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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목 적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 유래의 생분해성 항진균제를 개발

II-2) 필요성
부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항진
균제의 개발이 요구되며, 방사선을 이용하여 항진균성을 향상시킨 돌연변이체
개발 연구가 바람직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작물병 방제용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 생화학적 생육조건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하여 항진균 활성이 향상된 미생물 돌연변이체 제조
- 항진균성 생물질 분리 및 정제
- 항진균성 생물질 생화학적 특성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다양한 항진균성 미생물을 분리/동정하였으며, 방사선을 이용하여 항진균성이
향상된 돌연변이체를 유도하였고, 이로부터 작물병 방제용 항진균성 생물질을
확보하여 특성 및 구조를 밝혔음.
- 총 16종의 항진균성 미생물을 분리하였으며(첨부 참조), 이로부터 방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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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항진균 활성을 증강시킨 4종의 돌연변이체를 제조하였음 (P.
lentimorbus WJ5a17, Streptomyces sp. SAR01p151, B. gladioli K40415 및
B. subtilis YS1175).
- 이중 항진균 활성이 가장 강하고, 야생종보다 41% 활성이 뛰어난 P.
lentimorbus WJ5a17로부터 2종의 생물질을 분리/정제하고, 구조를 분석하
였음.
; 분획 No. 9는 proton NMR spectrum,

13

C spectrum, infrared spectrum,

tandem mass spectrum 분석 결과 비교적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으며,
carboxyl기에 alkyl 그룹이 붙은 물질로 판명되었음(Benzenoid family).
; 분획 No. 27은 극성 잔기인 당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큰 분자량을
가진 배당체 화합물로 사료되고 (Glycoside family), 유용한 항생제로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며, 강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므로 농업용 항진균
제로서의 사용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발견된 생물질을 원료로 생물제제를 제조하고, 실제 경작지에서 포장시험을
실시한 후 실용화 추진.
- 방사선기술을 바탕으로,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생물제제 제조의
기반기술 전파 및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생물비료 제조 연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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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Fungicide by Radiation

Ⅱ. Objective and Objective of the Project
II-1) Objective
Development of biodegadable and microbiological fungicide by radiation

II-2) Objective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alternative and biodegradable fungicide
instead of chemical pesticide by which substantial environmental pollution
could occur. So it is promising to study and develop the mutants of the
enhanced antifungal activity by using radi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antiphytogenic microbes
- Research for the biochemical culture condition
- Induction of microbial mutants that have the improved antifungal activity
by using radiation.
- Purification of antifungal biomaterials
-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antifungal biomaterials

Ⅳ. Result of Project
Various antifungal microbes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Mutants of
enhanced antifungal activity were induced by using radiation.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antifungal biomaterials derived from these mutants were
studied.
- Sixteen antifungal microbes were isolated and 4 antifung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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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mutants

were

induced

by

using

radiation(P.

lentimorbus

WJ5a17, Streptomyces sp. SAR01p151, B. gladioli K40415 및 B. subtilis
YS1175).
- P. lentimorbus WJ5a17 had 41% higher antifungal activity than the wild
type. Two biomaterials related to the antifungal activity from the above
mutant were isolated and purified.
; Fraction No. 9 was proved to be a family of Benzenoid by the analysis
of proton NMR spectrum,

13

C spectrum, infrared spectrum, and tandem

mass spectrum.
; Fraction No. 27 was turned out a family of Glycoside by the analysis of
proton NMR spectrum,

13

C spectrum, infrared spectrum, and tandem mass

spectrum.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Industrialization is possibly expected to be followed by the verification of
the field experiments and fungicide formulae made from the developed
antifungal biomaterials.
- Rradiation technology and the basic technology of the biopesticide
production could be disseminated environmentally-friendly instead of
chemical pesticide prod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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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산업화와 현대문명의 발달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농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경작지 오염원중에는 각종 화학합성 농약이 대표적이다. 적은 유효성분 살포량
으로도 기존 농약과 대등 혹은 우월한 약효를 나타내면서 환경오염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미생물유래 환경친화
적이며 생분해성인 항진균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가. 기술적 측면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체 유도기술은 유전자조작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술의 단점인 환경교란 또는 오염의 가능성이 배제됨.
○미생물제제의 경우 환경적응을 위한 인위적인 조성물 첨가가 어려운 반면, 생
분해성 농약제제의 경우 최소한의 첨가물만으로 제조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기
술임.
나. 경제․산업적 측면
○유기농 채소.작물의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폭
증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고,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시대에도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유기농 산업화가 가
능.
다. 사회․문화적 측면
○유기농의 활성화로 안정적 농업 생산활동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의 유익한 이용의 현실적 이해 및 전파가 가능.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
○항진균성 미생물 확보
○항진균성 향상 미생물 개발 및 생물질 연구
나. 연구개발 내용
○작물병 방제용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생화학적 생육조건 연구
○방사선을 이용하여 항진균 활성이 향상된 미생물 돌연변이체 제조
○항진균성 생물질 분리 및 정제
○항진균성 생물질 생화학적 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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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체 유도 연구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본 연구실에서
1997년

이후

수행되어

왔음.

섬유소분해

증강.소멸

돌연변이체(Pleurotus

ostreatus), 니켈저항성 증강.소멸 돌연변이체(Entrobacter spp.), 납결합성 증강.
소멸 돌연변이체(Acinotobacter spp.), 등.

- 1960년대 벼의 고사병에 효능이 있는 blasticidin-S와 kasugamycin을 발견하였고,
의료용 항진균제인 griseofulvin이 미생물로부터 발견되어 사용됨.

- 1970년대에는 괄목할만한 polyoxin과 validamycin이 일본에서 발견되어 대부분의
벼의 병해 방제에 사용됨 (Streptomyces spp.).

