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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variations in soil microbial population of controlled horticultural land used for 

lettuce (Lactuca sativa) cultivation by their fatty acid methyl ester and chemical properties. We utilized four 

treatment groups, no treatment (NT), culture medium (CM), Bacillus subtilis S37-2 (KACC 91281P) × 10
6
 

CFU mL
-1

 (BS1), and Bacillus subtilis S37-2 × 10
7
 CFU mL

-1
 (BS2) and analyzed these variations throughout 

the before treatment and harvesting stage. The chemical properties such as pH, organic matter, available 

phosphat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in soils before treatment and harvesting stag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reatments. Total numbers of bacteria and microbial biomass C in soil treated with BS1 

were larger than those of NT, CM, and BS2, whereas total number of fungi at the harvesting stag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BS1 soil than in the NT and CM soils (P < 0.05). On basis of leaf length, leaf width, 

leaf number and leaf weight, the growth characteristics lettuce on the soil treated with BS1 and BS2 was faster 

than those of NT and CM soils. Yield of lettuce with treated BS1 and BS2 were 35% and 29% more than that 

of 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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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lettuce depending on B. subtilis S37-2 concentration.

Treatment
†

Leaf length Leaf width Leaf number Leaf weight Root weight Yield

cm cm No. plant
-1

g plant
-1

g plant
-1

kg 10a
-1

NT  15.7b
‡
   9.2ab  13.8ab  26.3ab 2.1a  2,111ab

CM 15.8b   9.0ab  14.9ab  26.8ab 2.2a  2,148ab

BS1 18.2a 10.1a 16.3a 35.8a 1.9a 2,868a

BS2  17.9ab   9.9ab 12.7b  34.0ab 2.0a  2,723ab
†
NT, No treatment; CM, Culture medium; BS1, B. subtilis S37-2×10

6
 CFU mL

-1
; BS2, B. subtilis S37-2×10

7
 CFU mL

-1
.

‡
Means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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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tion of concentration of B. subtilis S37-2 on growth of lettuce.

Application Concentration of B. subtilis S37-2

×10
6
 CFU mL

-1
×10

7
 CFU mL

-1
×10

8
 CFU mL

-1

First times 4.3 4.3 4.3

Second times 2.4 2.4 2.4

Third times 3.6 3.6 3.6

Introduction

최근 친환경 농업의 증가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에 따라 농약과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im et al., 2004). 유용 미생물의 농

업적 활용으로는 농업 부산물의 부숙 촉진효과 (Darbyshire 

and Greaves, 1973) 및 생물학적 방제제로 살균 및 살충력을 

이용한 생물 농약 (Kloepper et al., 1988; Schippers et al., 

1987), 미생물이 분비하는 각종 영양 및 생리활성물질 활용 

(Duff et al., 1963; Katznelson and Bose, 1959; Okon et al., 

1988)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및 녹색성장에 따

른 유용 미생물의 수요와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토양개량 및 유기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액상 

미생물을 최근 농업, 환경 및 축산업 등에 적용한 결과 (Kim 

et al., 2012; Park et al., 2010), 그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국

내 유용미생물이 회사나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여 

판매 및 보급되고 있다. 국내 유용 미생물의 시장 규모는 

2005년 1,444억에서 2010년 7,714억원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으며, 유용 미생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국에 미생물을 

보급하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가 2015년 130개 지역으로 증

가하였다 (RDA, 2015). 토양 내에 존재하는 유용 미생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사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미생물은 종류에 따라 기능적인 분류가 가

능하지만, 현재 생산되어 나오는 유용 미생물들이 대부분 혼

합 되어 있어 미생물 사용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없다. 그리고 무분별한 미생물제재 생산업체의 난립에 따

른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과 표준화 된 유용미생물의 작

물에 따른 처리 효과 검증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 (Kim et al., 

2002). 유용 미생물로 사상균, 방선균, 효모 및 세균 등이 이

용되고 있으며, 세균으로는 Bacillus속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Lynch, 1982).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Bacillus subtilis 

