacⅠ, BstⅩⅠ, NotⅠ, XbaⅠ, SpeⅠ, BamHⅠ, 

SamⅠ, PstⅠ, EcoRⅤ, HindⅢ, ClaⅠ, SalⅠ, XhoⅠ, ApaⅠ, KpnⅠ으로 

구성된 MCS를 가지는 modified pQE30 vector (Fig. 11)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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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dification of the multi-cloning site (MCS) of pQE30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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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내재형 신규 plasmid pWJ5의 분리  분석

  Bacillus  subtilis와 B. licheniformis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Bacillus 속 균

주들은 유용물질의 산업  생산을 한 유 자 재조합 숙주균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생물농약의 생산에도 크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조

합 유 자를 Bacillus에서 안정하게 발 시키기 해서 리 사용되고 있는 

유 자 운반체로는 Staphyllococcus aureus에서 유래한 항생제 내성 

plasmid로부터 개발된 것들이 많으며, 표 인 것들로 pUB110, pC194, 

pE194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S. aureus의 plasmids 외에도 

Corynebacterium xerosis에서 분리된 pTZ12, Lactococcus lactis의 plasmid

인 pWV01도 항생제 내성 유 자를 도입하여 B. subtilis의 유 자 운반체

로 개발되었다.

숙주균에서 plasmid vector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해서는 숙주균에서 

plasmid의 복제와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종의 균주에서 유

래한 plasmids의 경우에는 Bacillus속 균주에서 복제와 분배가 알맞게 일어

나지 않아 plasmid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좀 더 안정한 

유 자운반체를 개발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Bacillus속 균주로부터 내재

형 plasmid인 pTA1060, pLS11, pBAA1, pLS32, pBC16과 pSTK1 등을 이용

한 shuttle vectors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에서 항진균 활성을 가

지는 야생형 균주로부터 새로운 plasmid DNA를 분리함으로써 Bacillus속 내

재형 vector를 구축하는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Bacillus lentimorbus WJ5 균주로부터 plasmid DNA를 분리하기 하여 

Bimboim과 Doly법 과 column kit (Bioneer Co.)를 이용하 으며, B. 

lentimorbus WJ5 균주는 1개의 plasmid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 

(Fig. 12), 그 크기가 10 kb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pWJ5로 명명하

다. 분리한 plasmid의 physical map을 구축하기 하여 100개의 shotgun을 

만들어 coloning하여 sequencing하 다. 독립된 약 1 kb 정도 길이의 염기

서열들을 assembly하기 하여 Contig software (SmallSoft Co.)를 이용하

여 contig를 만들었으며, gab을 보충하기 하여 양쪽 말단의 서열을 

primer로하여 확장하여 sequencing하는 방법으로 map을 구축하 으며(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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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 17,535 bp의 염기서열, 6 frame 아미노산서열과 제한효소 자리를 결

정하 다. 그리고, putative protein을 coding하는 17개의 open reading frame 

(OFR)을 결정하 다 (Table 4). NCBI의 BLAST  ExPASy의 BLAST 검

색결과, 17개의 ORFs의 염기서열과 단백질 서열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

며, 그 function에 해 알려져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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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novel pWJ5 plas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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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hysical map of pW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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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pen reading frames (ORFs) of the pWJ5 plasmid

ORFs Frame Positions Protein sequences (No. of amino acid)

ORF1 -1
717 to 
385

MTNVIKQSSLVPAEYVIYDYAGEGKDLRKDKQLVH
VGGNMAIGYEEGCGILL... (111 aa)

ORF2 -3 2914 to 
2381

MANAVDAIKTKRDINRMKNALNGRDKDMFVFGVS
LGLRISDLLTLKNGDLR... (178 aa)

ORF3 -3
3832 to 
3119

MYTKEASKMASFRSVDELNGAIRTHIYRNKSDLTP
AAIEVLKALSRHAVKT... (238 aa)

ORF4 -1 5022 to 
3994

MALNKKRRRVTNVSAAKKDYPRLLLSEALEIALAG
KRTEGLRERTLTDYKK... (343 aa)

ORF5 -2
8198 to 
5946

MKFVAPVAHSLGYSIEDTATAVAKMSDAGIQGSM
AGTALRASLLHLTNPV... (751 aa)

ORF6 -3 9055 to 
8450

MSGTTVGEIRARIELDMSNWTRRQAQIRNDMAQMG
RSSANLSKQMGLIQKA... (202 aa)

ORF7 -1
10056 to 
9352

MNKFEKMGQSYAQMEQIRESVKGLVREAKQGFEK
CETEILQDVTLTHVGQ... (235 aa)

ORF8 -1 10746 to 
10096

MKFEYSGKLKEKLSELEGLEEQKQKALERLQEHDE
KLAKELQKAEEDLKAA... (217 aa)

ORF9 -3
11239 to 
10760

MKHTLYIAKVGDEKRSAYAYIVTNYEGIQAAGHFIT
AGKHRHDGQMTDHIAF... (160 aa)

ORF10 2 11093 to 
11455

MIGHLAVVPVLARSDEMAGGLYALVICNDVSVGRP
FLVAHLRDIECMLHMSA... (121 aa)

ORF11 -1
11604 to 
11239

MYCVSRMTEFWGSYGESGGSYIREAKGGSFTGLLP
GRIALIELDTERGTYIVTG... (122 aa)

ORF12 -1 13137 to 
12208

MGNRIAEQRQWMNLSNGVKRDIFAVKENAVIEDGRI
YNKNGTDVSHLVEVVTK... (310 aa)

ORF13 -3
14716 to 
14378

MSEFQAQKVHLVRHGSADFPYKEIHDAYLIAADTIA
LCDFDAWGGGRFAFYDT... (113 aa)

ORF14 1 14491 to 
14793

MRTIPGARRRTSGIRHSFASGRPCRKTQTCRRPTHQ
SRTMLSYPLRLNRHHEF... (101 aa)

ORF15 -1
15039 to 
14716

MEKVKVNHLWLVEDGKRFEEEIDAVNIGNGHVITM
TNAEENEQLVCLYSLYE... (108 aa)

ORF16 -3 15619 to 
15080

MIKYNVSRSAVKNAVARLGLTNALAPNALIKYAQG
AAFVWSLESTSGSQAVY... (180 aa)

ORF17 -3 
17320 to 
16220

MAGISGTTLSDLKESDTIGFISMLKIAQVCKGPEYHD
VMKKWCQVLFTTEALK... (367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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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Hybrid plasmid의 구축

  Plasmid pWJ5가 E. coli   Bacillus에서 replication 될 수 있는지를 알기

해서 우선 이 plasmid에 선별인자 유 자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1 

miniTN5를 BamHⅠ으로 단하여 marker 유 자를 분리하 으며(Fig. 14), 

이 #1 miniTN5의 marker 유 자를 이용하여 Bacillus  lentimorbus  WJ5 

plasmid를 Sau3AⅠ으로 단한 단편과 ligation하여 hybrid plasmid를 제조

하 다. 이 plasmid를 이용하여 E. coli host cell (XL1)을 형질 환 시킨 결

과 형질 환 되었으며, 형질 환주에서 약 12 kb 크기의 라스미드(pP1)가 

발견되었다(Fig. 15). 이 plasmid는 약 2 kb의 marker gene과 약 10 kb의 

pWJ로 구성된 것이다. pWJ5 역 에는 origin을 포함하는 sequence가 존

재하는 것으로 NCBI database search 결과 밝 졌다. Database의 서열을 

이용하여 origin을 포함하는 약 600 bp 크기의 PCR product가 만들어지도

록 primer를 합성하 으며(FIg. 16), 이를 이용하여 12 kb 크기의 plasmid, 

pP1에 이 서열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이 염기서열이 없는 것으

로 밝 졌다(Fig.17). 이 primer를 이용하여 동일 조건에서 pWJ5를 

template로 PCR하여 Fig. 16과 같은 약 600 bp의 PCR product를 얻을 수 

있었다. Hybrid plasmid pP1에 포함된 약 10 kb의 염기서열은 E. coli에서 

replication을 가능하게 해 주는 origin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Fig. 16의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부분은 Bacillus속에서 replication을 가

능하게 해주는  origin 역일 것으로 상된다.