- 1990년대부터 Pseudomonas spp.로부터 분리된 phenylpyrrole과 Strobilurus
tenacellus로부터 분리된 strobilurin이 함유된 상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항진균 활성을 갖는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미생물제제는 동부한농에서 2000년에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 Ecobiomed(주) 등 총 6개 벤처기업이 토양부숙제, 토양첨
가제 등의 미생물제제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중. 이와 같이 미생물제제는 지
금까지 세계적으로 180여종 800여 품목이 개발중이나 미생물유래 항진균성 생물
질 개발은 미약한 상태임.

-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유도 및 응용기술 개발이 편리하고 환경친화적임에도
선행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단계에 있음.

- 미생물자체를 사용하는 농약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미생물제제), 누적된 사용
으로 인하여 대상 병원균에 대해 저항성을 보유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Bacillus
subtilis에 대한 Botrytis cinerea의 저항성 생성). 또한, 환경에 시비하였을 때 활
성이 있는 군집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고, 뿐만아니라 실온에서의 저장
후에도 안정적인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조성물의 조합이 여의치 않은 상태
임. 따라서 이러한 단점이 저감된 생분해성.항진균성 생물질의 개발이 필요함.

- 미생물유래 생분해성 항진균성 물질의 발견이 쉽지도 않고, 발견되어도 기존에
알려진 것이거나 복합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분리.정제가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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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세균과 곰팡이를 이용한
식물병원성 진균류 제어연구에 집중되어 수행되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생
물 살균제제의 대부분은 Pseudomonas, Bacillus, Streptomyces, Agrobacterium,
Burkholderia 등의 세균과 Trichoderma, Gilocladium, Fusarium과 같은 진균으로
부터 유래한 것이다(Fravel 등, 1998). 현재 40여개에 달하는 미생물 살균제가 등록
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제품들은 토양전염성인 Fusarium, Pythium, Rhizoctonia,
Sclerotinia, Phytophthora 등의 식물병원성 진균류의 방제용 제품으로서 시장점유
율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식물병원성 곰팡이들에 대하여 길항성을 보이는 미생
물들은 각종 대사산물과 세포벽 분해효소들을 분비하여 길항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ravel 등, 1998). 또한 병원균이 접근할 수 없도록 미리 식물 표면을 점
유하여 새로운 장벽을 형성하거나 필수 영양물질을 먼저 섭취함으로써 병원균의 생
장을 억제하기도 한다. B. subtilis의 경우, iturin 계열의 항생물질을 분비하여 복숭
아 brown rot의 병원균인 Monilinia fructicola을 억제하였고(Arrendale 등, 1988)
B. subtilis NB22를 분리하여 그 활성 물질의 성분이 iturin A 물질임이 증명되었다
(Ohno 등, 1996). Pseudomonas의 경우, 밀에 뿌리병을 일으키는 Gaeumannomyces
graminis var. tritici에 강력한 길항작용을 보이는 P. fluoresecns을 토양에서 분리
하는데 성공하였고(Weller, 1988; Cook, 1992; Weller 등, 1986), phenazine계(Keel
등, 1992; Thomashow 등, 1990) 및 2,4-diacetylphloro- glucinol이란 항생물질이 밀
의

뿌리썩음병

방제에

효과를

보이는

요인임이

밝혀졌다(Keel

등,

1992).

Trichoderma의 경우, 키틴을 분해하는 chitinase을 생산하여 체외로 분비함으로써
병원성 진균의 세포벽을 분해함으로써 병원성 진균의 방제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졌다.

최근

Myxobacteria에서

발견된

soraphen

화합물이

진균류의

acetyl-CoA carboxylase를 억제하여 항진균 효과를 나타냄으로써(Gerth 등, 1994),
진균류의 tubulin(Butters 등, 1995), 미토콘트리아 호흡, 포도당 수송과 연관된 인산
화 대사(Arima 등, 1965) 등이 새로운 살균제 탐색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들의 생
리 활성을 억제하는 화합물들을 미생물이 분비하여 항진균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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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B. subtilis는
대량생산이

높은 온도 내성, 액체 배양 시 빠른 생장, 저항성포자의 형성 등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Saccharomyces cerevisiae 및 Lactobacillus sp. 등과 더불어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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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에 의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한 미생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B. subtilis는 주로 토양전염성 식물병 방제용 종자처리제나 수확 후 야채 등의 부
패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Fravel 등, 1998; Brannen 등, 1997).
항진균성 미생물의 기능을 개량하고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야생형으로부터
유전자 돌연변이체를 확보해야 효과적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종래에 주로 이용되는
화학적

돌연변이원인

EMS(ethylmethane

sulfonate),

EtBr(ethidium

bromide),

MNNG (N- 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원으
로 판명되어 그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UV를 이용한 돌연변이체 유도는 그
효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생체고분자에 여기와 이온화를 일으키
며, 적은 조사량에서도 비교적 큰 효과를 일으켜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여
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방사선은 생체고분자의 주사슬결합을 분해하거나 분자사
이의 화학적 결합인 가교를 형성한다(von Sonntag, 1987). UV나 X-ray의 특성과는
달리 감마선은 투과력이 크고 선량의 강도가 커 조작의 시행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시간과 경제적 효과 또한 뛰어나다. 생물은 감마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면 세포 내 DNA에서 다양한 돌연변이가 야기된다 (Hutchinson, 1985;
Halliwell 등, 1991; Becker 등, 1993). DNA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손상은 한 가
닥 절단(singe strand break, SSB), 두 가닥 절단(double strand break, DSB), 염기
손상, 염기 손실, 변성대(denatured zone) 형성, 분자 내 가교형성, DNA-단백질 가
교형성 등이다(Cerutti, 1974). 이처럼 방사선에 의해 생체고분자인 DNA에 변화가
유도되면 세포 내 DNA 회복 기작이 작동하여 회복되나 일부의 변화는 회복되지
못하여 DNA 서열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감마선을 이용하여 균주의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방법은 물리적 힘을 이용한 유전자 조작방법이다. 방사선은 진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유전적 변이를 단시간에 생물의 유전자에 축적시키는 효과
를 주게 된다(Lee 등, 2000). 따라서 방사선 조사로 생성된 돌연변이체는 환경적응
성이 높고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 된다(Lee 등, 2000). 기존의
화학합성농약은 대부분 유기인 제제의 난분해성 물질로 단기간의 농산물 증산에는
도움을 주나 토양에 잔류하여 토양의 오염을 야기하고 토양 내 유용 영양원의 생물
학적 최적 이용비율 및 분해능을 변화시켜 일차적으로는 토양 내에 존재하는 미생
물의