S37-2 (KACC 91281P) 균주는 식물생육 촉진 미생물로 작물

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Kwon et al., 2007). 그러나 농

업 현장에서 개발된 미생물의 적정 처리농도와 작물 생육촉

진 효과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식물생육 

촉진 미생물 B. subtilis S37-2 (KACC 91281P) 단일 균주를 

시설상추에 농도별로 처리하여 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토양

의 미생물상 변화를 구명하여 적정 처리농도를 평가하고 향

후 표준화 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균주   본 연구에 사용된 B. subtilis S37-2 (KACC 91281P) 

균주는 농업미생물은행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은 균주를 TSB (Tryptic Soy Broth, Difco 

Lab., USA) 액체배지 용액에 B. subtilis S37-2를 접종시켜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처리에 사용한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은 TSB 배양액에서 × 10
8 
CFU mL

-1 
이상 

배양 후 5일 간격으로 처리 단계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재배방법 및 처리조건   B. subtilis S37-2 균주의 식물 

생육촉진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내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에서 상추 (Lactuca sativa, 품종 : 적축

면)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26일 정식 후 7월까지 수행하였

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법 (Completely randomized 

design)을 이용하였고 재식거리는 20 ㎝ × 20 ㎝로 실시하

였다. 시험구는 2 m × 2 m의 면적에 균체가 없는 물만 처리

한 무처리구, B. subtilis S37-2 균체가 없는 균주 배양액,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 10
6 
CFU mL

-1
,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 10
7 
CFU mL

-1
 등 4 처리구로 나누어 상

추를 정식 후 5일 간격으로 3회 관주 처리하였다. 이때 처리

량은 1 ton 10a
-1
 기준으로 시험구 당 400 mL씩 처리하였다.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의 상추에 대한 생육촉진 효과

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확한 상추를 세척한 후, 생체중량과 건

조중량, 줄기에서부터 엽의 길이를 측정한 엽장, 엽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측정한 엽폭 그리고 엽수를 조사하였다.

토양 화학성 조사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의 

처리 전 ․ 후에 따른 시험포장 토양의 화학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식 전 10일과 수확 후 당일 채취한 토양을 각각 실

험실에서 7일간 풍건하여 2 mm 체에 통과한 것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토양 화학성분 분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의해 pH는 토양

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추출하여 초자전극법 (Orion 520A 

pH meter, Orion Research Inc., Boston, USA)으로 측정하

였고, 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을 사용

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은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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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soil after the experiment by the different levels of applied B. subtilis S37-2.

Treatment
†

pH EC 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Na

(1:5) dS m
-1

g kg
-1

mg kg
-1

------------------- cmolc kg
-1

 -------------------

Before  5.2a
‡

5.17a 20a 444a  1.22a   6.82a  2.00a  1.08a 

Harvesting

NT 5.2a 5.20a 20a 448a  1.37a   6.74a  2.05a  1.05a 

CM 5.6a  5.32a 22a 458a  1.61a   6.35a  2.70a  1.54a 

BS1 5.4a  5.14a 23a 456a  1.41a   6.72a  2.36a  1.39a 

BS2 5.4a 5.24a 23a 455a  1.23a   6.61a  2.12a  1.24a 
†
NT, No treatment; CM, Culture medium; BS1, B. subtilis S37-2×10

6
 CFU mL

-1
; BS2, B. subtilis S37-2×10

7
 CFU mL

-1
.

‡
Means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H4OAc로 추출하여 ICP (Optima 5300 DV, Perkin-Elmer, 

Norwalk, USA)로 분석하였다.

 

토양 미생물 조사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의 

처리 전과 처리 후에 토양의 미생물상을 조사하기 위해 채취

한 토양은 4°C에서 보관하며 분석하였다. 한천배지 평판 도

말법으로 토양 내 미생물의 종류별 계수를 실시하였다 

(Pump and Krist, 1988). 선택배지의 종류로는 일반 세균은 

Tryptic Soy Agar (TSA), 방선균은 Actinomycetes Isolation 

Agar (AIA),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 (PDA)에서 배

양하여 형성된 콜로니수를 측정하였다. Biomass C 분석은 

상추를 수확 후 처리구 별 토양을 채취하여 2 mm 채로 친 후 

샘플통에 담아 4°C 냉장 보관하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토

양 미생물의 Biomass C 함량은 클로로포름 훈증 추출법 

(Vance et al., 1987)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토양 미생물 함량 분석   시험 처리구간에 미생물 군집 