  3-7. Shuttle vector로써의 이용성 고찰

  숙주균에서 plasmid vector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해서는 숙주균에서 

plasmid의 복제와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종의 균주에서 유

래한 plasmids의 경우에는 Bacillus속 균주에서 복제와 분배가 알맞게 일어

나지 않아 plasmid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좀 더 안정한 

유 자운반체를 개발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Bacillus속 균주로부터 내

재형 plasmid인 pTA1060 (Bron 등, 1987), pLS11 (Chang 등, 1987), 

pBAA1 (Devine 등, 1989), pLS32 (Tanaka 등, 1998) 등을 이용한 shu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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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s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한 고온성 Bacillus에서 분리한 pTB19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pTB913은 고온배양시에도 B. subtilis  숙주균에서 안

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 졌는데, Bacillus  속 균주에는 고온성 산업균

주가 많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Bacillus  속 균

주에서 plasmid vector의 안정성은 그들의 복제형태에 의해 많이 좌우되

어 Bacillus에서 유래된 내재형 plasmid라 할지라도 rolling-circle 

replicating plasmids 보다는 theta replicating plasmids가 더 안정하게 숙

주균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nniere 등, 1990). 한,  

Enterococcus faecalis의 plasmid인 pAMβ1과 같이 다른 균주에서 분리된 

plasmid도 theta 복제형 plasmid가 B. subtilis에서 훨씬 안정하게 유지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Leblanc 등, 1984), 이러한 상은 그람양성균에

서 plasmid의 복제형태와 안정성간에 일반 인 계이다. 

  항진균성 Bacillus로부터 분리한 내재형 plasmid pWJ5는 균주의 최  분

리 시 부터 10여 세  이상 계  후에도 숙주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Bacillus에서 충분히 안정한 형태로 복제와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marker gene이 포함된 hybrid  

plasmid, pP1(Fig. 15)의 경우는 E. coli host cell에서 충분히 안정되게 복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pWJ5 plasmid가 인 인 조작없이 E. 

coli  Bacillus에서 충분히 안정한 지 까지 거의 보고된 바가 없는 

natural shuttle vector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활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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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BamHⅠ endonuclease digested #1 miniTn5 vector (lower 

band: kanamycin gene of #1 miniT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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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hybrid plasmid p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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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TAGGCCGACAGATAGGCGAAGCGCAATTCAACACCTACGTTCGGCTAttgaaaAGGTA

CAAACCGAGTTTCCATGTCGCAGAGCCGACCTTCACGTATAGACCTAACGGGACAAATCT

ATACGGGATCATTGAGCCGGAAATACACCGGGCAtgtTAAAAGGAGAAATTCTCGCTGAA

TAAACAAGCAGCAAGACAAAATAAAGGAGGAATTTCATAATGAATAAATTTGAAAAGTTC

GGCCAGAGTTACGCGCAAATGGAACAAATTCGTGAATCAGTCAAAGAACTGGTTAGGGAG

GCTAAACAGGGTTTTGAGAAGTGCGAAACGGAGATTCTTCAAGTTCTTATCTTTACACAT

GTGGGCCAAAAACAGCAACTAGATAAGGTGCGTGGCCAGTATTTAAACCATCTATTAGGG

CAACTTCAGAGTGCTAAAAAGGAATTCGATAAGACTTCCGATAATGCGGTCAACTTTGCG

GTTCAAATCCTCCTCACCGAGCCGGACAAACCGTCCGCAGCAGCAGAAGCCGAATTTGAG

CGACGTCTTACCGTCTTGAAAACGGATACTGTACTGGCGGCAAATACTAAATCAGGCTTG

BoF : GGATTCTCACGATttatTAAtatc

BoR : GGATCCTTGCCGCCAGTACAGTAT

(ORIGIN cloning): 600-700bp

Fig. 16. Origin sequence (NCBI) of Bacillus  sp. plasmid and PCR 

pr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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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CR products of the hybrid plasmid pP1(lane 2) and pWJ5 

(lan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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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생분해성 고분자 생성 미생물 분리  흡착제

1. 서론

과학문명의 진보는 천연 고분자물질을 체하는 새로운 기능을 갖는 합

성 라스틱의 개발을 진시켰으며, 이들이 갖는 독특한 물성, 안정된 공

, 렴한 가격 그리고 제조  가공의 용이성 등의 장 으로 인해 천연소

재의 한계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다양한 고분자 물질이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 상품화되어 있는 합성고분자 물질은 사용 

후 분해되지 않고 반 구 이기 때문에 사용된 폐 고분자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시 편리성  내

구성만을 비약 으로 향상시킨 합성 고분자물질을 체할 수 있는 ꡒ생분해

성 고분자ꡓ라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고분자물질에 한 사회  요구가 

속히 높아가고 있다. 일반 으로 미생물이나 빛에 의해 분해되는 고분자를 

ꡒ생분해성 고분자ꡓ라고 하는데, 재 생분해성 고분자물질의 재료를 형성

하는 것은 라스틱과 같은 기능을 갖는 생분해성 라스틱(bioplastics), 미

생물생산 extracellular biopolymer, 미생물이 생산하는 lactic acid와 같은 

biochemical을 합성원료로 한 생체 합성 신기능 고분자물질, 그리고 천연화

합물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고분자물질로 나  수 있으며 산업분야에 

범 하게 응용되고 있다. 