생장을

억제하여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유용영양원

및

에너지원의

mineralization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작
물의 생산량이 감소와 비례하여 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
생물이나 미생물의 생산 물질을 이용한 미생물제제의 개발 및 농업에의 이용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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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흐름이며, 21세기를 주도할 생명과학산업 분야의 한 축을 형성한다.
본 연구진은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 폐자원의 재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돌연변이를 이용한 유용한 폐자원 분해균주 개발 및 청정사료화 기술을 확
립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청정사료화와 각종 농작물의 재배 시 문제되는
각종 유해곰팡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제제의 개발
은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를 통한 환경오염원의 분해의 부가적 기능뿐만 아니
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홍보
에도 필수적이다.
국내외적으로 항진균 활성 세균의 돌연변이체(활성 소실 혹은 증가된 특성을 갖
는)의 유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방사선 조사시설이 필요하고 방
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소수의 선진국에 국한되어 방사선
처리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미생물에 관련해서는 주로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멸
균에 이용되고 있고, 유용균주의 돌연변이 유도기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의 본 연구진에 의해서 유용 돌연변이체를 유발한 연구가
유일하다(Lee 등, 2000). 본 연구는 다양한 미생물로부터 새로운 항진균 활성을 나
타내는 생물질을 탐색하고, 방사선으로 항진균 활성이 증강된 돌연변이체를 유도하
여, 관련 생물질을 이용한 식물병원성 진균의 방제 및 환경 친화적 생물제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작물병 방제용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1. 재료 및 방법
염전수 및 토양 시료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고자 염전수는 100 ㎕를 NA(nutrient
agar, Difco, USA)배지에 도말하였다. 토양시료는 멸균식염수 10 ㎖에 1 g을 넣어
2시간 교반한 후 침전시키고 그 상등액 100 ㎕를 NA배지에 도말하였다. 각 도말한
배지를 3일간 37℃, 30℃ 및 25℃에서 배양하였다(VS-1203PF-N, Vision scientific
Co.). 이후 형태적으로 특징적인 균주들을 순수 분리하여 항진균 활성 탐색을 위한
후보 균주로 이용하였다. 후보균주들은 Candida albicans와 16 종의 식물병원성 균
주들을 대상으로 항진균 활성을 검정하였다. 항진균 활성 spectrum을 조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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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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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C 40705, Pyricularia grisea KACC 40415, Pyricularia oryzae, Rhizoctonia
solani KACC 40124, Rhizoctonia solani(BP), Sclerotinia sclerotiorum KACC
40923)은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생물보존센터(KACC)로부터 분양받았다. 분리
된 항진균 세균들은 생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API CHB 분석은 API 50 CH
동정 키트(bioMerieux,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순수 분리된 균체를 배지에
풀어 균액을 만든 후 49 가지의 스트립에 분주하고 배양하면 배양기간 동안 발효된
탄수화물이 산을 생성하고 pH를 떨어뜨린다. 배지에는 pH 인디케이터가 들어있어
서 색의 변화로 양성/음성을 판독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동정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기존에 분리한 C. albicans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갖는 16
종의 세균들과 함께 새로운 미생물 자원들을 확보하였다. 버섯 폐배지로부터 K1,
K3와 K4, 온천수로부터 YS1, 삼림토양으로부터 J5171, J5272와 J5274, 해양 흙으로
부터 WJ5와 WJ6, 해조류로부터 SAR01, 비닐하우스 토양으로부터 VS3, 갯벌로부
터 DM1와 DM3 그리고 남해 해변에서 채취한 흙으로부터 NH6, NH10와 NH21 균
주를 확보 하였다. 전라북도 부안(곰소)부근의 염전수 및 토양 시료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고자 염전수는 100 ㎕를 NA(nutrient agar, Difco, USA)배지에 도말하였고,
토양시료는 멸균식염수 10 ㎖에 1 g을 넣어 2시간 교반한 후 침전시키고 그 상등액
100 ㎕를 NA배지에 도말하였다. 각 도말한 배지를 3일간 37℃, 30℃ 및 25℃에서
배양하여 형태적으로 특징적인 균주들을 순수 분리하여 항진균 활성을 탐색하였다.
API 50CHB kit를 이용한 생화학적 동정 분석을 통하여 K1 및 K3 균주는
Bacillus circulans(각각 78.8%와 75.0% 상동)로, J5171, J5272 및 J5274는 B.
cereus(각각 99.8%, 99.9%와 99.8% 상동)로 각각 동정되었으며, VS3 균주는
Bacillus marcerans(99.9% 상동)로 DM3 균주는 Bacillus licheniformis(71.0% 상동)
로 각각 동정되었고, NH6 균주는 Bacillus subtilis(92.1% 상동)와 NH21 균주는
Bacillus licheniformis(63.3% 상동)로 동정하였다. FAME 분석을 통하여 YS1 균주
는