분석은 -80°C에 3일간 보관 후 동결 건조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미생물 군집은 미생물에 있는 고유 세포벽 지방산을 분

석하는 FAME 방법을 이용하였다 (Schutter and Dick, 

2000). 이때 미생물의 정량은 internal standard 19: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기기는 GC Agilent 6890N 

(Agilent Technologies, USA)과 HP-ULTRA 2 capillary column 

(25 m × 0.2 ㎚ × 0.33 ㎛ film thickness, Agilent Technologies, 

USA)을 이용하였고, 칼럼 온도를 170°C부터 270°C가 될 때 

까지 분당 5°C씩 가온 후 270°C에서 2분간 유지하며 분석하

였다. 분석된 미생물 세포벽 지방산은 MIDI software program 

package (MIDI, Inc., Newark, DE)을 이용하여 지방산에 대

한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였다 (Hamel et al., 2006).

통계처리   분석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 (SAS version 

9.1.3, USA, 2006)을 사용하였다. 평균간 유의차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9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시험 후 토양 화학성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처리가 상추 재배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

추를 수확 후 당일 처리구별 토양을 각각 채취하여 토양 화학

성분을 분석하였다 (Table 2). 시험 전 토양의 pH는 5.2로 산

성을 나타내었고 EC는 5.17 dS m
-1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기물 함량은 20 g kg
-1
, 유효인산 함량은 444 mg kg

-1
으로 

pH와 유기물함량은 시설토양의 적정범위보다 낮고 유효인

산 함량은 적정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NAAS, 2014). 상추 수

확 후 처리구별 토양을 분석 한 결과 pH는 시험 전 토양에 비

해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을 처리한 토양에서 조금 

개선이 되었고, 전기전도도 (EC)는 5.14~5.32 dS m
-1
로 시험 

전과 비교 시 큰 변화는 없었다. Bacillus속은 포자 형성균으

로 대부분 유기물 분해와 관련이 있는 부생성 세균으로 유기

물 함량은 시험 전 토양보다 2~4 g kg
-1 

정도 높아졌지만,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처리로 인한 증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유효인산과 치환성 양이온은 시험 전 

토양과 비교 시 큰 변화는 없었으며,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농도에 관계없이 토양의 화학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형화 된 미생물혼합제제를 토양에 처

리하면 pH 증가, EC 감소와 같은 토양의 비옥도를 개선한다

는 연구 내용 (Ryu et al., 2012)과는 다르게 액상으로 된 미

생물제제는 EC를 제외한 토양의 화학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보고 (Choi, W.Y., 1997)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농도별 처리에 따른 토양의 

화학성분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토양 미생물상에 미치는 영향   B. subtilis S37-2 균

주 현탁액 처리 전과 처리 후 상추를 수확한 당일 토양의 미

생물상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을 처리하기 전 토양 미생물 삼상의 밀도

는 세균은 1.3 × 10
5 
CFU g

-1
, 방선균은 2.3 × 10

3
 CFU g

-1
,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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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microbial populations in soil after the experiment by the different levels of applied B. subtilis S37-2.

Treatment
†

Bacteria Actinomycetes Fungi A/F
‡

B/F Biomass C

×10
4
 CFU g

-1
×10

2
 CFU g

-1
×10

3
 CFU g

-1
mg kg

-1

Before    13c
⁋

 23a   29b  79b  45c  350ab

Harvesting

NT    52bc  34a   66a  52b  79c  386ab 

CM   84b  48a   30b  160ab 280b  331ab  

BS1  120a  40a   16c 250a 750a 451a 

BS2   70b  24a   12c  200ab  583ab  345ab  
†
NT, No treatment; CM, Culture medium; BS1, B. subtilis S37-2×10

6
 CFU mL

-1
; BS2, B. subtilis S37-2×10

7
 CFU mL

-1
. 

‡
A, Actinomycetes; F, fungi; B, Bacteria. 
⁋
Means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hange of microbial biomass in soil after the experiment by the different levels of applied B. subtilis S37-2.

