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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120 Colletotrichum spp. and Bacillus spp. isolated from diseased red pepper fruits in Korea, 84 isolates were identified C.
gloeosporioides. Bacillus sp. IUB066-22 showed strong inhibition effect on mycelial growth and spore germination of C. gloeosporioides and Botrytis
cinerea. The strain was identified as B. licheniformis IUB066-22 by physiological,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Microlog analysis. The optimal
cultivation temperature was 30ºC for 36 hrs in LB broth with pH 8.0. Red pepper fruits treated with C. gloeosporioides showed symptoms of
anthracnose, while those treated with the crude extract and C. gloeosporioides did not show the symptom. Therefore, the antifungal substances of
B. licheniformis IUB066-22 investigated in this study have potential as biocontrol ag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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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des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 중 C. gloeosporioides는 병원성이 가장

서 론

강하며, 최근 재배포장에서도 우점종인 병원균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물병원균에 대해 길항적인 미생물을 이용한 생

(Dastur, 1920; Verma, 1973). C. gloeosporioides는 기주 범위가 넓어 고추

물학적 방제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상품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외에 사과(Bernstein et al., 1995; Shi et al., 1996), 감귤(Agostini et al.,

화학농약으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파괴와 잔류 농약으로 인한 인체

1992), 양딸기(Smith et al., 1990), 토마토(Kendrick & Walker, 1948), 두류

독성 문제점과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

(Chacko, 1978) 및 기타 많은 작물에 병을 발생시키면서 생장기는 물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친화성과 위험성이 적은 길항미생물을

론 수확 후의 열매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식물병으로 알려

이용한 미생물제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Shen et al., 2002).

져 있다. 따라서 C. gloeosporioides을 방제하기 위하여 benzimidazole계,

한국인의 식생활에 뿌리 깊이 토착화되어 전통적 식생활에 빼놓

dicarboximide계, imidazole계, dithiocarbamate계, sulfamide계 등의 살

을 수 없는 중요한 열매채소인 고추는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서 국내

균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저항성을 나타내는 연구 보고가 증가

채소 재배 면적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김병수 등, 1995). 그러나 주

하고 있다. 이에 약제 내성균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약제에 저항성 균

요 병해인 고추역병과 고추탄저병으로 인해 고추의 생산량은 크게

주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살균제의 사용량은 늘어나고 토양이나 기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주에 잔류하여 토양오염, 인축에 독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

고추탄저병은 고추 열매에 발병하여 생산량의 감소와 품질저하의

다. 식물이나 미생물들로부터 유래된 저독성 천연물질이나 유용한

원인이 되며, 고추 과실탄저병의 발생 균주로 Colletotrichum acutatum,

길항미생물제제들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법의 연구와 개발이 요

Glomerella cingulata, C. coccodes, C. capsici, C. dematium과 C. gloeospori-

구되고 있다(이은탁과 김상달, 2001).
최근에는 식물병 방제 및 식물생장 증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Bacillus spp.는 항균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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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병원진균에 대해 길항작용을 나타낸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Mckeen et al., 1986; Zuber et al., 1993), 대표적인 균주로는 Bacillus cer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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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acillus subtilis, B. polymixa, B. pumilus (Katz & Demain, 1977; Kugler

김혜영 외

5. 배지 및 배양조건

et al., 1990; Lebbadi et al., 1994; Silo-Suh et al., 1994) 등이 알려져 있다. B.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분리배지로는 Nutrient agar (NA; beef ex-

subtilis는 iturin, mycosubtilin, bacillomycin, fengymycin 등의 항진균물

tract 0.3% [w/v], peptone 0.5% [w/v], agar 1.5% [w/v], Difco, USA)를 사용

질을 생산하며 인축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어 생물학적 방제제로

하여 25 º C 에서 배양하였다. 분리된 항진균의 생육배지로는 Luria-

사용되고 있다(Baker et al., 1983; Besson et al., 1976; Leoffler et al., 1986).

Bertani (LB; tryptone 1% [w/v], yeast extract 0.5% [w/v], NaCl 0.5% [w/v],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가 우리의 기후와 토양

Difco, USA) 액체배지를 사용하여 25º C에서 180 rpm, 48시간 진탕배

에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양 하였으며, 항진균력을 검정하기 위한 배지로는 항생제가 포함되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여 우점화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 개발에 기반이 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고추탄저병의

않은 potato dextrose agar (PDA, potatoes infusion 20% [w/v], Bacto dextrose 2% [w/v], Bacto agar 1.5% [w/v], Difco, USA)를 사용하였다.

