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한응곤지 50(2): 107~113 (2011)
Kor. J. Appl. Entomol.
DOI: 10.5656/KSAE.2011.04.0.15

ⓒ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벤질리덴아세톤 화학구조 변이에 따른 생리활성 변화 분석 및
식물 병해충 방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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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nzylideneacetone (BZA) is a compound derived from culture broth of an entomopathogenic bacterium, Xenorhabdus
nematophila (Xn). Its immunosuppressive activity is caused by its inhibitory activity against eicosanoid biosynthesis. This BZA is being
developed as an additive to enhance control efficacy of other commercial microbial insecticides.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enhancement of the immunosuppressive activity of BZA by generating its chemical derivatives toward decrease of its hydrophobicity.
Two hydroxylated BZA and one sugar-conjugated BZA were chemically synthesized. All derivatives had the inhibitory activities of
BZA against phospholipase A2 (PLA2) and phenoloxidase (PO) of the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but BZA was the most
potent. Mixtures of any BZA derivative with Bacillus thuringiensis (Bt) significantly increased pathogenicity of Bt. BZA also inhibited
colony growth of four plant pathogenic fungi. However, BZA derivatives (especially the sugar-conjugated BZA) lost the antifungal
activit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BZA and its derivatives inhibited catalytic activities of two immune-associated enzymes (PLA2 and
PO) of P. xylostella and enhanced Bt pathogenicity. We suggest its use to control plant pathogenic fungi.
Key words: Benzylideneacetone, Plutella xylostella, Plant pathogen, Phospholipase A2, Phenoloxidase

초 록: 벤질리덴아세톤은 곤충병원세균인 Xenorhabdus nematophila의 배양액에서 유래된 물질이다. 벤질리덴아세톤은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
을 억제하여 곤충의 면역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물질을 미생물농약에 첨가하면 병원성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벤질리덴아세톤의 면역억제 능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이 물질의 소수성을 낮추는 유도체를 화학 합성하였다. 수산기를 첨가한 두 가지 벤질
리덴아세톤 유도체와 설탕이 부착된 벤질리덴아세톤 유도체가 각각 합성되었다. 이 유도체들은 모두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의
phospholipase A2 (PLA2)와 phenoloxidase (PO) 활성을 모두 억제하였으며, 이 가운데 벤질리덴아세톤이 가장 억제력이 높았다. 이러한 벤질
리덴아세톤 유도체들을 각각 Bacillus thuringiensis (Bt) 생물농약과 혼합하면 미생물의 병원성을 증가시켰다. 벤질리덴아세톤은 또한 네 가지 식
물병원성 진균의 성장을 억제시켰다. 그러나 이 물질의 유도체들(특히 설탕 중합체)의 병원균 성장 억제 능력은 일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벤
질리덴아세톤과 벤질리덴아세톤 유도체는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PLA2와 PO의 두 가지 효소 활성을 억제하며, 배추좀나방에 대한 Bt 병원성을
제고시켰으며, 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한 항균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검색어: 벤질리덴아세톤, 배추좀나방, 식물병원체, 인지질분해효소, 페놀옥시다아제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은 배추, 무, 양배추, 유채 등
십자화과 작물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식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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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의 하나로 연간 10억불 이상의 방제비용이 소요되는 주요
해충이다(Kennedy and Collier, 2000). 우리나라에서도 배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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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화학적

덴아세톤은 방제 효과를 보여 이 물질을 고추 포장의 토양에 혼

방제(Kim et al., 1990) 또는 친환경적 생물적 방제법과 생화합

합처리하면 역병균(Phytophthora capsici)의 발병을 저해하고,

물을 이용한 방제법이 개발되고 있다(Seo and Kim, 2009,

탄저병균(Colletotrichum acutatum)이 발생한 열매 표면에 처

2010). 배추좀나방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0~12세대가 발생하

리하면 병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Lee, 1991). 이러한 많은 발생세

2010). 이러한 약효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 식물병원균 방제를

대로 인한 각종 살충제의 오․남용으로 살충제 저항성이 발달하

위해서는 작물체 내부 이동이 용이한 벤질리덴아세톤의 수용성

였다고 보고되었다(Tabashnik, 1994).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물질의 개발이 시급했다. Bt 살충력 제고와 식물병원균의 생장