Bacillus

subtilis(83.9%

상동)로

동정하였고

K4

균주는

Burkholderia

gladioli(41.1% 상동)로 동정하였다. WJ6 균주는 API 50CHB와 FAME 분석결과
Bacillus subtilis(각각 61.0%와 60.7%의 상동)로 동정하였다. WJ5 균주는 FAME
분석과 16S rDNA 염기서열분석 결과 Paenibacillus lentimorbus(각각 75.3%와
99% 상동)로 동정하였다. SAR01 균주는 FAME 분석과 16S r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Streptomyces sp.(각각 57.5%와 99% 상동)로 동정하였다(Table 1).
이들의 항진균 활성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Burkholderia gladioli K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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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ns K1, B. subtilis YS1, P. lentimorbus WJ5, B. licheniformis DM3와 B.
licheniformis NH21은 시험한 식물 병원성 진균 모두에 대해 항진균 활성을 보였다.
B. circulans K3 균주는 Phythium ultimum(뿌리썩음병원진균)을 제외한 11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다(Table 2). 그러나 삼림토양으로부
터 분리한 B. cereus J5171, J5272 및 J5274 균주는 5-6 종의 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해서만 항진균 활성을 보였으며, Streptomyces sp. SAR01 균주 또한 7 종의 진
균에 대해서 항진균 활성을 보였다. 현재까지 Bacillus 속과 Pseudomonas 속의 일
부 균주가 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해 비교적 효과적인 생물조절제 후보로 보고되었다
(Yu 등, 2002; Wang 등, 2002). Streptomyces 속 균주의 경우 Rhizoctonia 속과
Pythium 속 식물병원성 진균 방제에 관련한 항진균 물질과 유전자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Jones 등, 1996; Sabaratnam 등, 2002). Burkholderia 속 균주의 경우는
Fusarium 속과 Rhizoctonia 속 식물병원성 진균에 국한된 방제효과에 대해서만 연
구되고 있다(Peix 등, 2001). 일반적으로, 작물의 병해는 특정 병원성 진균에 의해
특이적으로 발병하는데, 작물의 생장기를 통틀어 볼 때 여러 종류의 병원성 진균에
의한 감염위협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비교적 넓은 활성 스펙트럼을 갖고 있
는 K1, K3, K4, YS1 및 WJ5

균주들은 다양한 식물병원성 진균에 의한 병해를 복

합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라북도 부안(곰소)부근의 염전수 및 토양 시료에서 분리한 균주들은 Candida
albicans와 16 종의 식물병원성 균주들을 대상으로 항진균 활성이 검증되었다. 그
결과 10 종의 항진균 활성균주를 신규로 분리하였다.
BA2

균주와

GOM4

균주는

식물

병원성

진균

C.

gloeosporioides,

C.

higginsianum, F. oxysporum, P. ultimum에 대하여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BA2 균주의 경우는 F. oxysporum에 대한 활성은 없었으나, C. gloeosporioides, C.
higginsianum에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P. ultimum에 대하여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GOM4

균주는

C.

gloeosporioides,

C.

higginsianum,

F.

oxysporum에 강한 활성을 타나내었으며, P. ultimum에 대하여 가장 강한 활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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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dentification of microbial strains by FAME and/or API analysis

Strains

Analysis

Identification

% Homology

K1

Bacillus circulans

78.8

API

K3

Bacillus circulans

75.0

API

J5171

Bacillus cereus

99.8

API

J5272

Bacillus cereus

99.9

API

J5274

Bacillus cereus

99.8

API

YS1

Bacillus subtilis
Bacillus amyloliquefaciens
Bacillus lentimorbus
Panibacillus macerans
Bacillus subtilis
Bacillus subtilis
Bacillus lentimorbus
Burkholderia
Burkholderia gladioli
Streptomyces exfoliatus
Streptomyces violaceusniger

83.9
51.7
75.3
49.0
61.0
60.7
54.8
41.1
41.1
57.5
53.6

FAME

VS3

Bacillus marcerans

99.9

API

DM3

Bacillus licheniformis

71.0

API

-

-

92.1

API

-

-

63.3

API

WJ5

WJ6
K4
SAR01

DM1
NH6

NI
Bacillus subtilis

NH10
NH21

NI
Bacillus licheniformis

NI: no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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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AME
API
FAME
FAME
FAME

Isolated locus
Mushroom
compost
Mushroom
compost
Mt. Jiri
soil
Mt. Jiri
soil
Mt. Jiri
soil
Yusong
hot spring
Wooljin
seaside
Wooljin
seaside
Mushroom
compost
Deachon
seaweed
Vinyl house
soil
Deachon
seaside
Deachon
seaside
Namhae
seaside
Namhae
seaside
Namhae
seaside

Table 2. Antifungal spectra of 16 bacteria isolated from various environments

Plant pathogenic fungi
Alternaria alternata
Alternaria solani
Botrytis cinerea
Botryosphaeria dothidea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Fusarium oxysporum
Mycospharella melonis
Phytophthora capsici
Pythium ultimum
Pyricularia grisea
Pyricularia oryzae
Rhizoctonia solani
Rhizoctonia solani(BP)
Sclerotini sclerotiorum

K1 K3
NT
+
+
+
+
+
+
+
+
+
+
+
+
+

NT
+
+
+
+
+
+
+
+
+
+
+
+

Antifungal activities
SAR0
K4 YS1
J5171 J5272 J5274
1
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T
+
+ NT NT
NT NT NT
+
+
NT
+
+
+
+
+
NT
NT NT NT
+
+
+
+
+
+

Antifungal activities
Plant pathogenic fungi
Alternaria alternata
Alternaria solani
Botrytis cinerea
Botryosphaeria dothidea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Fusarium oxysporum
Mycospharella melonis
Phytophthora capsici
Pythium ultimum
Pyricularia grisea
Pyricularia oryzae
Rhizoctonia solani
Rhizoctonia solani(BP)
Sclerotinia sclerotiorum

WJ5 WJ6 VS3 DM1 DM3 NH6
+
+
+
+
+
+
+
+
+
+
NT
+
NT
+

+
+
NT
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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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NT
+
+
NT
+
+
+
NT
+