원인균과 항진균력이 우수한 Bacillus spp. 균주를 순수 분리 . 동정하
며, 항진균 활성을 검토하였다.

6.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순수 분리

시료의 고추탄저병 병반 주변 부위 1 g 정도를 잘라 5 mL의 멸균된

재료 및 방법

증류수와 함께 막자사발에 넣어 마쇄한 후 80 mL의 멸균수가 들어
있는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잘 흔든 다음, 80º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1. 시료의 채집

시료는 전국 60개 지역의 고추재배지에서 탄저병균에 감염된 고추
열매를 채집하여 실험실로 옮겨 4º C에 보관하면서 탄저병균과 항진

열처리한 후, 시료액을 NA 배지에 분주하여 유리봉으로 고르게 접종
한 뒤 25ºC에서 48시간 배양하여 균 총이 형성되면 획선 접종 방법을
2-3회 시행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균 활성이 있는 세균을 분리하였다.
7.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선발
2. 탄저병균의 분리

순수 분리된 실험균주의 항진균물질 생산 여부를 탐색하기 위하여

탄저병에 감염된 고추열매 병반 부위를 절단한 후 2% 차아염소산

병원성이 확인된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균주와 고추에 병원성

나트륨 용액(NaClO)에 10분간 침지하여 표면 살균하고, 멸균된 증류

이 있으며 여러 살균제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Botrytis cinerea 균주를 서

수로 2-3회 수세하였다. 그리고 멸균된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울대 식물병원성 곰팡이 유전자은행으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5 × 5 mm의 크기로 잘라 항생제가 함유된 PDA 평판 배지에 옮겨
25ºC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성장하는 균사의 선단을 백금선으로 절단
하여 새로운 PDA 평판배지로 옮겨 다시 2-3회 계대 배양하여 탄저병
균을 순수 분리하였다.

8.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균사 생장 억제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균사 생장 억제력을 검정하기 위해 PDA배
지 중앙에 실험균주를 획선 접종한 후, PDA에서 7일간 배양한 C.
gloeosporioides와 B. cinerea를 직경 5 mm의 cork borer로 절단하여 배

3. 순수 분리된 탄저병균의 병원성 검정

순수 분리된 탄저병균의 병원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탄저병균의 포
자현탁액을 1×106 conidia/mL 준비하여 70% ethanol로 소독한 푸른

지 중앙에 획선 접종된 실험균주와 20 mm 간격으로 대치 배양한 다
음, 25º C에서 5일 동안 배양하여 생장 저지대(Inhibition zone)를 mm
단위로 측정하였다(Schiewe & Mendgen, 1992).

미숙 고추열매 표면을 핀으로 상처를 낸 다음, 30 μL의 포자현탁액을
접종하고 상대습도 70%로 습실 처리된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25ºC에
서 10일간 배양한 뒤 발병 정도를 조사하였다.

9.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포자 발아 억제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포자발아 억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C.
gloeosporioides와 B. cinerea를 PDA에서 14일 배양한 후 C. gloeosporioides

4. 탄저병균의 배양 및 형태적 특징 조사

의 포자현탁액 1-5×106 conidia/mL, B. cinerea의 포자현탁액 1-5×1010

순수 분리된 탄저병균의 배양 및 형태적 특징을 조사하고자 PDA

conidia/mL로 준비하여 이 중 1 mL를 PDA 배지에 접종하였다. 그리고

평판배지상에서 나타나는 배양적 특징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배양

균사 생장력을 나타낸 균주들을 LB 배지에 접종하여 2일 동안 진탕배

14일 후에는 균사와 분생포자의 형태를 광학현미경(35952, Zeiss, Ger-

양 한 후, 원심분리하여 회수한 상등액의 50 μL를 paper disc (Avantec, 8

many) ×400로 관찰하였다.

mm, Toyo Roshi Kaisha, Ltd. Japan)에 적신 후 병원균이 접종된 PDA배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에 대한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의 항진균활성

지 중앙에 올려놓고 25ºC에서 3일 동안 배양하여 생장 저지대(inhibi-

103

Culture medium

tion zone)의 직경을 mm로 측정하였다(Victor Lorian & Editor, 1991).

