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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a global ban on the use of endosulfan, an organochloline insecticide, has taken effect in

mid-2012, it has been still used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China, and detected in diverse

environments in the world due to its relative persistence and semi-volatilit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ndosulfan on soil bacterial community was investigated using 16S rRNA gene pyrosequencing method.

When endosulfan was applied to an upland soil at a rate of 100 mg/kg soil (ES soil), the number of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 and diversity indices for bacteria initially decreased and gradually

recovered to the level of the non-treated soil (NT soil) during an eight-week incubation period. At bacterial

phylum level, relative abundances of Proteobacteria and Verrucomicrobia were higher while those of

Chloroflexi and Spirochaetes were lower in the ES soil than in the NT soil, suggesting that an endosulfan

application affects the bacterial community structure in soil. In the ES soil, the relative abundances of the

OTUs affiliated to the genera Sphingomonas and Burkholderia increased in the initial period of incubation

while those affiliated to the genera Pseudonocardia and Opitutus increased in the late period of incubation.

Because the first three genera contain bacterial strains reported to degrade endosulfan, they are expected to be

involved in the degradation of endosulfan, probably one after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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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엔도설판(Endosulfan)은 높은 독성,

생물농축성, 이동성, 난분해성 때문에 2012년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

홀름 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http://chm.pops.int). 그러나 인도, 중국 및 여러 개발도상국

가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토양, 퇴적층, 민물, 해수,

대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근까지 검출되고 있다(Weber et

al., 2010; Morris et al., 2016).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엔도설판의 농약 등록이 취

소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

되어 그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다. 농약 등록이 취소되기 전

까지 엔도설판은 시설재배지, 밭토양, 과수원 토양에서 가장

높은 빈도(~70%)로 검출된 농약이었으며(Park et al., 2013),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엔도설판의 대사산물이면서 그 이상의

독성 및 잔류성을 갖는 엔도설판 설페이트(Endosulfan

sulfate)가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최대 118.6 µg/kg까지 검출

되었다(Lim et al., 2016a; 2016b). 또한 농산물에서도 잔류

허용기준(0.1 mg/kg 이하)이 초과된 경우가 보고되었으며

최대 4.8 mg/kg까지 검출되었다(Jang, 2015).

엔도설판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환경과 인간에 대한 만성적 영향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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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ati et al., 2016; Pato ka et al., 2016; Téllez-Bañuelos

et al., 2016) 환경 중에서 엔도설판의 거동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

다양한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요인이 농약 분해에 관여하

지만 일반적으로 미생물 특히 세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Fenner et al., 2013) 농약 분해에

관여하는 세균 및 그 분해경로를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농화배양법을 이용하여 엔도설판을 대사하는 다양

한 세균 및 곰팡이가 순수 분리되었으나(Kataoka and Takagi,

2013) 이들이 실제 환경에서 기여하는 역할은 검증되지 않

았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배양 및 비배양 방법을 사용하여

엔도설판이 토양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

나(DeLorenzo et al., 1999; Gupta et al., 2013; Zhang et

al., 2015) 최신 분석기술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통한

심도있는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에 엔도설판이 첨가되었을 때 토양세균

의 군집 변화를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인 파이로시퀀싱 방법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토양환경에서 엔도

설판의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과 엔도설판이 토양세균 군집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전

통적인 농화배양 방법으로 얻은 미생물과 실제 환경 조건에

서 나타나는 미생물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정

화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Microcosm 조성 및 토양 시료 채취

토양 시료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 국립농업과학원의

밭 시험포장에서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2 mm의 실험

용 체로 걸러 암석 조각을 제거하였으며 성분 분석을 위한

토양은 실험실에서 3일간 풍건한 후 토성과 화학적 성분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pH는 시료 5 g

에 증류수 25 ml를 가하고 1시간 혼합 후 측정하였고 유기

물 함량은 Wakely와 Black의 방법(Allison, 1965)으로 측정

하였으며 총질소와 유효인산은 각각 Kjeldahl법과 Lancaster

법(NIAST, 1988)으로 측정하였다. 치환가능한 칼슘, 마그

네슘, 칼륨 이온의 함량은 ICP-AES (GBC Intergra-XMP,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토성은 사질양토

로서 모래 76.6%, 침적토 14.4%, 점토 9.0%의 비율로 구성

되었으며 화학적 성분은 Table 1과 같다. 엔도설판 처리는

채취한 토양 1 kg을 24×18×8 cm의 사각플라스틱 통에 담고

지오릭스 유제(경농, 엔도설판 35%, 유화제/안정제/용제 65%)

285.7 µL를 증류수 100 mL에 희석하여 토양 1 kg에 골고루

분무하였으며(엔도설판 유효농도 100 mg/kg soil), 대조구에

는 동량의 멸균수를 분무하여 실온에 보관하면서 주 1회 멸

균된 시약 스푼으로 고르게 혼합하였다. 미생물 분석용 토

양시료는 1주일 간격으로 8주 동안 5지점에서 10 g 씩 총

50 g을 채취하여 -70oC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DNA 추출에 사용하였다.