+
+
+
+
+
+
NT
NT
+
+
+
NT
+

NH1 NH2
0
+
+
+
+
+
+
NT
NT
+
+
+
NT
+

1
+
+
+
+
+
+
+
NT
NT
+
+
+
NT
+

제 2 절 생화학적 생육조건 연구
1. 재료 및 방법
항진균성 균주와 이들의 돌연변이체 균주인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및 YS1175를 NB배지에서 12 시간 배양한 균주 WJ5(1.87×10
cfu/㎖), WJ5a17(1.89×10
cfu/㎖), K4(2.67×10

11

7

cfu/㎖), SAR01(5.39×10

cfu/㎖), K40415(5.57×10

11

6

7

cfu/㎖), SAR01p151(6.83×10

cfu/㎖), YS1(2.56×10

7

6

cfu/㎖) 및

7

YS1175(2.81×10 cfu/㎖)을 희석하여 각각 다음 괄호와 같이 명명하였다.
-1

-3

-5

-7

야생형 WJ5를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10 , 10 , 10 , 10 의 농도로
6

4

2

0

희석하여 1.87×10 (WJ5-1), 1.87×10 (WJ5-3), 1.87×10 (WJ5-5), 1.87×10 (WJ5-7), 방
사선

돌연변이체 WJ5a17을
2

희석하여

6

4

1.89×10 (WJ5a17-1),

1.89×10 (WJ5a17-3),

0

5

1.89×10 (WJ5a17-5), 1.89×10 (WJ5a17-7)라고 하였다. SAR01은 5.39×10 (SAR01-1),
3

1

5.39×10 (SAR01-3),

-1

5.39×10 (SAR01-5),

5

3

6.83×10 (SAR01p151-1),
6.83×10 (SAR01p151-7)라

하였으며,

SAR01p151은

1

6.83×10 (SAR01p151-3),

-1
6

5.39×10 (SAR01-7),
6.83×10

(SAR01p151-5),

10

K4는

8

2.67×10 (K4-1),

4

2.67×10 (K4-3),

10

8

2.67×10 (K4-5), 2.67×10 (K4-7), K40415는 5.57×10 (K40415-1), 5.57×10 (K40415-3),
6

4

5.57×10

6

(K40415-5), 5.57×10 (K40415-7)라고 명명하였다. YS1은 2.56×10 (YS1-1),

4

2.56×10 (YS1-3),

2

0

2.56×10 (YS1-5),

6

2.56×10 (YS1-7)

4

및

2

YS1175는
0

2.81×10 (YS1175-1), 2.81×10 (YS1175-3), 2.81×10 (YS1175-5), 2.81×10 (YS1175-7)으
로 하였다.
식물병원성 진균인 R.s는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생물 보존센터로부터 분양
받은 원 균주를 PDA배지에서 1 주일 배양 후 PDB(potato dextrose broth, Difco,
USA)배지로 옮겨 1 주일 배양한 액을 bead beator(Biospec Products, INC. USA)
5

로 60 초간 균사를 분쇄한 후 멸균 증류수로 10 배 희석(2.73×10 cfu/㎖)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각 농도별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및
YS1175와 10 배 희석된 R.s를 PDB배지에 혼합 접종하여 배양하였고, 각각 접종직
후, 6, 12, 24 및 48 시간 배양 후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및

YS1175는

NA배지에서

배양하였고,

R.s는

hemacytometer(American

Optical co. USA) 및 PDA에 Kanamycin 10 ㎍/㎖의 농도로 처리한 배지에서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 하였다(Lee 등, 2001; Wang 등, 2002).

2. 결과 및 논의
-1

9

-2

-3

K4를 PDB배지에서 1일간 배양한 액을 순차적으로 10 (3.75×10 /㎖), 10 , 10 ,
-4

-5

-6

-7

-8

-9

10 , 10 , 10 , 10 , 10 , 10 , 10

-10

의 농도로 희석하였다. 식물병원성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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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zoctonia solani는 구입한 원 균주(KACC 40411)를 PDA(DIFCO) 배지에서 1 주
일 배양 후 PDB(DIFCO) 배지로 옮겨 1 주일 배양한 액을 bead beator(Biospec
5

Products, INC. U.S.A.)로 60 초간 균사를 분쇄한 후 10배 희석(2.73×10 /㎖)하였으
며, 미리 준비한 각 농도별 K4와 10배 희석된 R. solani를 PDB배지에 혼합접종하
-1

-2

-3

-4

-5

-6

-7

-8

-9

여 배양하였고, 따로 K4를 각각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10

-1

와 R. solani 10 의 농도로 하여 PDB 배지에서 배양하여 각각 접종당일, 1, 2,

3, 4 및 5일간 배양한 후 K4는 PDA배지, R. solani는 PDA 배지에 Kanamycin 400
㎍/㎖의 농도로 처리한 배지에서 colony count를 하였다.
5

K4의 초기 cell 량은 2.7×10 cfu/㎖ 이상의 농도에서 혼합 접종한 R.s는 48 시간
이후 더 이상 자라지 못하였으며, K4의 경우 접종 24 시간 후부터 농도가 급격히
12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초기 접종 량에 상관없이 48 시간 이후 6.86×10 -1.86×10

13

cfu/㎖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K4를 포함하는 제제를 만들 경우 cell 량이
5

2.7×10 cfu/㎖ 이상만 되어도 충분한 농도라고 판단된다. 항진균성 세균의 농도별
식물 병원성진균에 대한 최소저해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B. subtilis의 농도를 10,
20, 30, 40 및 50%일 때 저해율을 각각 조사하여 각각에 대한 저해율이 약 39, 41,
62, 68 및 85%이었다고 하였는데(Wang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72 시간 후에는
90%이상의 저해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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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이용 항진균성 향상 돌연변이체 유도
1. 재료 및 방법
항진균