Centrifugation (10,000 rpm, 30 min)

10.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동정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동정을 위해 Bergey’s Manual의 방법에 따

Precipitate

Supernatant

라 그람염색, 내생포자염색, 형태, 운동성, 당 분해능 등의 생리 . 생화
Extracted with 50% butanol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Holt et al., 1994). 그리고 95개 탄소원 이용능
을 사용하여 동정하는 Biolog사(Biolog Inc., USA)의 Biolog MicroLog

Butanol layer

3, 4.01 version을 이용하였다.

Concentrated in vaccum
on a rotary evaporator

11. 항진균물질 생산 pH의 영향

선발 균주의 항진균물질 생산에 적절한 pH는 LB배지 100 mL에

Crude extract

1N HCl과 1N NaOH로 pH를 4.0-10.0으로 조정한 후 25ºC에서 180
rpm으로 72시간 진탕배양 하여 항진균의 생장 정도와 항진균 활
성을 조사하였다.

Fig. 1. Extraction procedure of crude antifungal substances produced
by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

조사하여 항진균물질의 효과를 알아보았다(Manandhar et al., 1995).
12. 항진균물질 생산 최적 배양 온도, 시간

선발 균주의 항진균물질 생산에 최적 배양 온도와 시간을 알아보

15.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기 위하여 LB 배지 100 mL에 균주를 접종한 후 배양 온도를 20 º C,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이 생산한 항진균 조추출물질이 C.

25 C, 30 C, 40 C로 맞춘 뒤 180 rpm에서 72시간 동안 진탕배양 하였

gloeosporioides의 균사에 미치는 영향을 형태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다. 균주의 생장 정도는 분광광도계(Ultrospec 2000, Pharmacia Bio-

SEM (JSM-5410LV, JEOL, Tokyo, Japan)으로 검경하였다.

º

º

º

tech, England)를 사용하여 66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배양액을
10,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VS23STM, Vision Co., Korea)하여

결과 및 고찰

상등액을 회수한 다음 C. gloeosporioides의 포자 발아 억제 방법을 이
1. 고추탄저병균의 분리 및 동정

용하여 항진균 활성을 조사하였다.

전국 60개 지역에서 탄저병균에 감염된 고추열매를 채집하여 고추
탄저병균 총 120 균주의 Colletotrichum spp.를 순수 분리하였다. Sutton

13. 항진균물질의 조추출물

항진균물질 생산을 위하여 LB배지에 접종하여 25 C에서 180 rpm

(Sutton, 1992)은 분생포자의 형태와 크기, 강모의 유무 및 형태, 균핵

으로 72시간 동안 진탕 배양한 후 10,000 rpm으로 30분간 원심 분리

형성의 유무 및 분생포자 발아과정의 특징, 그리고 기타 배양적 특성

하여 상등액을 회수한 다음 butanol과 물(1:1)로 3회 반복 분획한 후

과 기주 범위와 병원성 등이 균을 동정하기 위한 기준에 의거하여 84

butanol 층만을 회수하여 농축기(N-1, Tokyo Rikakikai Co., Japan)로 감

균주의 탄저병균을 C. gloeosporioides로 동정하였으며, 탄저병균의 배

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Operon Co., Korea)하여 항진균의 조추출물을

양과 형태적 특징이 다른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º

첫 번째 그룹은 분리된 탄저병균의 배양 및 형태적 특징이 PDA 상

얻었다(Fig. 1).

에서 균사생장은 처음에는 백색이었다가 5-6일 후에 점차 연두색으
14. 고추열매에 대한 항진균물질의 활성

로 변하고, 색이 짙어지면서 중심부에는 동심원 모양의 무늬를 형성하

푸른 미숙 고추와 붉은 성숙 고추열매를 70% ethanol로 표면소독

였다. 배지 뒷면의 색은 연두색이다가 진녹색 내지는 짙은 청색을 띠

한 후 핀으로 상처를 내고 C. gloeosporioides의 포자현탁액 1×10 co-

었다. 배양 5일 후의 균사는 평균 47-49 mm로 생장하였으며, 균사와

nidia/mL를 30 μL 접종하여 건조시킨 후 상처에 항진균 조추출물을

포자의 색은 흑색이었고, 분생포자는 원통형으로 양 끝이 둥글었다.