대 초반부터 피레스로이드계나 유기인계 및 Bt 생물농약에 대

억제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친수성을 증가한 벤질리덴아세톤

한 약제저항성이 보고되고 있다(Chung et al., 1997). 따라서 농

의 유도체를 합성하여, 이들을 이용한 작물보호제 개발에 목표

약에 대한 저항성 발달을 낮추는 효율적인 대체 방제 기술이 요

를 두었다.

구되고 있다.
곤충병원세균인 Xenorhabdus nematophila (Xn)의 배양액

재료 및 방법

에서 유기용매추출법을 통하여 분리된 물질인 벤질리덴아세톤,
proline-tyrosine (PY), acetylated phenylalanine-glycine-valine

배추좀나방 사육

(Ac-FGV)은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을 억제하며 곤충의 면역
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i et al., 2004; Kwon and

실험곤충은 안동시 송천동에 소재한 배추포장에서 채집한

Kim, 2008; Shrestha and Kim, 2009). 아이코사노이드는 탄소

유충을 약제 처리하지 않고 실내에서 누대 사육한 것을 사용하

수 20개의 아라키도닉산으로부터 다양한 산화 반응을 통해 얻

였다. 유충은 온도 25 ± 1℃, 광주기 16:8 h (L:D), 상대습도 40 ~

어진 물질로서 대부분 펜탄 고리를 갖는 프로스타글란딘류와

60%의 조건에서 배추를 먹이로 사육하였다. 성충은 10% 설탕

긴 사슬 형태의 류코트리엔류가 곤충에서 보고되었다(Stanley,

물을 먹이로 공급하고 배추 잎을 이용하여 산란을 유도하였다.

2000). 이때 아이코사노이드의 생합성은 인지질로부터 아라키
도닉산의 유리 과정을 촉매 하는 phospholipase A2 (PLA2)의 작

항균력 검정

용에서 시작되게 된다(Dennis, 1997). 또한 아이코사노이드는
다양한 병원체의 혈구세포에 의한 포식 작용 및 소낭형성의 세

Benzylideneacetone (BZA, (E)-4-phenylbut-3-en-2-one, Sigma-

포성 면역 반응과 다양한 항생펩타이드의 작용으로 비롯되는

Aldrich Korea, Seoul, Korea), p-hydroxyl benzylideneacetone

체액성 면역반응을 매개하는 면역 중개물질로 알려져 있다

(OH-BZA, (E)-4-(4-hydroxyphenyl)-but-3-en-2-one), benzylideneace-

(Stanley and Miller, 2006; Shrestha and Kim, 2009). 세포성면

tone alcohol (BZA-OH, (E)-4-phenylbut-3-en-2-ol), benzyli-

역반응의 대부분은 혈장의 페놀옥시다아제 활성에 의한 멜라닌

deneacetone sugar-conjugation (BZA-Su, (E)-sucrosyl 4-phenylbut-

형성 반응에 의존한다(Kanost et al., 2004). 아이코사노이드는

3-en-2-yl carbonated)는 dimethyl sulfoxide (DMSO, Hayashi

이 효소의 초기 활성화에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hrestha

Pure Chemical In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1,000 ppm의 농

and Kim, 2008). 또한 혈구들을 병원체로 이동시키는 반응 또한

도로 조제 후 증류수로 낮은 농도로 희석하였다. 고추와 콩의 병

아이코사노이드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Stanley,

원균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2006). 즉,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 억제는 이러한 다양한 세포

(Suwon, Korea)로부터 분양받았으며, potato dextrose agar

성 면역 반응 및 체액성 면역반응을 억제하여 대상 곤충의 면역

(PDA, Difco, NJ, USA)를 이용하여 계대 배양하였다. 벤질리덴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곤충의 면역억제는 Bacillus thuringiensis

아세톤과 그 유도체의 최종 농도가 각각 250 ㎍/ml과 500 ㎍/ml

(Bt)와 같은 곤충병원세균 살충력을 높일 수 있다(Seo and Kim,

이 되도록 조제한 PDA의 중앙(직경 6 mm)에 고추 역병균(P.