미생물이 생산하는  다른 생분해성 고분자물질로써 환경친화형 흡착

제가 있는데 이를 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물질로서는 응집제이다. 응

집제 (flocculants)는 콜로이드성 물질, 세포, 세포 꺼기 등을 뭉치게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산업분야에서 범 하게 용되고 있다. 특히 응집제는 

상수원의 정화, 폐수처리, 설 (dredging) 작업, 발효과정, 식품산업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일반 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무기물질 

응집제; aluminum sulfate, polyaluminum chloride, ferric chloride, 활성

화된 silica (2) 합성유기고분자; polyacrylic acid, polyacrylamide 유도체, 

polyethylene imine, sodium polyacrylate (3) 천연 응집제 



- 417 -

(Bioflocculants); chitosan, gelatin, guar gum, sodium alginate, 미생물 응

집제 등이다. 에 나열한 응집제들은 특성과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

고 있다. 유기합성 고분자 응집제는 가격에서 경제 이고 강한 활성으로 인

하여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물의 정화에 이용하는 

polyacrylamide 계통은 자연계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합성고분자로부터 

생된 그들의 단 체 (monomer)는 신경독성물질이거나, 인간에게 강한 발암

성 물질이다. 한편 식품산업에서 이용하는 안 하고 생분해성인 응집제는 

응집활성이 약한 것이 단 이다. 따라서 활성이 강한 생분해성 미생물 응집

제의 새로운 개발은 시 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응집제, 흡착제) 생산 미생물을 신규로 발

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생분해가 가능하면서도 

그 부산물이 환경에 해롭지 아니한 미생물 응집제의 개발과 이를 환경정화 

 환경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국내

의 토양과 수계에 분포하는 미생물로부터 생분해성 고분자물질(응집제)을 분

비하는 미생물을 탐색하고 이로부터 응집제의 생산증가를 해 유 자 변형 

미생물을 개발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응용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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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흡착제) 생성 균주 탐색  분리 

본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균주들  특히 강한 항진균활성을 

나타내는 균주를 상으로 세균용 배지인 nutrient agar 배지에 도말하여 

20℃에서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들  성을 가지거나 표면이 볼록한 

균주를 생분해성 고분자물질(흡착제) 생성능이 있는 균주로 단하여 선별

하 고, 추가 으로 시설재배 토양, 우포늪 니  물에서 분리한 후보 미

생물들을 상으로 액체배지에 종, 20℃, 150 rpm의 조건에서 3일간 배양

한 후 균체를 제거한 배양상등액을 사용하여 응집활성도 측정에 사용한 결

과, KLP142와 KLP146 균주가 응집활성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남으로써 

이 두 균주를 최종 후보 균주로 결정하 다. 최종 선별된 균주를 상으로 

API kit는 물론 추가 으로 약 80여가지 이상의 생리생화학  동정실험을 

정 히 수행한 결과, KLP142균주는 Brevundimonas vesicularis 

(Pseudomonas vesicularis),  KLP146균주는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Pseudomonas maltophilia)로 동정되어, 재까지 분해성 고분자물질(흡착

제) 생성능 해서는 국내외 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신규성 균주로 

확인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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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rain KLP142 and KLP146

Test substrate reaction/enzymes KLP 142 KLP 146

Gram Gram staining ＋/－ － －

Cell form rod/coccus cocci cocci

Catalase hydrogen peroxide catalase － －

tetramethyl-p-phenylene 
diamineOX cytocrome oxidase － －

ortho-nitrophenyl-galactosi
de/

p-nitrophenyl-galactoside

ONPG/PNP
G beta-galactosidase － ＋

ADH arginine arginine dihydrolase － －

LDC lysine lysine decarboxylase

ODC ornithine ornithin decarboxylase

CIT sodium citrate
citrate utilization

assimilation － －

H2S sodium thiosulphate H2S production

URE urea urease － －

TDA tryptophane tryptophane desamiase

IND/TRP tryptophane indol production － －

VP sodium pyruvate acetion production

GEL gelatine gelatinase (protease) － ＋

GLU glucose

acidification － －

fermentation/oxidation

assimilation ＋ ＋

MAN manitol
fermentation/oxidation

assimilation － －

INO inositol fermentation/oxidation

SOR sorbitol fermentation/oxidation

RHA rhamnose fermentation/oxidation

SAC sucrose fermentation/oxidation

MEL melibiose fermentation/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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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est substrate reaction/enzymes KLP 142 KLP 146

AMY amygdalin fermentation/oxidation

ARA arabinose

fermentation/oxidation

assimilation － －

NO3
potassium

nitrate

reduction of nitrates to 
nitrites

－ －

reduction of nitrates to 
nitrogen

－ －

ESC esculin beta-glucosidase ＋ ＋

MNE mannose assimilation － －

NAG N-acetyl-glucosamine assimilation － ＋

MAL maltose assimilation ＋ ＋

GNT gluconate assimilation － －

CAP caprate assimilation － －

ADI adipate assimilation － －

MLT malate assimilation ＋ ＋

PAC phenylacetate assimilation － －

MAC MacConkey medium growth

PA proteolytic agar(gelatine) 1% tannic acid ＋ ＋

LA lipolytic agar(tween 80) opaque zone － －

SA amylolytic agar(starch) Gram iodine － －

CA cellulolytic agar(CMC) 0.5% congo red － －

SPF spore staining spore form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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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분해성 흡착제 생성 최  조건 확립

흡착활성은 0.5%로 조제한 콜로이드성 화학물질(active carbon, agar 

powder, cellulose powder, kaolin, silica gel) 10㎖에 1.0% CaCl2를 100㎕ 첨

가하고 균체를 제거한 배양액 100㎕를 가하여 10분간 정치한 후 상등액 1㎖

를 취해 55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고 Nakamura방법에 따라 제거율을 환

산하 다. 조군은 균을 종하지 않고 상기의 배양조건에 따라 회 진탕한 

배지를 사용하 다. 

  
                         (A - B)
Removal efficiency (%)= ------- × 100
                            A

A : Absorbances of reference sample

B : Absorbance of reaction mixture

가. 탄소원에 따른 응집활성도 측정

기본배지를 이용하여 탄소원으로 arabinose, fractose, galactose, glucose, 

lactose, maltose, sucrose, mannitol, sorbitol을 0.5%첨가하여 시기별(3일, 7

일, 10일) 응집(흡착)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KLP142와 KLP146 두 균주 모두

에서 mannitol이 첨가될 때 가장 우수한 응집활성을 나타내었다(Fig. 1과 2). 

나. 질소원에 따른 응집활성도 측정

기본배지를 이용하여 질소원으로 ammonium acetate, ammonium 

phosphate, ammonium tartrate, sodium nitrate, urea, beef extract, 

casamino acid, peptone, tryptone, soytone, malt extract를 각 0.5%을 첨가

하여 시기별(3일, 7일, 10일) 응집(흡착)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KLP142 균주

에서는 casamino acid, KLP146 균주는 tryptone이 질소원으로 첨가될 때 가

장 우수한 응집활성을 나타내었다(Fig. 3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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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s of carbo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2 (at 3 day). 1. Arabinose, 2. Fractose, 3. Galactose, 4. Glucose, 

5. Lactose, 6. Maltose, 7. Sucrose, 8. Mannitol, 9. Sorbitol, 10.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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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s of carbo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2 (at 7 day). 1. Arabinose, 2. Fractose, 3. Galactose, 4. Glucose, 

5. Lactose, 6. Maltose, 7. Sucrose, 8. Mannitol, 9. Sorbitol, 10.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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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s of carbo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2 (at 10 day). 1. Arabinose, 2. Fractose, 3. Galactose, 4. 