6

100 μg/mL 농도로 30 μL를 처리하여 상대습도 70%로 습실 처리된 플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은 PDA 평판 배지상에서 균사 생장은 처음 백

라스틱 상자에 넣어 25 C에서 10일 배양하여 고추탄저병 발병 정도를

색이었다가 3-4일 후엔 분홍색 내지는 노란색을 나타내었고, 점차 녹

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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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 2. Mycelia (A) and conidial (B) morphology of C. gloeosporioides isolated from diseased red pepper fruit. Mycelia was formed on a PDA plate
and conidia was observed under a microscope with the magnification of × 400.
Table 1.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Groups of C. gloeosporioides from Diseased Red Pepper Fruits
Phenotype

Colony color

Sclerotia

Colony diameter
(mm)1)

Shape

Color

Under

Upper

-

-

48± 0.8
49± 0.6
44± 1.0

Cylindrical
Cylindrical
Cylindrical pointed end

Black
Black pink
Black pink

Dark grey
Pink
Pink

Dark grey
Pink green
Purple

Group 1
Group 2
Group 3
1)

Conidia

Setae
2)

Colony diameter was determined after 5 days of incubation on PDA at 25℃; data are averages of 3 replicates for each isolate, 2)None.

Table 2. Pathogenicity of C. gloeosporioides Against to Green and Red
Pepper Fruits
Pathogenicity1)
Group

Green pepper

Red pepper

Color of
symptom

백색이었다가 3-4일 후에는 오렌지색이 되었고, 색이 짙어지면서 자
주색을 띠었다. 배지 뒷면의 색도 자주색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배양 5일 후 균사의 생장은 43-45 mm로 다른 그룹에 비해 비

No wound

Wound

No wound

Wound

Group 1

+2)

++

-

+

Brown
to black

갈색이었으며, 분생포자의 형태는 다른 그룹의 포자보다 길이가 약

Group 2

-

++

-

+

Reddish
brown

간 길고, 그 끝이 뾰족했다. 또한 두 번째 그룹과 같이 붉은색의 점질

Group 3

-

+

-

-

Brown

교적 느린 편이었다. 현미경 관찰한 균사와 포자의 색은 흑색 내지는

1)

Data were obtained 10 days after inoculation and the symbol was given based
on the average of infected area of 3 red pepper fruits from each treatment, 2) -:
no symptom, +: disease lession developed 5 mm in size, ++: disease lession developed 1 cm in size.

물로 싸여 있었으며, 세 그룹의 탄저병균 중에서 가장 많은 분생포자
를 생성하였고, 강모와 균핵은 형성하지 않았다(Table 1, Fig. 2). 박경
석과 김충회(1992)에 의하면 C. gloeosporioides의 배양적인 특징이 강
모와 균핵을 형성하지 않고, 분생포자의 모양이 원통형이며, 끝이 둥
글며 배지상에서 모양이 윤문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보고와

색으로 변하였다. 배지 뒷면의 색은 분홍색이었으며, 배양 5일 후 균

비교해 본 결과 분리된 고추탄저병균의 대부분은 C. gloeosporioides로

사의 생장은 평균 48-50 mm로 다른 균과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포자

동정되었다.

의 형성량이 높았다. 균사와 포자의 색은 붉은색 내지는 흑색이었으
며, 포자는 붉은색 점질로 싸여 있었고, 양 끝이 약간 뾰족했다. 강모
와 균핵은 형성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은 PDA 평판 배지에서 균사 생장은 처음에는