2010).

capsici)과 탄저병균(C. acutatum) 그리고 콩 역병균(P. sojae)

벤질리덴아세톤은 또한 식물병원세균과 진균에도 항균력을

과 탄저병균(C. gloeosporioides)을 접종하고 28℃에서 7 일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i et al., 2004). 식물병원세균으로

배양하였다. 벤질리덴아세톤과 이 유도체를 각각의 병원균에 3

널리 알려진 Ralstonia solanacearum, Pseudomonas syringa는

반복으로 처리하였으며, 배양된 균주의 직경을 벤질리덴아세톤

벤질리덴아세톤이 첨가된 배양액에서 세균 생장이 억제되는 것

과 그 유도체를 함유하지 않은 PDA에서 배양된 곰팡이의 균주

으로 알려졌다(Park et al., 2009). 식물병원성 진균에도 벤질리

와 직경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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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2 효소활성 측정

간 주기로 5 일 동안 생존수를 계수하였다. 대조구는 Bt 또는 살
균수로 상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Phospholipase A2 (PLA2) 효소활성의 측정은 형광물질
pyrene이 부착된 인지질을 기질로 사용하여 형광분석법으로 측

통계 처리

정하였다(Radvanyi et al., 1989). 기질은 99.5% 에탄올을 이용
하여 10 mM로 조제하였다. Bovine serum albumin (BSA)은 인

모든 살충효과 실험결과는 백분율 자료로서 arsine 변환 후

산완충용액을 이용하여 10%로 조제하였다. Tris 완충용액(pH

SAS의 PROC GLM (SAS Institute, 1989)을 이용하여 ANOVA

7.0)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50 mM로 조제하였다. 염화칼슘은 증

분석 및 처리 평균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류수로 1 M을 조제하였다. 벤질리덴아세톤(Sigma-Aldrich
Korea, Seoul, Korea)과 그 유도체는 DMSO를 이용하여 1 M의
농도로 조제하였다. 반응용액(2 ml)은 50 mM의 Tris 완충용액
1,948 µl, 1 M의 CaCl2 12 µl, 10%의 BSA 20 µl, 그리고 10 µl의

결과
화학 구조

억제자로 구성되었다. 억제자인 벤질리덴아세톤과 유도체는
0.1~5,000 mM 농도로 첨가하여 5 분간 25℃에서 반응시켰다.

벤질리덴아세톤(BZA)의 세 가지 유도체(BZA-OH, OH-BZA,

이후 20 µl 기질용액을 첨가하고 2 분간 반응시켰으며 excitation

BZA-Su)를 합성하였다(Fig. 1). 벤질리덴아세톤 골격(Fig. 1A)

345 nm와 emission 398 nm 조건에서 형광분광광도계(FA 257,

을 바탕으로 벤젠고리의 para 위치에 OH를 붙인 BZA-OH (Fig.

Spectronic Instruments,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효소

1B), 반면 사슬구조의 아세톤을 OH로 치환한 OH-BZA (Fig.

반응을 측정하였다.

1C) 그리고 이 OH-BZA의 알코올 기에 카보닐기를 첨가한 후
설탕을 붙인 BZA-Su (Fig. 1D)가 수용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Phenoloxidase (PO) 활성 측정
PO 활성 측정은 4-dihydroxyphenylalanine (DOPA, Sigma-

합성되었다.