Glucose, 5. Lactose, 6. Maltose, 7. Sucrose, 8. Mannitol, 9. Sorbitol, 10.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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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ffects of carbo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6 (at 3 day). 1. Arabinose, 2. Fractose, 3. Galactose, 4. Glucose, 

5. Lactose, 6. Maltose, 7. Sucrose, 8. Mannitol, 9. Sorbitol, 10.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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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Effects of carbo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6 (at 7 day). 1. Arabinose, 2. Fractose, 3. Galactose, 4. Glucose, 

5. Lactose, 6. Maltose, 7. Sucrose, 8. Mannitol, 9. Sorbitol, 10.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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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ffects of carbo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6 (at 10 day). 1. Arabinose, 2. Fractose, 3. Galactose, 4. 

Glucose, 5. Lactose, 6. Maltose, 7. Sucrose, 8. Mannitol, 9. Sorbito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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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ffects of nitroge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2 (at 3 day). 1. Ammonium acetate, 2. Ammonium 

phosphate, 3. Ammonium tartrate, 4. Sodium nitrate, 5. Urea, 6. Beef 

extract, 7. Casamino acid, 8. Peptone, 9. Tryptone, 10. Soytone, 11. Malt 

extract, 12.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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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ffects of nitroge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2 (at 7 day). 1. Ammonium acetate, 2. Ammonium 

phosphate, 3. Ammonium tartrate, 4. Sodium nitrate, 5. Urea, 6. Beef 

extract, 7. Casamino acid, 8. Peptone, 9. Tryptone, 10. Soytone, 11. Malt 

extract, 12.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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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ffects of nitroge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2 (at 10 day). 1. Ammonium acetate, 2. Ammonium 

phosphate, 3. Ammonium tartrate, 4. Sodium nitrate, 5. Urea, 6. Beef 

extract, 7. Casamino acid, 8. Peptone, 9. Tryptone, 10. Soytone, 11. Malt 

extract, 12.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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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Effects of nitroge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6 (at 3 day). 1. Ammonium acetate, 2. Ammonium 

phosphate, 3. Ammonium tartrate, 4. Sodium nitrate, 5. Urea, 6. Beef 

extract, 7. Casamino acid, 8. Peptone, 9. Tryptone, 10. Soytone, 11. 

Malt extract, 12.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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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Effects of nitroge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6. 1. Ammonium acetate, 2. Ammonium phosphate, 3. 

Ammonium tartrate, 4. Sodium nitrate, 5. Urea, 6. Beef extract, 7. 

Casamino acid, 8. Peptone, 9. Tryptone, 10. Soytone, 11. Malt extract, 

12.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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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Effects of nitrogen sources on flocculating activity in 

strain KLP146 (at 10 day). 1. Ammonium acetate, 2. Ammonium 

phosphate, 3. Ammonium tartrate, 4. Sodium nitrate, 5. Urea, 6. Beef 

extract, 7. Casamino acid, 8. Peptone, 9. Tryptone, 10. Soytone, 11. 

Malt extract, 12.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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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N ratio에 따른 응집활성도 측정

KLP142와 146의 C/N 비율에 따른 응집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기본 배

지내에 탄소원은 0.2% mannitol로 고정하고, 질소원은 KLP142는 tryptone, 

KLP146는 casamino acid를 1:1～1:100 비율로 첨가하여 배양한 후, 상등액을 

이용하여 응집활성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C/N 비율이 KLP142 경우 20:1, 

KLP146은 10:1 일 때 가장 응집활성이 높게 나타났다(Fig. 5). 

라. 성장률에 따른 응집활성도 측정

KLP142와 146을 배양하면서 시기별로 배양 상등액을 취하여 응집활성도

를 측정한 결과, 성장률에 따라 응집활성도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

다.(Fig. 6). 

          

마. 성장률에 따른 세포 배양액과 배양 상등액의 응집활성도 비교

KLP142균주를 상으로 10일간 배양하면서 시기별로 세포배양액과 배양 

상등액을 취하여 응집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성장률에 따라 응집활성도가 다

소 세균이 포함된 배양액이 다소 높았으나, 배양 상등액과 커다란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Fig. 7). 

바. 생분해 고분자 응집제 량생산 배양 공정 확립

기에 용존산소량을 포화용존산소량의 40%로 조 하면서 회분식 배양을 

수행하다가 기 glucose농도가 2g/L미만이 되었을 때 glucose와 yeast 

extract가 2:1의 비율로 들어있는 feeding solution을 4g/h의 속도로 발효조 

내에 peristatic pump를 이용하여 공 해 주는 continuous fed-batch를 수행

하 다. 이때 cell mass는  64시간 배양 후에 최  17.5g/L을 얻을 수 있었

으며 세포수는 1.5x10
11cell/g 다. 한 세포는 성장시에 지수 으로 자라며 

당의 농도도 지수 으로 증가될 때 더욱 더 고농도의 세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gradient-feed method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38시간 배양 

후 1 X 1011의 농도의 cell mass 10.6g/L을 얻을 수 있었다.

Intermittent fed-batch의 일환으로 회분식 배양을 수행하다가 당이 2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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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 될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15g씩 4번 공 하여 최종 glucose농도가 

80g/L가 되도록 하 다. 실험결과 당을 주입한 후에 세포는 빠른 속도로 성

장하여 40시간만에 29.3g/L의 cell mass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세포수는 2 

X 1012cell/g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된 glucose에 한 균체

수율이 continuous fed-batch방식과 비해 높으며 단축된 배양시간을 얻음으

로써 경제성 있는 배양방식 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으로 유가식 배양에 

의하여 KLP142의 고농도 cell mass를 생산하기 해서는 continuous 

fed-batch 보다는 일정량의 glucose를 공 하는 Intermittent fed-batch가 

합함을 알 수 있었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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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 기원 흡착제(Bioflocculants)의 특성 연구

가. 배양상등액 첨가양에 따른 응집활성도 측정

환경요인에 따른 응집활성 측정은 기본배지에 탄소원으로는 두 균주 모두

에 mannitol을 첨가하고, 질소원으로는 KLP142 균주는 casamino acid, 

KLP146 균주는 tryptone을 첨가하여 배양한 후, 배양상등액을 취하여 첨가

양에 따른 응집활성을 측정한 결과, 상등액 첨가양이 증가할수록 비례 으로 

응집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Fig. 9)  

나. 환경요인에 따른 응집활성도 측정

환경요인에 따른 응집활성 측정은 기본배지에 탄소원으로는 두 균주 모두

에 mannitol을 첨가하고, 질소원으로는 KLP142 균주는 casamino acid, 

KLP146 균주는 tryptone을 첨가한 후 pH변화에 따른 응집활성은 pH 2～10

구간에서 실시하 고, 온도 변화에 따른 응집활성은 10～60℃구간에서 실시

하 다. 그 결과, 두 균주 모두 pH 4～9구간에서 응집활성이 우수하 고

(Fig. 10), 온도변화에 따른 응집활성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례 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11).