Treatment
†

TF
‡

B G(-) G(+) A F AMF G(-)/G(+) F/B

----------------------------------------- nmol g
-1

 ---------------------------------------

Before 144c 32a  8.7a 20b 3.4a 19a 1.4a 43a 59a

Harvesting

NT   161bc
⁋
 40a  9.3a 25b 2.8a 25a 1.2a 37a 62a

CM  165bc 39a 10.3a 25b 4.0a 18a 2.0a 41a 46a

BS1 206a 51a 12.8a 32a 4.3a 31a 2.0a 40a 61a

BS2 181b 36a 12.5a  28ab 4.3a 17a 1.5a 45a 47a

†
NT, No treatment; CM, Culture medium; BS1, B. subtilis S37-2×10

6
 CFU mL

-1
; BS2, B. subtilis S37-2×10

7
 CFU mL

-1
. 

‡
TF, total FAMEs; B, total bacteria; G(-), Gram-negative bacteria; G(+), Gram-positive bacteria; A, actinomycetes; F, fungi; AMF, 

arbuscular mycorrhizal fungi.  
⁋
Means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팡이는 2.9 × 10
4
 CFU g

-1
로 Biomass C는 350 mg kg

-1
로 나

타내었다. 특히 세균/곰팡이 (B/F)의 비율이 45로 낮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시험 전 토양의 전기전도도 (EC)가 5.17 dS 

m
-1
로 토양의 염 농도가 증가하면 유용세균의 활성이 저하되

는 반면 사상균의 활성 증가로 작물생산에 부적합한 환경을 

만든다는 Ha et al. (1979)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을 처리한 처리구 토양의 미생

물 삼상 밀도는 처리 전 보다는 세균의 밀도는 높아지고 곰팡

이 밀도는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미생물 제제의 처리

가 토양의 개선효과를 보인다는 Ryu et al. (2012)의 보고를 

근거로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처리가 미생물 군락의 

변화를 유익한 방향으로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 현장

에서 미생물제 처리 기준 설정을 위한 미생물 현탁액 10
6 

CFU mL
-1 

농도 처리구에서 세균과 방선균, 그리고 미생물 

Biomass C 함량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방선균 대 

곰팡이 (A/F) 및 세균 대 곰팡이 (B/F)의 비율이 시험 전 토양

이 79와 45에서 250과 750으로 각각 3.16 및 16.6배 높아졌

다. 이러한 결과는 Kwon et al. (2007)이 보고한 염 농도 10% 

NaCl을 첨가한 배지에서도 생육하는 B. subtilis S37-2 균주

의 특성으로 인해 토양의 염 농도에 관계없이 토양의 개선에 

유익한 작용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B. subtilis S37-2 

× 10
7 
CFU mL

-1
 균주 현탁액 처리구의 토양 미생물상 밀도는 

세균은 7.0 × 10
5 
CFU g

-1
, 방선균은 2.4 × 10

3
 CFU g

-1
, 곰팡

이는 1.2 × 10
4
 CFU g

-1
였고 Biomass C는 345 mg kg

-1
로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B. subtilis S37-2 × 10
6 
CFU mL

-1
 

균주 현탁액에 비해 미생물 삼상 밀도는 낮았지만 시험 전 토

양과 무처리, 균주 배양액 처리구의 토양 미생물 삼상 보다는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토양 미생물 함량 비교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

액을 농도별로 조제하여 상추 재배 토양에 처리한 후 토양의 

미생물 함량을 비교하였다 (Table 4). 시험 전 토양의 FAME 

함량은 144 nmol g
-1
이었으며 총 세균 함량은 32 nmol g

-1
, 

그람음성 세균과 그람양성 세균의 함량은 각각 8.7 nmol g
-1
, 

20 nmol g
-1
, 방선균 함량은 3.4 nmol g

-1
, 곰팡이 함량은 19 

nmol g
-1
, 내생균근균 함량은 1.4 nmol g

-1
 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시설 재배지에서는 다른 미생물 개체에 비해 세균과 곰

팡이 함량은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Lee and Ha, 2011). 

특히 그람음성 세균과 그람양성 세균 비율은 0.43으로 낮아 

Lee and Ha (2011)가 보고한 일반적인 시설재배지 토양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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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rowth characteristics of lettuce by different B. subtilis S37-2 concentration.