살충력 검정

Aldrich Korea)을 기질로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추좀나방 유
충에 Escherichia coli (5×104 cfu)와 농도별로 희석한 벤질리덴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의 살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Bt

아세톤 또는 그 유도체를 혈강주사하여 12 시간 후 혈림프를 채

(5 ppm) 생물농약을 혼합하여 배추좀나방 3령 유충에 대한 경구

취하였다. 채취된 혈림프는 5,000 rpm 조건(4℃)에서 10 분간

독성을 검정하였다(Fig. 2). Bt 생물농약 단독으로 처리하면 약

원심분리하여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혈구는 50

20%의 살충률을 나타냈지만, 벤질리덴아세톤과 혼합처리하면

mM의 인산완충용액(50 mM phosphate, 0.7% NaCl, pH 7.4)으
로 혼합시킨 후 2 ml의 큐벳에 10 µl의 혈구 시료를 넣고 인산완
충용액에 용해된 DOPA (1 µg/µl)를 990 µl 첨가하였다. 이후
3-5분 반응시간 간격으로 495 nm 조건에서 분광광도계(Uvikon
930, Kontron, Ales, France)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물검정

(a)

(b)

(c)

(d)

벤질리덴아세톤과 이 유도체는 DMSO를 이용하여 10,000
ppm 으로 희석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1,000 ppm으로 희석하였
다. 생물농약 B. thuringiensis var. kurstaki (Bt)는 (주)고려바이
오(Hwasung, Korea)로부터 공급받아 5 ppm의 농도로 첨가하
였다. 이 현탁액에 배추잎(1 ㎠)을 10 분간 침지시킨 후 여과지
가 깔려진 용기(직경 9 cm)에서 5 분간 건조시켰다. 각 배추잎에
배추좀나방 3령충을 10 마리씩 3 반복으로 처리하였으며, 24 시

Fig. 1. Derivatives of benzylideneacetone. (A) (E)-4-phenylbut-3-en2-one (BZA). (B) (E)-4-(4-hydroxyphenyl)-but-3-en-2-one (OHBZA). (C) (E)-4-phenylbut-3-en-2-ol (BZA-OH). (D) (E)-sucrosyl
4-phenylbut-3-en-2-yl carbonated (BZA-Su).
벤질리덴아세톤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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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BZA

BZA-OH OH-BZA BZA-Su

Fig. 3. Effects of BZA, BZA-OH, OH-BZA or BZA-Su on phospholi(B)

Inhibitors

I50 (µM)

BZA

4.37± 1.94 c

BZA-OH

27.38± 4.69 b

OH-BZA

29.47± 5.28 b

BZA-Su

79.65± 17.34 a

pase A2 (PLA2) enzyme activity in the hemolymph of Plutella
xylostella larvae. PLA2 activity was measured by spectrofluorometry using a pyrene-labeled phospholipid substrate in the
presence of BSA, BZA, and BZA derivatives.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Fig. 2. Synergistic effects of BZA, BZA-OH, OH-BZA or BZA-Su on
pathogenicity of Bacillus thuringiensis (Bt) against Plutella
xylostella. Third instar larvae were fed with cabbage leaves that
were dipped into 5 ppm of Bt with BZA or individual BZA
derivatives. Cabbage dipped in sterile water was used as a
control. Each dose treatment used 30 larvae with three
replications. Mortality was estimated at 48 h after the treatment.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살충력이 약 70%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벤질리덴
아세톤 유도체들을 혼합하여도 약 40%의 살충률을 나타내어
상승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벤질리
덴아세톤이 그 유도체들에 비해 상승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F
= 1.40; df = 5, 24; P = 0.0147)을 알 수 있었다.

PLA2 효소활성 측정

Fig. 4. Inhibitory effects of BZA, BZA-OH, OH-BZA or BZA-Su on
phenoloxidase (PO) enzyme activity. P. xylostella was injected
with E. coli (1 × 105) and BZA or individual BZA derivative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PO activity was measured after 8 h.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곤충의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PLA2 효소활성을 알아보기 위

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의 효소활성 억제를 측정하였다(Fig. 4).