다. 콜로이드성 물질의 종류에 따른 응집활성도 측정

KLP142와 KLP 146을 배양한 후, 배양 상등액 100㎕을 0.5% active 

carbon, 0.5% agar powder, 0.5% ethyl cellulose, 0.1% kaolin clay, 0.1% 

silica gel, 0.1% yellow clay로 제조된 용액 10㎕에 1% CaCl3 100㎕와 함께 

첨가하여 응집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KLP142는 0.5% active carbon, 

KLP146은 0.1% kaolin clay에서 응집활성 가장 우수하 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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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Flocculating activity of KLP142  according to various 

substances.1 : control, 2 : Active carbon, 3 : Agar powder, 4 : Ethyl 

cellulose, 5 : kaolin clay, 6 : Silica gel, 7 : Yellow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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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2. Flocculating activity of KLP146  according to various 

substances.1 : control, 2 : Active carbon, 3 : Agar powder, 4 : Ethyl 

cellulose, 5 : kaolin clay, 6 : Silica gel, 7 : Yellow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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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집제(흡착제)의 분리 정제  특성 분석

응집제(흡착제)를 다량 분비하는 KLP142, KLP146을 상으로 활성이 가

장 높은 시기에 배양액을 수확하여 이로부터 응집제(흡착제)를 순수 분리하

고자 하 다(Fig. 13). 속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은 후 cetylpyridinum 

chloride처리하여 물층을 제거하 다.

수획된 침 물을 0.15M NaCl에 용해시켜 5시간 동안 방치한 후, cold 

ethanol 2배 volume으로 첨가하여 -20℃에서 방치하면서 침 을 유도하 다. 

이를 원심분리하여 침 물을 cold ethanol로 washing한 후, 건조하여 응집제

(흡착제)의 물리화학  성질을 분석하는데 사용하 다. 더욱 순수한 응집제

(흡착제)를 얻기 해 다양한 column chromatography (DEAE-Cellulose, 

silica gel)를 하여 활성이 나타난 분획을 응집활성도를 측정하여 정제도를 

확인한 결과. KLP142에서는 3번 fraction이 응집활성도가 90%로 가장 높았

으며, KLP 146의 경우는 7번 fraction이 80%로 가장 높았다(Fig. 14). 

이 게 분리/정제된 응집제(흡착제)를 상으로 자외선 흡수 spectrum을 

분석한 결과, 251, 258nm 장에서  자외선을 가장 많이 흡수하 으며, 359, 

357 nm 부근에서 shoulder를 나타내었다(Fig. 15). 재 응집활성도가 가장 

우수한 분획을 상으로 구조분석을 수행 에 있다.

                     



- 448 -

                      Cell broth (KLP142, 146)

                      Cell harvest

                                add cetylpyridinum chloride

                                remove water layer

                     Supernatant

                                dissolve ppt. with 0.15M NaCl, 

                                and then stand for 5 hrs. at room temp.

                                add 2 volume of cold ethanol, 

                                and then stand at -20℃

                      Precipitate

                      Washing (cold ethanol)

                             

                         Dry

                

          Partially Purified Biodegradable Flocculant

    Column chromatography (DEAE-Cellulose, silica gel)

                      Purified flocculant                   

Fig. 13. Flowchart for the purification of flocculants. 



- 449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2 3 4 5 6 7

Fraction No.

F
lo

c
c
u
la

ti
n
g
 a

c
ti
vi

ty
(%

)

KLP142

KL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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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집제(흡착제) 생성능이 우수한 돌연변이체 제조

KLP 142 균주를 상으로 이온화 방사선(γ-ray)을 500 Gy의 선량으로 3

회 반복하여 조사한 결과, 응집물질 생성능이 결여된 돌연변이체 (R-1～R3)

와 응집물질 생성능이 증강된 돌연변이체 (R-21, R-22)를 각각 선별할 수 

있었다.

 

7. 응집제(흡착제) 생성능이 우수한 돌연변이체의 Met 요구 특성 

응집물질 생성능이 증강된 돌연변이체의 증강 원인을 탐색하고자 응집제

의 형성에 한 아미노산 요구성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우선 으로 8종류

의 아미노산(Table 2)에 한 요구성을 조사하 다.  Glu-MOPS (pH 7.0) 

배지내에 Table 2과 같이 아미노산 종류를 달리하여 첨가하여 돌연변이 균

주를 배양한 후, 응집물질의 생성능을 측정한 결과, 아미노산이 첨가되지 않

은 Glu-MOPS구간과 8개의 아미노산  Met가 결핍된 구간에서 응집물질 

생성능이 가장 낮았는데, 이 결과로 Met이 응집물질 생합성에  필요

한 아미노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Glu-MOPS 배지에 Met만을 첨가하여도 응집제의 생성능이 우수한 돌연

변이체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균주의 성장률에 있어서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 다. 아미노산이 첨가되지 않은 Glu-MOPS 배지, Glu-MOPS에 Met만 

첨가된 배지, Glu-MOPS에 8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첨가된 배지에서 응집제 

생성능이 우수한 돌연변이 균주의 성장률 조사한 결과, 8개의 아미노산이 첨

가된 구간이 성장률이 가장 우수한 반면, 아미노산이 첨가되지 않은 구간이 

가장 낮았다(Fig. 16). 따라서 방사선으로 유도한 응집제 생성능 증강 돌연변

이체는 균체의 수(즉, 성장률)에 무 하게 응집제의 생성이 증가되기 한 

조건으로 Met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 452 -

Table 3. Composition of media according to various amino acids 

and the flocculant productivity of radiation induced mutant R-21 

Medium Composition
Production of  

flocculant

Glu-MOPS  only Glu-MOPS ○

A.A mixture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methionine, proline, 

threonine, 

 tryptophane, valine

○

Met ＋  only methionine ○

Met －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proline, threonine, 

tryptophane, valine
×

Thr －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methionine, proline, 

tryptophane, valine
○

His －

 arginine, isoleucine, methionine, proline, threonine, 

tryptophane, 

 valine

○

Val －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methionine, proline, 

threonine, 

 tryptophane

○

Pro －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methionine, 

threonine, tryptophane, 

 valine

○

Arg －

 histidine, isoleucine, methionine, proline, threonine, 

tryptophane, 

 valine

○

Ile －
 arginine, histidine, methionine, proline, threonine, 

tryptophane, valine
○

Trp －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methionine, proline, 

threonine, va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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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집제(흡착제) 생합성에 여하는 유 자 연구

방사선으로 유도한 응집물질 생성능이 결여된 돌연변이체 (R-1～R3)와 

KLP 142 균주간 단백질 profile을 조사하여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단백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 단백질을 분석하여 그 유 자를 찾아내 응집제 생합성

에 여하는 가를 조사하기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단백질 profile을 

SDS-PAGE 수행결과, 모든 응집제 생성능 결여 mutant에서 24 kDa 분자량

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확인되지 않았다(Fig. 17). 이러한 결과는 응집제 생성

능 결여 돌연변이체와 야생형 KLP 142 균주간의 단백질 profile이 차이가 있

으며 이러한 차이가 있는 단백질을 분석함으로서 응집제 생합성에 여하는 

유 자의 연구에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항의 연구결과, 확보한 균주들을 상으로 차후에 응집제 생합성 기작

의 연구에 있어서 2D 단백질 profile과 MALDI  N-terminal 아미노산 서

열 결정 등의 proteomics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며 특히, 

SDS-PAGE에서도 극명하게 그 차이를 보인 24 kDa 단백질에 한 특성  

유 자 탐색 연구는 응집제 생합성 과정에 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

로 단되어 보다 시 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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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rotein profiles of crude extracts from wild type(KLP142, 

wt) and its mutants by SDS-PAGE gel electrophoresis. lane wt: 

KL1326 wild type, lane R-1,2,3: m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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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 발  vector를 이용한 량 생산 시스템의 구축

가. 형질 환 벡터 구축  활성

생분해성 고분자물질(응집제, 흡착제)를 생산을 증가시키기 하여 배양학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응집제 생합성 유 자를 량발 시켜 경제 인 

량생산이 가능한 응집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요한 것은  형질 환 벡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

는 E. coli phoA  promoter가 아닌 본 연구진에 의해 본 과제를 통해 클로닝

되고 그 특성이 규명된 E. aerogenes phoA  유 자의 promoter 부 를 좀더 

작게 설계하여 강력한 promoter의 활성을 지닌 pEAAP 과발  벡터를 구축

하 다.  