토양 DNA 추출

시기별로 채취하여 보관 중인 토양 시료 1 g으로부터 Fast

DNA SPIN kit (MP Biochemicals, USA)을 이용하여 제조

사의 방법대로 토양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DNA는 미

량분광광도계(ACTgene,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16S rRNA 유전자 PCR 및 파이로시퀀싱 분석

세균의 16S rRNA 유전자는 각 시료로부터 추출된 DNA

를 주형으로 하여 PCR 반응으로 증폭하였다. PCR 반응에

사용한 primer로 정방향 프라이머는 V1-9F (5’-X-AC-

GAGTTTGATCMTGGCTCAG-3’), 역방향 프라이머는 V3-

541R (5’-X-AC-WTTACCGCGGCTGCTGG-3’)을 사용하

였다(Chun et al., 2010). 프라이머 중 X는 7~11개의 뉴클레

오타이드로 구성된 바코드로서 시료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PCR 반응액은 총 50 µl로 하였으며 1×PCR buffer

(Roche, Germany), 4종의 dNTP 각각 0.2 mM, 정방향 및

역방향 프라이머 0.4 µM, bovine serum albumin 1 mg/ml,

Taq DNA polymerase 1.25 units (Roche, Germany), DNA

50 ng으로 조제하였다. PCR은 touch-down 방식으로 3단계

로 수행하였다. 초기 94oC에서 5분간 denaturation 반응 후,

denaturation (94oC 30초)-annealing (60oC 45초)-extension

(72oC 90초)을 10회 반복하였다. 이 때 1회 반복 시마다

annealing 온도를 0.5oC씩 낮추었다. 다음 단계에서 denatu-

ration (94oC 30초)-annealing (55oC 45초)-extension (72oC

90초)을 20회 반복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QIAquick

Gel Extraction Kit (QIAGEN, Germany)으로 정제한 후 서

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의뢰하여 454 GS FLX

Titanium Sequencing System (Roche, Germany)을 이용하

여 파이로시퀀싱을 수행하였다.

파이로시퀀싱 결과 분석

파이로시퀀싱 결과는 Mothur (version 1.27.0) (Schloss et

c

ê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the upland soil used in this study

pH
(1:5 H2O)

OM
(g/kg)

T-N
(%)

Av.P2O5

(mg/kg)
Av.SiO2

(mg/kg)

Exchangeable cation (cmolc/kg)

Ca Mg K Na

5.1 18 0.04 128 68 4.3 2.1 0.9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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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파이로시퀀싱

으로 얻은 데이터는 예비 여과과정을 통해 길이가 짧거나

프라이머의 불일치가 있는 시퀀스를 제거한 후 PyroNoise

알고리즘(Quince et al., 2011)을 이용하여 파이로시퀀싱 에

러를 수정하고 UCHIME 프로그램(Edgar et al., 2011)을 이

용하여 키메라 시퀀스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RDP database

(version 9) (Cole et al., 2009)를 이용하여 진핵생물, 고세균,

클로로플라스트, 미토콘드리아, 계(kingdom) 수준에서 분류

가 안된 염기서열들을 제거한 후, 각 시료의 염기서열을

4,512개로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된 염기서열을 SINA Aligner

(version 1.1) (Pruesse et al., 2012)를 이용하여 정렬한 후

average-neighbo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97% 유사도를 기준

으로 operational taxonomic unit (OTU)으로 분류하였다.