활성이

있는

야생형

균주

Paenibacillus

lentimorbus

WJ5(WJ5),

Streptomyces sp. SAR01(SAR01), Burkholderia gladioli K4(K4) 및 Bacillus
subtilis YS1(YS1)을 전배양된 각 항진균 세균 1 ㎖을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60

이온화 방사선(Co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 dose rate : 920

Gy/hr)을 조사하였다. 95%의 치사율을 보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생존한 균체를
동물병원성 진균인 Candida albicans가 미리 도말 된 NA(nutrient agar, Difco,
USA) 배지에 접종하여 1 일 배양 후, 형태적 특징 및 항진균 활성에 변화를 보이
는 특징적인 균주를 돌연변이체 후보 균주로 선정하였다. 이후, 액체 배양을 한 후,
C. albicans가 미리 도말 된 NA배지에 세균 배양액을 각 20 ㎕ 씩 paper disc(5 ㎜
diameter, Advantec, Toyo)에 접종하여 1 일 동안 배양한 후, 야생형 균주에 비하여
항진균 활성이 증가된 균주를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돌연변이체로 선정하여
각각 P. lentimorbus WJ5a17(WJ5a17), Streptomyces sp. SAR01p151(SAR01p151),
B. gladioli K40415(K40415) 및 B. subtilis YS1175(YS1175)로 명명하였고 항진균
활성이 상실된 돌연변이체 P. lentimorbus WJ5m4(WJ5m4)를 선별하여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대한 활성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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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Sclerotinia sclerotiorum KACC 40923(S.s)으로 한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미생물
보존센터(KACC)로부터 분양 받았다(Table 1).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USA)배지에 식물병원성 진균을 agar plug상태로 접종하고 균사의 직경이 2 ㎝정도 자
랐을 때 미리 NB(nutrient broth, Difco, USA)배지에 배양한 WJ5, WJ5a17, SAR01,
SAR01p151, K4, K40415, YS1 및 YS1175 균주 각각의 액체 배양액 20 ㎕를 paper disc
에 접종하여 27℃에서 1～3 일간 대치배양 후 활성대의 형성을 관찰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 Paenibacillus lentimorbus WJ5(WJ5), Streptomyces
sp. SAR01 (SAR01), Burkholderia gladioli K4(K4) 및 Bacillus subtilis YS1(YS1)
을 50 Gy에서 25 kGy의 이온화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95%의 치사율을 보이는 방
사선 조사선량에서 생존한 균체를 동물병원성 진균인 C. albicans가 미리 도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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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배지에 접종하여 1 일 배양 후, 형태적 특징 및 항진균 활성에 변화를 보이는
특징적인 균주를 돌연변이체 후보 균주로 선정하였다. 돌연변이체 후보 균주로 선
정된 각 균주들은 각각 P. lentimorbus WJ5a17 (WJ5a17), Streptomyces sp.
SAR01p151 (SAR01p151), B. gladioli K4 0415 (K40415) 및 B. subtilis YS1175
(YS1175)로 명명하였고 식물병원성 진균 8 종에 대한 항진균 활성 검증을 한 결과
SAR01은 R.s에 대하여 항진균활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C.g, C.h에 대하여는
SAR01p151의 활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17%), WJ5a17는 WJ5 대비 C.g, C.h, F.o,
R.s 및 R.st에 대하여 평균 활성이 41% 증가하였다. K40415는 K4 대비 C.g, C.h,
F.o, P.c, P.u, R.s 및 R.st에 대하여 평균 활성이 18% 증가하였으며, YS1175은 YS1
대비 C.g, C.h, F.o, P.c, R.s 및 R.st에 대하여 평균 활성이 22% 증가하였다. 이 결
과는 여러 가지 작물에 각종 병을 일으키는 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하여 WJ5,
SAR01, K4, YS1과 이들의 돌연변이 균주들이 광범위한 진균에 대하여 성장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Kim 등(1995)은 최근 병원성 진균과 대치배양 하여 나타
나는 활성존의 크기로 병원성 진균에 대한 활성검증을 하였으나 주로 대상이 되는
식물병원성 진균들은 1～2 종에 대하여 활성 검증을 하였으며 이처럼 광범위한 활
성 검증을 한 연구결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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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항진균성 생물질 분리 및 정제
1. 재료 및 방법
분리/동정한 항진균성 세균 중 Bacillus sp. 로부터 항진균 활성 물질을 분리하고,
그 특성 및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균주를 37℃에서 5일간 NB 배지에서 각 500 ㎖씩 배양한 후, 각각의 배양액
을 100 ㎖ 취하여 동량의 butanol 및 ethyl acetate(EtOAC)를 처리한 후 overnight
하였다. 활성법에 따라 물 층, butanol층, EtOAC층을 감압 농축하여 추출하였다. 물
층에서 농축된 물질은 물에 녹인 후, 다른 두 유기용매 층에서 농축된 물질은
methanol에 녹인 후, 각 50 ㎕를 Paper disc 접종 방법으로 Candida. albicans에 대
한 항진균 활성을 측정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항진균성 물질은 크게 배양 상등액의 butanol 추출 물질, ethyl acetate 추출 물
질, 수용성 물질의 3가지 분획으로 확인하였다. Butanol 추출 분획에서는 K1과
K1-1004 균주와 YS1, YS1-1001 균주만이 항진균 활성이 나타났으나 항진균 활성
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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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구
조분석에 대한 대조균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감압 농축한 물질 분획에서는 분리 균주 모두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으며,
이 중 미미한 항진균 활성을 보인 K1균주와 K4 균주와는 달리 다른 항진균 세균,
즉 YS1 균주와 K3 균주의 돌연변이 균주에서 높은 항진균 활성이 나타났다. K3
균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돌연변이 균주들은 야생형인 K1과 YS1 균주
에 비해 항진균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B. subtilis로부터 bacteriocin인 subtilin과 subtilosin이 분리 동정된바 있다.
Subtilin은 선형의 lantibiotics이며, subtilosin은 cyclic bacteriocin으로 생리적으로
후전사 변화들을 거처 classⅠ이나 classⅡ의 bacteriocin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펩
티드성의 항균 물질로 추출 후 농축은 극성용매인 5 mM NH4HCO3-2-propanol을
이용한다.
이러한 용매 추출에 의한 비단백질 분획 물질의 항진균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단
백질성 항진균 단백질은 지용성이며 특히 ethyl acetate 층에서 분리된 항진균 활성
이 높은 것으로 보아 fat나 wax 등의 중성지방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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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항진균성 생물질 생화학적 특성 연구
1. 재료 및 방법
항진균 활성 증강 돌연변이체인 P. lentimorbus WJ5a17과 항진균 활성 결여 돌
연변이체인 P. lentimorbus WJ5-m12를 발효기를 이용하여 37℃, 5일간 NB 배지 9
ℓ에서 호기적 조건으로 배양한 후 7,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배양액만을 분리하
였다. 분리된 배양액을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및 methanol
순으로 각 1 ℓ씩의 용매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한 후 각 20 ㎖로 농축하였다. 1
차로 농축액 각 100 ㎕를 Paper disc 접종 방법으로 C. albicans에 대한 항진균 활
성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식물 병원성 진균인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를
대상으로 농축액 각 100 ㎕를 Paper disc에 접종하여 항진균 활성을 검사하였다. 항
진균 활성 물질의 분석은 TLC(thin layer chromatography)를 methanol과 ethyl
acetate의 비를 조정하여 수행 후, A. alternata KACC 40020를 PDA top agar 배지
에 섞어 분사하여, 25℃ 3일간 배양한 후 항진균 활성을 보이는 bend로 파악하였다.
항진균 물질의 생성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C. gloeosporioides와 항진균 및 그 돌연
변이 균주를 대치배양한 후 1일과 5일째의 배양액에서 물질을 분리하였다. 대치 배
양 시 항진균과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0.2 ㎛ 필터를 이
용하였으며, C. gloeosporioides는 포자를 회수하여 접종하였다. 항진균 활성 물질
의 분리는 1차로 silica gel (Sephadex G60)을 이용한 칼럼 크로마토그라피(3×30
㎝)를 수행하였다. silica gel은