PhoB에 의해 발 이 조 되는 pho  regulon에 속하는 유 자들의 

promoter에는 pho box라는 활성형 PhoB 부착 서열이 있다. pho regulon에 

속하는 phoA 유 자는 인제한 환경에서 무려 1000여배 이상의 발  증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promoter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phoA 유 자의 promoter

를 발 벡터의 promoter로 활용하면 PhoB에 의해 유용유 자들을 과발 시

킬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E. coli phoA  promoter를 이용한 발

벡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Enterobacter aerogenes IFO 12010(ATCC 15038)로부터 min-Mu phage를 

이용하여 in vivo molecular cloning 방법을 통해 확보한 phoA 유 자와 CAT 

assay를 통해 확인된 promoter 부 의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하 다(Lee 등, 미

발표자료). E. areogenes phoA의 염기서열로부터 APF primer 

(5'-CGGGATCCAGATCTTGTGACCAGT-3', BamHI와 BglII 삽입)와 APR 

primer (5'CCCAAGCTTTCTAGATAATTTCAC-3', HindIII와 XbaI 삽입)를 

합성하 다. 이 primer들을 이용하여 phoA promoter부 인 134 bp의 DNA를 

증폭하 다. Ea-phoAP에는 pho box인 5‘-CTGTCATTTTTTTGTCAC-3'와 

-10 부 (5’-TAAAGT-3')가 포함되어 있다. pET-22b(+) (Novagen)를 BglII와 

XbaI으로 단하여 T7 promoter와 lac operator를 제거하 다. PCR로 확보한 

Ea-phoAP를 BglII와 XbaI으로 단하 고 이들을 ligation하여 pEAAP를 구축

하 다. APF와 APR primer를 이용하여 pEAAP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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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가 없음을 확인하 다(그림 18). 

   pEAAP는 pET-22(+)의 muticloning site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T7 

promoter와 lac  operator를 Ea-phoAP로 치환한 것으로 인 제한환경에서 

PhoB가 부착되어 사가 개시될 수 있는 pho box가 promoter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pEAAP 발 벡터는 인 제한 환경에서 정상 인 

PhoB-PhoR two-component transcriptional signal system이 작동하는 host

에서 발 이 유도될 수 있다. 한, pET-22b(+) 벡터의 특징인 N-terminal 

쪽에 pelB  signal peptide와 C-terminal 쪽에 6xHig-tag가 부착되는 fusion 

protein을 발 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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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lII                        pho  box                -10

AGATCTTGTGACCAGTAAGGATGCTGTCATTTTTTTGTCACACCACTTTTATAAAGTCTCCCTCGTTTTGTTTTT

                                     XbaI                        rbs

TAAGTATTTTTACATGGAGACGACAAAGTGAAATTATCTAGAAATAATTTTGTTTAACTTTAAGAAGGAGATATA

NdeI

CATATGAAATACCTGCTGCCGACCGCTGCTGCTGGTCTGCTGCTCCTCGCTGCCCAGCCGGCGATGGCCATGGAT

   MetLysTyrLeuLeuProThrAlaAlaAlaGlyLeuLeuLeuLeuAlaAlaGlnProAlaMetAlaMetAsp

              BamHI  EcoRI SacI  SalI  HindIII  NotI  XhoI      His-tag

ATCGGAATTAATTCGGATCCGAATTCGAGCTCCGTCGACAAGCTTGCGGCCGCACTCGAGCACCACCACCACCAC

IleGlyIleAsnSerAspProAsnSerSerSerValAspLysLeuAlaAlaAlaLeuGluHisHisHisHisHis

CACTGA

HisEnd

Fig. 18. DNA sequence of promoter of pE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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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해독 유 자의 클로닝

미생물을 이용하여 속을 제거하는 방법은 공업폐수  자연계의 수계에

서 속을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생물은 용액으

로부터 속을 제거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변 환경에서 속 

농축하는데 이용되었다. 공업화와 도시화는 도 공장, 제강공장, 페인트 제조공

장 등의 산업폐수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요 속으로는 크롬, 카드뮴, 납, 수

은, 코발드, 구리와 방사선 동 원소 농축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륨, 

토륨, 라륨 등이다. 미생물에 의해서도 속의 흡수와 탈착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속을 흡수, 흡착한 미생물 균체는 본 염구에서 확보한 

응집제 생산 균주에 의해 응집할 수 있으므로 폐기처리가 간단하게되어 기존의 

화학  처리방법인 산화환원 반응 혹은 침 , 여과를 이용하여 분리하거나 이

온 교환수지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더 환경친화 이라 할 수 있다.

본 항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진이 이미 보유한 미생물들의 속에 한 

항성을 조사하 으며, 항성이 있는 균주로부터 속 결합 단백질인 

methalothionein의 유 자를 PCR을 통해 확보하 다. 즉, 속결합단백질 유

자의 상동성을 이용하여 5‘-ggatccccattaccgaca-3'와 

5'-ggatcctttgcacatc-3'의 염기서열을 지닌 라이머를 제작하여 상 균주로

부터 속결합단백질의 유 자를 확보하 다. 확보한 유 자들의 염기서열을 

결정하 으며 이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하 다 (Fig. 19). 확보된 유 자는 

속결합단백질의 2종 isomer와 각 isomer 당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발  vector인 pEAAP에 삽입하여 속 결합

단백질의 활성이 증강된 재조합균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정이며, 가능하다

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 생성균주인 KLP 142와 

KLP146 균주에 도입하여 증 속 흡착능도 지닌 GMO를 구축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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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1012          MPAPCNCIETNVCICDTGCSGEGCRCGDACKCAGADCKCSGCKVVCKCSGRCECGKGCTG 60
Me1013          MPAPCNCIETNVCICDTGCSGEGCRCGDACKCSGADCKCSGCKVVCKCSGRCECGKGCTG 60
Me1011          MPAPCNCIETNVCICDTGCSGDGCRCGDACKCSGADCKCSGCKVVCKCSGSCECGKGCTG 60
Me1014          MPAPCNCIESNVCICGTGCSGEGCRCGDACKCSGADCKCSGCKVVCKCSGSCACEAGCTG 60
Me2011          MPGPCNCIETNVCICGTGCSGKCCRCGDACKCASG-CGCSGCKVVCKCSGTCACGCDCTG 59
                **.******:*****.*****. *********:.. * ************ * *  .***