하여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의 PLA2 효소활성을 측정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은 PO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하였다(Fig. 3).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은 PLA2 효소 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벤질리덴아세톤이 그 유도체들인 BZA-

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F =

OH, OH-BZA, 그리고 BZA-Su (F = 1.01; df = 9, 40; P = 0.0394)

2.32; df = 4, 20; P = 0.3124)을 나타냈다.

보다 억제력이 높게 나타났다.

PO 효소활성 측정

고추와 콩의 역병균 및 탄저병균에 대한 항균력 검정

배추좀나방 유충의 혈액에 존재하는 PO에 대해서 벤질리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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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를 이용하여 고추와 콩의 역병

(A)

(B)

(C)

(D)

Fig. 5. Effects of benzylideneacetone (BZA) and BZA derivatives on (A) Phytophthora capsici, KACC40483 (phytophthora blight in red
pepper) (B) Colletotrichum acutatum, KACC43125 (anthracnose in red pepper) (C) P. sojae, KACC40468 (phytophthora blight in soybean)
(d) C. gloeosporioides, KACC40690 (anthracnose in soybean). All cultures were grown on potato dextrose agar media amended with 500
ppm of BZA, OH-BZA, BZA-OH or BZA-Su. Fungal colony size was measured after 24 h incubation. 'control’ represents no chemical
treatment.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Ⅰerror = 0.05 (LSD test).

균 및 탄저병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Fig. 5). 고추 역

균사생육 억제효과가 낮게 나타냈다(Fig. 5C). 콩 탄저병균(C.

병균(P. capsici)에 대하여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이 균

gloeosporioides)에 대한 균사생육억제효과는 벤질리덴아세톤

사생육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그중 BZA-OH가 가장 높은 억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벤질리덴아세톤 유도체들은 BZA-Su

제력을 나타냈다(Fig. 5A). 고추 탄저병균(C. acutatum)에서는

가 상대적으로 낮은 억제력을 나타냈다(Fig. 5D). 고추와 콩의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이 높은 균사생육 억제효과를 나

역병과 탄저병에 대해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은 균사생

타냈으며 BZA-Su는 낮은 억제력을 나타내었다(Fig. 5B). 콩 역

육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대체적으로 벤질리덴아세톤이 유도

병균(P. sojae)에 대해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인 OH-BZA

체들보다 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F = 1.12; df = 3, 16; P =

는 높은 균사생육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유도체에서는

0.0318).

벤질리덴아세톤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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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리덴아세톤에 설탕을 붙인 BZA-Su가 비교적 높은 Bt 살충력 제
고를 보인다는 것은 벤질리덴아세톤 자체가 갖는 화합물 냄새를

배추좀나방에 대해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를 5 ppm의

억제시키고 용해도를 높여주는 대체 물질로서 이용될 수 있다.

Bt와 혼합하여 섭식처리 하였을 때 Bt의 살충력이 현격하게 증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조미채소 중의 하나인 고추의 역

가되었다. 또한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은 배추좀나방의

병균(P. capsici)과 탄저병균(C. acutatum) 그리고 식용작물로

PLA2 효소활성 및 PO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콩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역병균(P.

본 연구 결과는 고추에 주요병인 P. capsici와 C. acutatum, 콩의

sojae)과 탄저병균(C. gloeosporioides)을 방제하기 위해 많은

주요병인 P. sojae와 C. gloeosporioides의 균사의 생장을 억제

식물보호제가 각각 품목고시 되어 있지만, 그 방제효과가 불확

할 수 있었다. 즉, 각각의 세균에 대해 500 ppm의 벤질리덴아세

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중소 생물 산업체들이 Bacillus

톤과 그 유도체들을 처리하면 뚜렷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subtilis, Trichoderma harzianum, Paenibacillus sp. 등을 이용

벤젤리덴아세톤이 Bt의 병원력을 제고시켰다는 본 연구의

한 생물농약을 개발했으나, 아직 고추나 콩을 대상으로 등록된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Bt는 그람양성균으로
곤충의 경구로 체내에 들어가면 Bt의 내독소에 의해 독성이 나

생물농약은 보고되지 않았다(Sang et al., 2007).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을 고추와 콩의 역병과 탄저