2. 분리된 탄저병균의 병원성 검정

분리된 탄저병균의 병원성 검정을 위하여 세 그룹에서 각각 3
균주만 선발하여 건전한 푸른 미숙 고추와 붉은 성숙 고추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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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action of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 to 95 Carbon Sources of the 96-well Microplate (Biolog GP2 Microplate)
Well code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Carbon sources
Water
α-cyclodextrin
β-cyclodextrin
Dextrin
Glycogen
Inulin
Mannan
Tween40
Tween80
N-acetyl-D-glucosamine
N-acetyl-D-mannosmine
Amygdalin
L-arabinose
D-arabitol
Arabutin
Cellobiose
D-fructose
L-fructose
D-galactose
D-galacturonic acid
Gentiobiose
D-gluconic acid
α-D-glucose
M-inositol
D-tagatose
D-trehalose
Turanose
Xylitol
Xylose
Acetic acid
α-hydroxybutyric acid
β-hydroxybutyric acid
Υ-hydroxybutyric acid
α-hydroxyphenyl acetic acid
Succinic acid
N-acetyl L-glutamic acid
Lactamide
D-lactic acid methyl ester
L-lactic acid
D-malic acid
L-malic acid
Methyl pyruvate
Methyl succinate
Propionic acid
Pyruvic acid
Sucinamic acid
Succinic acid
N-acetyl L-glutamic acid

Reactions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ll code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H11
H12

Carbon sources
α-D-lactose
Lactulose
Maltose
Maltotriose
D-mannitol
D-mannose
D-melizitose
D-melibiose
α-methylD-galactoside
β-methylD-galactoside
3-methyl glucose
α-methyl D-glucoside
β-methyl D-glucoside
α-methyl D-mannoside
Palatinose
D-psicose
Raffinose
Rhamnose
D-ribose
Salicin
Sedoheptulosan
D-sobitol
Stachyose
Sucrose
Alaninamide
D-alanine
L-alanine
L-alanyl-glycine
L-asparagine
L-glutamic acid
Glycyl-Lglutamic acid
L-pyroglutamic acid
L-serine
Putrescine
2,3-butanediol
Glycerol
Adenosine
2'-deoxy adenosine
Inosine
Thymidine
Uridine
Adenosine-5'-monophosphate
Thymidine-5'-monophosphate
Uridine-5'-monophosphate
Fructose-6-phosphate
Glucose-6-phosphate
Glucose-1-phosphate
D-L-α-glycerol phosphate

Reacti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으로 상처를 주거나, 무 상처일 때의 병원성을 검정하였다. 실험 결

장 약하게 나타났다(Table 2). 이런 결과로 고추탄저병균의 병원성

과 첫 번째 그룹은 푸른 미숙 고추의 상처와 무 상처, 붉은 성숙 고

이 첫 번째 그룹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푸른 미성숙 고추보

추의 상처 시료에서 큰 병반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상처가

다는 붉은 성숙 고추의 발병이 적었다. 이는 병원균 감염의 1차 방

난 푸른 미숙 고추와 붉은 성숙 고추에는 병반이 나타났지만, 무

어막이 되는 식물의 큐티클 왁스층(cuticle wax layer)이 두꺼울수록

상처에서는 병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푸른 미숙 고

접종한 포자의 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Manandhar

추의 상처에만 병반이 갈색으로 발생하여 병원성이 세 그룹 중 가

et al., 1995; Stockwell & Hanchey, 1985)된 바와 같이 붉은 성숙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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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푸른 미성숙 고추보다 두꺼운 큐티클 왁스층을 갖고 있기 때문

3.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선발

에 C. gloeosporioides에 의한 감염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이 세 그룹

탄저병원균에 감염된 고추열매에서 순수하게 분리된 균주 중 병원

중에서 병원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첫 번째 그룹에서 한 균주를

성이 확인된 C. gloeosporioides와 B. cinerea 균주에서 동시에 균사 생장

선발하여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효과를 검정하는 대상균으로

과 포자 발아 억제력이 있는 균주들을 선발하여 그 중 가장 우수한

사용하였다.

항진균력을 나타내는 균주 IUB066을 최종 선발하였다.

2

20

1.5

15

1

10

0.5

5

0

0

4

5

6

7

8

9

10

Fig. 3. Effect of initial pH on the growth and production of antifungal
activity by B. licheniformis IUB066-22.