Me1012          PSTCKCAPGCSCK 73
Me1013          PSTCKCAPGCSCK 73
Me1011          PSTCKCAPGCSCK 73
Me1014          PSTCRCAPGCSCK 73
Me2011          PTNCKCESGCSCK 72
                *:.*:* .*****

B

Tb              MDPCQCSKSGTCNCGGSCTCTNCSCKSCKKSCCPCCPSGCTKCASGCVCKGKTCDTSCCQ 60
Cr              MDPCECSKSGTCNCGGSCTCTNCSCKSCKKSCCPCCPSGCTKCASGCVCKGKTCDTSCCQ 60
Ca              MDPCECSKSGNCNCGGSCTCTNCSCKSCKKSCCPCCPSGCTKCASGCVCIGKTCDTSCCQ 60
Sa              MDPCECSKTGTCNCGGSCTCTNCSCTSCKKSCCSCCPAGCSKCASGCVCKGKTCDTSCCQ 60
                ****:***:*.**************.*******.***:**:******** **********

Fig. 19. Multiple arrangements of metallothionein isomers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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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의 축산분뇨폐수에 한 응집효과 제고

산업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하여 김포시 생환경사업소로부터 제공받은 

축산분뇨폐수를 상으로 KLP 142균주와 이의 방사선 유기 돌연변이체들의 

응집효능을 조사하 다. 각 균주를 기본배지에 0.5% manitol과 0.5% 

casamino acid를 첨가한 최  응집제 생산배지에서 배양하고 이로부터 균체

를 제거한 배양상등액을 취하여 응집제 원액으로 사용하 다. 495ml의 축산

분뇨폐수에 5ml의 배양상등액을 첨가하여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응집효과를 

찰하 다. 그 결과, 응집제 생산능이 없는 돌연변이균주인 R-1은 배양상등

액 처리를 하지 않은 조군과 유사하게 응집효과가 없었으나 KLP142균주

와 방사선에의해 응집제 생성능이 증가된 두 균주인 R-21과 R-22는 응집효

능이 아주 우수하 다(Fig. 2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발굴된 균주들이 생산하는 응집제가 실제 축

산분뇨폐수에 용하 을 때 기존의 축산분뇨폐수 처리시 사용하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합성 polymer를 신할 수 있는 환경친화 인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는 결과라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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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KLP142          R-1          R-21         R-22

Fig. 20. Effects of Coagulants from KLP 142 and its mutants (R-1, 

R-21, R-22).



- 463 -

11. 미생물 복합제, 천연고분자화합물(식물자원) 용 응집제 제형화 기법 제고

축산분뇨폐수와 생활폐수의 처리시 부유물질을 침 시킬 목 으로 사용

되는 흡착제(응집제)는 다량의 화학합성 polymer(acrylamide)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환경방출시 2차 환경오염을 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응집제(미생물 흡착제)를 활용한 신규의 폐수처리용 응집제로 제

형화하기 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 다.

생분해성 응집제(흡착제) 용 상으로 김포시 생환경사업소와 순천 

축산분뇨 처리장의 폐수를 사용하 고, 미생물기원 생체고분자(microgel)재

료와 식물자원 고분자 재료 (biogel),  염화철(FeCl3), Bentonite( 토성 물

질)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그 응집효과를 조사하 다. 미생물기원 생체

고분자(microgel)재료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균주의 생분해성 응집제와 본 

연구진이 보유한 항진균성 미생물로부터 추출한 항진균성을 보이는 액성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 고 식물자원 고분자 재료 (biogel)로는 식물성 

Fiber, 톱밥과 왕겨를 이용하 다. 

항진균성 액성 고분자물질을 사용한 이유는 응집성의 증가보다는 최근

에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 인 유기농법에 필요한 공해의 유기질 비료를 

축산분뇨 오니 등을 활용하여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에  식물병원성 진균에 한 항진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매우 효율 인 

유기질 비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유기농법의 요성에 비

추어 화학농약을 체하는 무독성, 무공해 생물농약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진에 의해 이미 생물농약 문 벤처 기업(

(주)에코바이오메드))을 운 하는 생산되는 무독성 생물농약 제제의 생산과

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인체 무독성의 항진균성을 지닌 액성 고분자물질

을 응집제 제형화에 활용한다면 축산분뇨폐수 처리과정에서부터 식물병원성 

진균류의 제어가 가능해져 이로부터 생산된 오니를 활용한 유기질 비료는 

농약의 사용을 여 보다 친화경 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단

하고 있다. 

식물자원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응집처리시의 여과효과를 매개

할 수 있는 고형체로서의 쓰임뿐 만은 아니다. 이들 식물성 재료가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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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에 따라 매우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

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그 자체가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등의 환경

생태학 인 하 을 주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집효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유기질 비료 생산시 식물성 양원으로 제공될 수 있기

에 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사용하 다.

염화철은 응집제의 활성을 보다 증가 시켜주므로 이의 정 농도를 결정

하고자 하 으며 토성 성분인 Bentonite는 속의 흡착력을 제고하고자 

활용하 다.

각 실험구간은  폐수원액 ( 조군), ① 폐수원액, 증류수, ② 폐수원액, 

0.1%  FeCl3, ③ 폐수원액, 0.32% FeCl3, ④ 폐수원액, 0.1%  FeCl3, 0.25 

Bentonite, ⑤ 폐수원액, 0.32% FeCl3, 0.25 Bentonite, ⑥ 폐수원액, 0.1%  

FeCl3, 0.2% Fiber, ⑦ 폐수원액, 0.32% FeCl3, 0.2% Fiber, ⑧ 폐수원액, 

0.1%  FeCl3, 0.4% 톱밥, ⑨ 폐수원액, 0.32% FeCl3, 0.4% 톱밥, ⑩ 폐수원

액, 0.1%  FeCl3, 0.3% 왕겨, ⑪ 폐수원액, 0.32%  FeCl3, 0.3% 왕겨, ⑫ 

폐수원액, 0.1%  FeCl3, 0.1 Bentonite, 0.1% Fiber, 0.1% 톱밥, 0.1% 왕겨, 

⑬ 폐수원액, 0.1%  FeCl3, 0.1 Bentonite, 0.1% Fiber, 0.1% 톱밥, ⑭ 폐수

원액, 0.1%  FeCl3, 0.1 Bentonite, 0.1% Fiber, ⑮ 폐수원액, 0.1%  FeCl3, 

0.1% Fiber 0.1% 왕겨, ꒑꒪ 폐수원액, 0.1 Bentonite, 0.1% Fiber, 0.1% 톱

밥, 0.1% 왕겨, ꒑꒫ 폐수원액, 0.1% Fiber, 0.1% 톱밥, 0.1% 왕겨, ꒑꒬ 폐수원

액, 0.1% Fiber, 0.1% 왕겨로 하 다.  폐수원액 ( 조군)과 ① 폐수원액

에 증류수 처리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고분자 응집제와 항진균성 액성 고분자물질을 100:1의 비율로 섞은 혼합 

미생물기원 생체고분자(microgel) 응집제를 1% 첨가하 다.

축산분뇨페수에 이들 실험군들을 용한 결과는 Fig. 21과 같았다. 염화철

의 정 농도는 0.1%로 단되었으며 식물자원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도 

그 응집효과를 해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서 응집제의 제형화 비율은 혼

합 미생물기원 생체고분자 응집제 1%와 염화철 0.1%, 식물자원 고분자재료 

각 0.1% 혼합이 한 것으로 단되었다.