타나게 된다. 즉, 중장의 알칼리 환경에서 용해된 내독소는 단백

병에 대한 항진균력을 검정을 통하여 탄저병과 역병의 균사생

질 분해에 의해 활성화되고 중장의 미세융모의 세포막소낭에

장을 강력하게 억제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된다(Hoffman et al., 1988; Jenkins

의 벤질리덴아세톤의 식물병원세균에 대한 항생효과(Ji et al.,

and Dean, 2000). 그로인해 세포막에 구멍을 형성하고 이후 중

200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물질이 어떠한 기작

장마비(Gill et al., 1992) 및 세포치사(Zhang et al., 2008)로 이어

으로 병원균 성장을 억제하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역

지게 된다. 이러한 중장세포의 치사로 인해 Bt 세균과 중장세균

병이 토양전염성 병해이기 때문에, 지상부에 대한 약제 살포로

이 곤충의 혈강으로 침입하게 되고 패혈증을 유발하여 결국 대

는 병해방제 효과가 매우 낮아서 고추의 역병 방제는 주로 저항

상곤충을 치사시키게 된다(Broderick et al., 2006). 이때 면역억

성품종 재배에 의존하고 있다(Hwang, 2002). 하지만 이상의 연

제제인 벤질리덴아세톤은 혈강으로 침입하는 Bt와 소화관내 세

구 결과는 벤질리덴아세톤과 그 유도체들에 의해 고추의 역병

균을 방어하는 곤충의 면역을 억제시켜 Bt의 활성을 낮추는 것

발병 후에도 지상부에 처리하여 병의 방제의 가능성을 제시하

으로 추정된다(Jung and Kim, 2006).

였다. 또한 벤질리덴아세톤을 고추 모종의 이식 전에 토양에 혼

이러한 병원력 증가효과는 PLA2 효소 활성억제와 PO 효소

화 처리함으로서 역병의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

활성억제 효과에서 나타났다. PLA2는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

과도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0). 토양에 처리할 경우 작물체

에 관여하며, 인지질로부터 아라키도닉산을 유리시키는 역할을

가 빨리 흡수하여 체내 이행이 가능하게 되면 식물병 방제 효과

담당한다(Stanley, 2006). 유리된 아라키도닉산은 곤충의 세포

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비교적 용해도가 낮아 침수 이행성이 낮

성 및 체액성 면역반응을 중개하게 된다(Shrestha and Kim,

은 벤질리덴아세톤의 작용점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본 연구 자

2009). PO는 곤충의 면역반응에 중요한 멜라닌 반응을 촉매 하

료는 벤질리덴아세톤이 갖는 기본 화학구조가 작용점에 적합하

는 효소로서 도파민을 산화시켜 퀴논물질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적 유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벤질

촉매 한다(Kanost and Gorman, 2008). 즉, 벤질리덴아세톤과

리덴아세톤의 병원체에 대한 억제 작용점을 동정할 필요가 있다.

이 유사체들이 Bt의 병원력을 제고시킨 것은 이러한 면역관련

본 연구는 벤질리덴아세톤이 갖는 항생효과와 곤충 면역 저

효소들의 활성을 억제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면역관련 효소는 물론이고 Bt 살충력
증가효과에 있어서 벤질리덴아세톤과 이 유도체들 사이에 차이

하효과가 해충 방제는 물론이고 고추의 주요 병인 P. capsici와
C. acutatum의방제와콩의주요병인P. sojae와C. gloeosporioides
의 방제에 대해 항균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점은 나타냈다. 특별히 PO 활성효과에 있어서 벤질리덴아세톤
은 유도체에 비해 뚜렷이 높은 억제력을 보유했으며, 이에 따른
Bt 살충력 증가 효과도 우세했다. 현재 배추좀나방의 PLA2와
PO 유전자의 구조 및 전체적 효소 활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
지 않지만, 벤질리덴아세톤의 화학적 구조가 가장 이상적으로
효소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벤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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