n-hexane으로 충전하였으며, 분획은 먼저 n-hexane

으로 시료로부터 완전 비극성 물질을 제거한 후 ethyl acetate부터 시작하여
methanol의 비를 높여가며 수행하였다. 이후 TLC(Sephadex GF254)로 순수 분리한
후 NMR과 IR 및 tandem MS 분석을 통하여 구조를 분석하였다. TLC는 ethyl
acetate와 methanol의 비를 조정하여 분리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가. 항진균 활성 생물질 분리
P. lentimorbus WJ5a17의 배양액의 용매별 물질 분리 후 항진균 활성 검사 결과
chloroform 및 ethyl acetate 분리 액에서만 항진균 활성을 보였으며, 나머지 분획에
서는 항진균 활성이 없었다. 이는 물질이 비교적 비극성 물질로 물에 용해도가 낮
을 것으로 사료된다. P. lentimorbus WJ5a17와 항진균 활성 결여 돌연변이체인 P.
lentimorbus WJ5m12의 배양액을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야생형 균주인 P. lentimorbus WJ5보다 돌연변이체 균주(P. lentimorbus WJ5a17)
에서 높은(41%) 항진균 활성을 보였으며, 또한 야생형 균주 자체에도 생장억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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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추출액에 endotoxin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돌연변이
체의 경우 외부 병원성 미생물을 인식하는 부위와 endotoxin의 제어 기작이 파괴되
어 배양초기부터 계속적으로 endotoxin을 분비하며, 이 분비물이 농축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물질을 알아보기 위해 ethyl acetate와 methanol의 비를 10:1로 하
여 TLC를 한 후 A. alternata 로 항진균 활성을 검사한 결과 Rf값이 0.8인 밴드가
항진균 활성을 보이는 물질임을 알 수 있어 비극성 잔기를 가진 낮은 극성 물질일
것으로 사료되었다(Fig. 1).
Gram-positive bacteria들이 생성하는 bacteriocin들은 리보솜에서 생성되는 항균
성 polypeptide들이다. 이들 bacteriocin들은 세균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양이온 부위
를 인식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동물이나 식물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로 발견된 bacteriocin은 1925년 Andre Gratia가 분리한 colicinⅤ로 열에 안정하며,
펩티드성 물질이다(Juan, 2001). B. amyloliquefacience로부터 R. solani에 대한 항진
균 활성을 가지는 물질인 iturin A를 분리하였다(Yu 등, 2002). Iturin A는 펩티드성
항균 물질로 60-70% metanol에 용해되는 극성의 물질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분리한 항진균 물질은 기존에 알려진 극성의 펩티드성의 항균 물질인
bacteriocin과는 다른 비극성 잔기를 가진 화합물로 사료된다.
Ethyl acetate와 methanol의 비를 조절하여 칼럼 크로마토그라피로 추출액을 분
획한 후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각각 No. 9 와 No. 27의 분획 층에서 항진균 활성
을 나타내었다. 분획 No. 9의 경우 chloroform에 녹으며, 물이나 methanol에는 녹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주 비극성의 물질로 사료되며, No. 27의 경우 methanol에 녹으
며, ethyl acetate에는 녹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1

이 두 물질은 다시 TLC를 통하여 순수 분리하였으며, IR, H-NMR,
tandem MS로 구조분석을 하였다.

- 16 -

13

C-NMR 및

Fig. 1. Antifungal activities of fractionation materials and P.
lentimorbus WJ5a17 and P. lentimorbus WJ5-m12 against
A. alter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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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진균 활성 생물질의 구조 분석
분획

No.