- 465 -

12. 응집제(흡착제) 효과 검증  포장활성시험

상기 응집제 제형화 비율로 제조한 응집제를  김포시 생환경사업소와 

순천 축산분뇨 처리장의 폐수에 용한 결과는 Fig. 22와 같았다. 응집제를 

용하여 응집한 후 여과한 페수 상등액의 유기물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김

포폐수의 유기물함량이 0.5㎎/㎖에서  0.01㎎/㎖로 감소하 고 순천폐수는 

0.8㎎/㎖에서  0.1㎎/㎖로 감소하 다. 따라서, 응집제 처리후 나오는 페수 

오니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응집후 상층수의 

유기질 함유량이 감소하므로 2차 정화과정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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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Flocculation effects of the flocculants. The numbers are 

indicated the experimental group explained i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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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Flocculation effects of the flocculants. The numbers are 

indicated the experimental group explained i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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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Flocculation effects of the environment-friendly 

bioflocculants on the wastes of Kimpo.(Right :  Control;  Left :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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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Flocculation effects of the environment-friendly 

bioflocculants on the wastes of Suncheon.(Right :  Control; Left :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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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흡착제를 처리후 폐수오니의 부숙제로 활용 제고

환경친화형 생분해성 응집제 처리후 나오는 폐수 오니를 이용하여 만든 

부숙제가 식물의 생육의 발달에 유용한 향을 주는가 조사하 다. 고추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구에 비하여 처리한 구간에서 식

물의 생육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3).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화학합성 응집제를 처리하여 나온 부산물을 부숙제로 사용할 때 문제

가 되는 식물의 뿌리를 손상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응집제를 처

리하여 나온 폐수오니를 부숙제로 활용할 경우 식물 생장을 증가시키는 유

용한 부산물로서의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흡착제 처리 폐수

오니는 유기질비료로 이용시 식물성 양원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 471 -

                           1                   2

Fig. 23. The crop plant growth promoting efficiency of capsicum 

using by-product which is produced by the environment-friendly 

bioflocculants on the wastes.(1: Treatment, 2: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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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1. 항진균 활성 세균의 분리  동정 : 100%달성

 -항진균 활성 미생물의 신규분리 (8지역, 16균주 분리)

2. 항진균 활성 세균의 방사선 돌연변이체 유도 : 100% 달성

 -항진균 활성 증강 돌연변이체 (34종)

 -항진균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 (89종)

 -항진균 활성 미생물,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체 유기법 (특허출원 3건)

3. 항진균 련 단백질 연구 : 100% 달성

 -항진균 련 단백질 분리정제 (2-DE : 6건)

 -단백질 활성 분석 (2건)

 -단백질 구조 분석 (MALDI-MASS : 34건, N-말단 서열: 13건)

 -항진균 활성 단백질 유 자 cloning  량생산 (1건)

4. 항진균 물질 분리  구조 분석 : 100% 달성

 -항진균 활성 물질 분리  활성 조사 (4건)

 -항진균 활성 물질 구조 분석 (NMR : 2건)

5. DNA microarray를 이용한 항진균 련 유 자원 연구 : 100% 달성

 -항진균성 세균 cDNA library 작성 (9균주)

 -DNA chip 제작 (2000 gene)

 -항진균 련 유 자 발굴 (32 genes)

 -상보실험을 통한 항진균활성 소실 돌연변이체의 회복 (1건)

6.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화 연구  :  100% 달성

 -다기능  통합 구성물질 확보  최  조합 발굴 (3건)

 -항진균성 세균 제제화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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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진균성 활성 증강 방사선 유기 돌연변이체 제제화 (4건)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 토양 생존성 측정 (4건)

 -항진균성 미생물 제제의 병원성진균 8종에 한 포자 해효과 검증 (1건)

 -포장활성시험 (작물: 고추, 무, 배추; 방제: 역병, 탄 병, 뿌리썩음병) 

 -미생물제제 실용화 (특허출원 : 2건, 기술이  : 진행 )

7. 농약성 미생물 형질 환용 벡터 개발 : 100% 달성

 -농약성 련 유 자 형질 환용 범용 벡터 제조 (4건)

 -농약성 미생물 형질 환용 변형 벡터(pMQE30) 구축 (1건)

 -항진균성 Bacillus lentimorbus  WJ5 내재형 plasmid (pWJ5) 발굴 (1건)

 -pWJ5로부터 E. coli 복제 특성 벡터 (pP1) 개발 (1건)

8.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생산 미생물 개발  응용 연구 : 100% 달성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응집제) 생산 미생물 개발 (2건)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체 제조 (3종)

 -과 발  벡터  시스템 구축 (1종)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 응집제) 응용 기술 개발 (6건) 

9. 련분야 기술발 에의 기여도

o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자원에 한 방사선 처리기술의 향상 

o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기 기술의 정착  련기술의 기반기술구축

o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 제제의 고정화 기반 기술 확립

o 미생물 제제에 한 방사선 기술의 목 기술 선례

o 국내 기능성 미생물 자원의 확보  유 공학  개량 기술 증

o 신기술의 지속 인 창출 가능

o 방사선 생물학에서의 생물공학  응용 제시

o 작물의 생산량 증가와 화학합성 농약의 체로 인한 지속  경작 가능

  ---> 농민의 소득증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

o 방사선기술은 세계 선도기술로 20년의 지 재산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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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로얄티 확보 

o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 을 통한 소기업의 발   고용창출 기

o 국내 련 산업 기술의 상승효과

o 국내 농경지의 토양오염 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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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추가연구의 필요성

o 지속 인 연구기술 개발 추진으로 선도기술 유지

-구조 분석이 이루어진 항진균 물질 생합성 유 자 탐색  량 생합성

-항진균 미생물제제의 동물실험을 통한 안 성 조사  

-내재형 plasmid의 유 자 기능 분석

나. 타연구에의 응용

o 본 기술 개발 과정에서 탐색 분리된 유용미생물의 자원은행화

o 개발과정에서 취득한 기 지식은 문학술지 투고를 통하여 련분야에 

활용

-방사선 유도 항진균 활성 소실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항진균 물질 합성 

유도 기작 연구

-항진균성 세균의 proteomics을 통한 단백질 기능 조 기작 연구

-생분해성 고분자(흡착제)를 활용한 오염폐수처리 단계 개발

-방사선 이용 돌연변이체 유도기법을 활용한 농약  속 제거 미생물 개발

다. 기업화 추진방안

o 국내  국제특허의 취득으로 20년간의 독  기술권 행사

: 국내의 농약 련 업체에의 기술이  추진(동부한농화학, 농우종묘 등)

o 개발된 미생물제제는 시설경작지 농가에 우선 으로 공 하여 병원성 진

균 방제에 활용

: 상품화 이  계 별, 지역별, 토양별 등의 응성 검사 병행( 농업체와 

연계)

-발굴한 항진균성 미생물 활용 기술 특허 획득

-항진균성 특허균주의 활용 기술 이 을 통한 미생물농약 제품 생산

-생분해성 고분자 생산 미생물의 특허화  활용 기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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