Treatment
†

Leaf length Leaf width Leaf number Leaf weight Root weight Yield

cm cm No. plant
-1

g plant
-1

g plant
-1

kg 10a
-1

NT  15.7b
‡
   9.2ab  13.8ab  26.3ab 2.1a  2,111ab

CM 15.8b   9.0ab  14.9ab  26.8ab 2.2a  2,148ab

BS1 18.2a 10.1a 16.3a 35.8a 1.9a 2,868a

BS2  17.9ab   9.9ab 12.7b  34.0ab 2.0a  2,723ab
†
NT, No treatment; CM, Culture medium; BS1, B. subtilis S37-2×10

6
 CFU mL

-1
; BS2, B. subtilis S37-2×10

7
 CFU mL

-1
. 

‡
Means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율인 0.75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람음성 세균이 토

양 유기물 등의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

체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Guckert et al., 1986; Kieft et 

al., 1997).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을 처리한 토양의 

미생물 함량은 시험 전 토양과 무처리, 균주 배양액 처리구과 

비교 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B. subtilis S37-2 

× 10
6 
CFU mL

-1
 균주 현탁액에서는 총 FAME 함량이 206 

nmol g
-1
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리

고 균주 현탁액의 농도를 2배 높게 처리하여도 기존 토양의 

미생물 함량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람음성 세균 비율

은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을 처리한 토양에서 유의적

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배지성분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탄

소가 풍부한 까닭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서 조금 많아진 것

으로 판단되었다 (Kim and Lee, 2011). 유기물을 기질로 자

라는 방선균의 함량은 시험 전 ․ 후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적

었던 관계로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2.8~4.3 

nmol g
-1
함량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곰팡이의 함량은 

17~31 nmol g
-1
, 내생균근균 함량은 1.2~2.0 nmol g

-1
으로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상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B. subtilis S37-2 균주 현

탁액을 상추를 정식 후 농도별로 5일 간격으로 3회 관주 처리 

후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상추 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B. subtilis S37-2 × 

10
6 
CFU mL

-1
 균주 현탁액 처리구가 엽장, 엽폭, 엽수, 엽중 

및 생체중 등 전 항목에서 다른 균주 현탁액 처리구보다 우수

한 특성을 보였으며 무처리구에 비해 35% 수량이 증가하였

다. 그리고 B. subtilis S37-2 × 10
7 
CFU mL

-1
 균주 현탁액 

처리는 무처리구에 비해 2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Kwon et al. (2007)이 보고한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을 처리하면 상추 생육량이 증가한다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Kwon et al. (2007)의 보고서에는 B. subtilis S37-2 × 10
8 

CFU mL
-1
 농도의 균주 현탁액을 조제하여 상추의 생육촉진

효과를 검정하였으나,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미생물의 농도는 × 10
8 
CFU mL

-1
이고 농가에서는 

대부분 × 10
6
~× 10

7 
CFU mL

-1
 농도로 희석한 균주 현탁액을 

작물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현장 적용을 위한 적

정 농도를 검토할 목적으로 수행한 결과 B. subtilis S37-2 × 

10
6 
CFU mL

-1
과 B. subtilis S37-2 × 10

7 
CFU mL

-1
 균주 현탁

액 처리는 상추의 수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Conclusions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유용 미생물 B. subtilis S37-2 

(KACC 91281P) 단일 균주에 대하여 시설상추를 대상으로 적

정 처리 농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험하였다. 세균 개체수와 

Biomass C 함량은 B. subtilis S37-2 균주 현탁액 처리구 모

두에서 무처리구보다 높았으며, ×10
6
 CFU mL

-1
 현탁액 처리

구의 경우 곰팡이 개체수는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토양의 

미생물 함량은 B. subtilis S37-2 × 10
6 
CFU mL

-1
 균주 현탁

액에서 총 FAME 함량이 206 nmol g
-1
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B. subtilis S37-2 × 10
6 
CFU mL

-1
 균

주 현탁액 처리구가 엽장, 엽폭, 엽수, 엽중 및 생체중 등 전 

항목에서 다른 균주 현탁액 처리구보다 양호하였고, 상추의 

수량에 있어서도 무처리구에 비해 35% 증가하였다. B. 

subtilis S37-2 × 10
7 
CFU mL

-1
 균주 현탁액 처리는 무처리

구에 비해 29%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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