9의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C.

albicans,

A.

alternata

및

C.

gloeosporioides 모두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형인 P.
lentimorbus WJ5에 대한 항균 활성도 가지고 있어, 세균 및 곰팡이에 대한 넓은 항
균 활성을 보였다. 이것으로 볼 때 분획 No. 9는 P. lentimorbus WJ5의 개체군 조
절에 이용되는 endotoxin으로 사료되며, 외부 세균 및 곰팡이에 대한 1차 방어수단
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1

분획 No. 9의 NMR을 통한 구조분석 결과 H-NMR spectrum에서 7-8 ㎎/㎏ 사
이의 피크와

13

C-NMR spectrum에서 120-140 ㎎/㎏의 피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

아 aromatic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13

C-NMR spectrum에서 160-170 ㎎/㎏ 사이의

1

피크로 보아 carbonyl기가 존재한다. H-NMR spectrum에서 7-8 ㎎/㎏ 사이의 피
크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피크는 전형적인 대칭구조 화합물에서 나타
나는 것이다. 4-5 ㎎/㎏ 사이의 피크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benzen 고
리에 carboxyl기가 붙어 있고, carboxyl 말단에 CH2가 붙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EPT135 분석 결과 4차 탄소가 2개 존재하며, -CH2기가 5개 있고 -CH 혹은
-CH3기가 6개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암모늄 그룹과 hydroxyl 그룹은
존재하지 않아 완전 비극성물질로 사료된다. IR 분석결과 1000 이하의 흡광도를 갖
는 복잡한 피크로 보아 aromatic 고리와 alkyl기가 존재하며, 3000 부근의 흡광도
피크로 볼 때 carbonyl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500부근의 피크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hydroxyl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andem
MS 분석결과 분자량은 39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분획 No. 9의 경우
비교적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으며, carboxyl기에 alkyl 그룹이 붙은 benzenoid 계
열의 물질로 사료된다(Fig. 2).
Benzene 고리를 가진 살균제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① 비침투성 살균제인 염소
치환 방향족 살균제는 주로 토양이나 종자처리제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Rhizoctonia
sp. 방제에 효과적인 PCNB(pentachloronitrobenzene),
Tecnazene,

B. cinerea 방제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생물학적 작용범위를 갖지만, 사람에 대한 독성이 낮으며, 포

자 발아의 저해에 효과적인 Dichlone가 있다. ② 침투성 유기 살균제는

자낭균, 담

자균 및 불완전균 등에 유용한 Benzimidazole과 흰가루병 방제용으로 benomyl 및
노균병 방제용으로 carbendazim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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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R-O

CH 3CH 2OOC

COOCH 2CH 3

B
RCH 2OOC

COOCH 2R

Fig. 2. The structure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9 (benzenoi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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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획 No. 27의 NMR을 통한 구조분석 결과 H-NMR spectrum에서 3.5-4.5 ㎎/
㎏ 사이의 피크와 4.8 - 5.0 ㎎/㎏ 사이에의 hydroxyl 그룹 피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당을 가지고 있으며,

13

C spectrum에서 100-160 ㎎/㎏ 사이의 피크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aromatic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당에 있는
hydroxyl 그룹으로 인하여 이 물질의 경우 비교적 높은 극성을 띠는 것으로 사료되
며,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ndem MS 분석결과 분
자량은 369.25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분획 No. 27의 경우 극성 잔기인
당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큰 분자량을 가진 배당체 화합물로 사료된다(Fig.
3).
분획 No. 27의 병원성 곰팡이에 대한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C. albicans에 대한
항진균 활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C. gloeosporioides에 대해서는 강한 항진균 활성
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볼때 분획 No. 27이 P. lentimorbus WJ5a17의 개체군 조절
을 위해 분비되는 endotoxin이 아닌 병원성 곰팡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도되어
져 생산된 항진균 활성 물질로 사료된다. 분획 No. 27의 Alternaria alternata에 대
한 항진균 활성 검사결과 최소 저해농도는 100 ㎍이하로 나타났다.
배당체 그룹을 가진 항생제들은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가지나 곰팡이에 대한 활
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배당체로 항균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streptomycin류,
neomycin류 및 kanamycin류 등이 있다. Streptomycin류는 주로 Streptomyces sp.
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L-streptose, N-methyl-L-glucosamine을 구성단위로 하
는 배당체 화합물이다. Neomycin류는 주로 Streptomyces sp.에 의해 생성되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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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지며, 강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므로 농업용 생물제제로서의 사용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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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R

OH
HO
OH
Fig. 3. The structure of a antifungal substance No. 27 (glycosid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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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항진균성 미생물 확보
○항진균성 향상 미생물
개발 및 생물질 연구

○작물병 방제용 미생물 분리 및 동정
(16종)

○방사선이용 항진균 활성이 향상된
미생물 돌연변이체 제조 (4종)

○항진균성 생물질 분리 및 정제 (2건)
○항진균성 생물질 구조 분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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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발견된 생물질을 원료로 생물제제를 제조하고, 실제 경작지에서 포장시험을 실
시한 후 실용화 추진.

○후속연구기간 상반기에 생물제제의 제제화 연구를 수행하고, 하반기에 포장시
험 및 기술이전 수행.

○생물질 및 생물제제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현재, 특허출원을 위한 균주
기탁 완료, 2종), SCI 저널에 발표하며, (주)바이프롬 등의 업체에 생산 및 실
용화 기술이전 계약체결.

○방사선기술을 바탕으로,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미생물제제 제조의
기반기술 전파 및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생물비료 제조 연구 활성화 기대.

○본 연구과제 분야를 확대하여, 국가시책인 ‘녹색성장’에 적합한 ‘방사선을 이용
한 복합기능성 생물비료의 개발’ 등 새로운 과제의 창출/수주를 추진.

○주로 중소기업체에서 생물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부양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이전을 유도하여 실용화를 촉
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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