Cell growth

Bergey’s Manual 방법에 의한 형태적, 생리 . 생화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선발 균주는 Gram 양성 간균으로 조건무산소성이며, 내생포자
형성, 운동성이 있으며, catalase 양성, D-glucose, D-xylose, D-mannose
발효능을 보였지만, D-arabinose는 발효하지 않았다. 또한 casein, gelatin 가수분해효소를 생산하며, NaCl 2-10%와 20-60ºC로 높은 온도에
서도 생장을 보였다. 그리고 Biolog kit 검사 최종 동정한 결과로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로 명명하였다(Table 3). Bacillus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이 많은 진균에 항진균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Fiddaman
et al., 1993, Priest et al., 1993). Bacillus licheniformis K11에 의해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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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물질 생산 균주로 선발된 IUB066-22을 동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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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wth profile and time course analysis of antifungal activity production of B. licheniformis IUB066-22 in LB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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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동정
Cel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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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rophore에 의한 식물병원성 진균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는 항진균

은 25ºC에서 60시간 배양할 때 가장 높았으며, 30ºC에서 36시간이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B. licheniformis M-4가 생산하는 fungicin M4라

항진균물질 생산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항진균물질을 생산하

는 항진균물질을 생산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Lebbadi et al., 1994).

기 위한 배양 조건으로는 pH 8.0, 30ºC에서 36시간으로 결정하였다
(Fig. 4).

5. 항진균물질 생산의 pH, 최적 배양 온도와 시간

Gong 등(2003)에 의하면 항진균물질 생산 인자로 온도, pH가 중
요하다는 연구결과로 우선 항진균물질 생산에 미치는 pH의 영향
을 알아본 결과 균의 생장 정도와 항진균물질 생산은 pH 8.0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3).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 균주의 생장

A

B
A

B

C

C
Fig. 5. Inhibition zone of C. gloeosporioides spores by crude extract
produced from B. licheniformis IUB066-22. A, Control; B, B. licheniformis IUB066-22; C, Crude extract produced from B. licheniformis
IUB066-22.

A

Fig. 6. Effect of antifungal activity against C. gloeosporioides treated
with the crude extract of B. licheniformis IUB066-22. (A) Control; (B)
C. gloeosporioids + crude extract of B. licheniformis IUB066-22 (100
㎍/mL); (C) C. gloeosporioides (1 × 106 conidia/mL).

B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mycelial treated for 7 days at 25℃ with the antifungal substances purified from the crude extract of B. licheniformis IUB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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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진균물질 생산균주의 조추출물 활성

항진균 활성 정도는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 배양액과 조추
출물을 비교해 본 결과 조추출물의 항진균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7. 고추열매에 대한 병원성과 항진균물질의 활성

푸른 미숙 고추와 붉은 성숙 고추를 대상으로 C. gloeosporioides의
포자현탁액을 처리한 후 고추열매에 C. gloeosporioides의 발병 정도와
항진균물질의 방제효과를 검정한 결과 C. gloeosporioides는 푸른 미숙
고추, 붉은 성숙 고추에 병원성이 나타났으며, 여기에 항진균물질을
처리한 군은 병원성이 나타나지 않아 항진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8.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관찰

고추탄저병균으로 병원성이 확인된 C. gloeosporioides를 PDA에 접
종하여 25ºC에서 3일, 7일 동안 배양하면서 생장 저지대가 확인된 부
위의 일부를 잘라내어 전 처리 한 후 SEM으로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은 균사가 정상적으로 생장하였지만 항진균물질 처리한 지 3
일부터 균사 일부분은 팽창되어 있었으며, 팽팽하던 균사가 위축되
어 있었다. 그리고 7일 후에는 완전히 균사가 죽어서 서로 엉켜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7).

결 론
전국 고추 재배지에서 탄저병에 감염된 고추를 채집하여 총 120 균
주의 탄저병균과 Bacillus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탄저병균 중 84 균주가
C. gloeosporioides로 동정되었으며, 가장 병원성이 강한 균주와 원예작
물의 주요 병원균인 Botrytis cinerea에 대하여 균사 생장이나 포자 발
아 억제력이 우수한 IUB066-22 균주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균주의 형
태적, 생리 . 생화학적특성과 MiroLog 방법을 이용하여 Bacillus licheniformis IUB066-22로 명명하였다. 항진균물질 생산을 위한 최적 배양
조건은 pH 8.0, 30ºC에서 36시간으로 나타났다. 고추열매에 C. gloeosporioides 균주와 butanol 추출 항진균물질을 동시에 접종하여 기주에 대
한 탄저병균의 병원성과 항진균물질의 활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B. licheniformis IUB066-22에서 생산된 항진균물질이 앞으로
생물학적 방제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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