Good의 coverage와 다양성 지수 계산을 위해서는 Mothu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균군집 다양성

무처리 토양과 엔도설판 처리 토양에서 얻은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중 낮은 품질의 염기서열을 제거하고

4,512개~6,329개의 염기서열이 남았다. 시료 간 종 풍부도

와 다양성 비교를 위해 모든 시료의 염기서열 수를 최소 염

기서열 수인 4,512개로 표준화하였다. 이때 Good’s coverage

는 0.936~0.953으로 선택한 염기서열 수가 시료의 종 다양

성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였다. Fig. 1에 무처리 토양과 엔도

설판 처리 토양에서 배양 기간에 따른 OTU 수 및 다양성

지수의 변화를 나타냈다. 무처리 토양의 경우 8주 동안

OTU 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Fig. 1A) 다양성 지수의 경

우 6주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Fig. 1B, C)

을 나타내었다. 반면 엔도설판 처리 토양의 경우 OTU 수

및 다양성 지수가 1주차에 감소했다가 서서히 증가하여

6~7주차에는 무처리 토양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엔도설

판 처리가 토양 세균의 종 풍부도 및 다양성을 감소시켰음

을 의미한다. 농약 살포가 토양 세균의 다양성을 감소시킨

다는 연구 결과는 이전에도 보고되었다(Wang et al., 2008;

Itoh et al., 2014). 이는 농약이 민감한 세균종의 밀도를 감

소시키고 농약을 이용할 수 있거나 내성이 있는 특정 세균

종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배양 기간에

따른 OTU 수 및 다양성 지수의 증가는 엔도설판 분해로 인

해 토양 세균에 대한 약제의 영향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균 그룹 별 점유율의 변화

문(phylum) 수준의 변화

실험실 배양 전후 토양시료의 세균군집은 Bacteroidetes,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Chloroflexi 문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이 중 Bacteroidetes와 Proteobacteria

문의 점유율은 실험실 배양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했으며(Fig. 3A, B) Actinobacteria와 Chlorolfexi 문의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했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

냈다(Fig. 3C, D). Bacteroidetes와 Proteobacteria 문에 속

하는 세균들은 그람음성균이며 Actinobacteria 문에 속하는

세균들과 Chloroflexi 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Thermospo-

rothrix 속은 그람양성균이다(Yabe et al., 2016). 이전 연구

Fig. 1. Variations in (A) the number of OTUs; (B) Shannon
diversity index; (C) inverse Simpson index in the non-treated
(NT) and endosulfan-treated (ES) soils according to the
incub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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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권 및 비근권 토양에서 우기에는 그람음성균이, 건

기에는 그람양성균이 우점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그람양성균이 건조한 조건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으로 추

정되었다(Kavamura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실험실 배양

시 첨가된 10%의 수분이 그람음성균의 성장을 촉진했으며

배양 기간에 따라 수분이 소실되면서 본래의 군집 구조로

천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Proteobacteria와 Verrucomicrobia 문의 점유율은 엔도

설판 처리 시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Fig. 3B, G),

Chloroflexi와 Spirochaetes 문의 점유율은 엔도설판 처리 시

무처리에 비해 감소하였다(Fig. 3D, H). 이러한 점유율의 변

화는 엔도설판 처리에 대해 전자와 후자의 반응이 다름을

나타낸다. 전자의 경우 엔도설판에 대해 내성이 있거나 이

살충제를 영양분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자의 경

우 엔도설판 처리가 성장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 수준의 변화 

α-Proteobacteria에 속하는 세균 중 Sphingomonas 속으로

분류된 Otu0050은(Fig. 5) 배양 초기에 무처리 토양에 비

해 엔도설판 처리토양에서 그 점유율이 높았다(Fig. 4A).

Sphingomonas 속에 속하는 세균들은 인간이 만든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sta

et al., 2004; Stolz, 2009). Suh (2004)는 Sphingomonas

wittichii RW1은 엔도설판의 두 이성질체를 엔도설판 다이

올과 엔도설판 에테르로 전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RW1 균주와 유전적으로 유사한 Otu0050이(96% 일치, Fig.

5) 배양 초기에 엔도설판 분해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β-Proteobacteria에 속하는 세균 중 Burkholderia 속으로

분류된 Otu0139는(Fig. 5) 무처리 토양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엔도설판 처리토양에서는 배양 1주 후 그 점유

율이 최대 0.38%까지 증가하였다(Fig. 4B). 이전 연구에서

Burkholderia 속 균주에 의한 엔도설판 분해가 보고되었음

(Hussain et al., 2007; Kumar et al., 2008)을 고려할 때 실

험 토양에서 검출된 Otu0139가 엔도설판 분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Actinobacteria 문 중 Pseudonocardia 속으로 분류된

Otu0057(Fig. 5)의 점유율은 무처리 토양에서는 배양 기간

동안 낮게 유지되었으나 엔도설판 처리 토양에서는 배양 후

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C). Pseudo-

nocardia 속 균주들은 유기염소화합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기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uang and

Goodfellow, 2012), 엔도설판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의 분해

가 보고된 Pseudonocardia sp. KSF27 (Sakakibara et al.,

2011)의 16S rRNA 유전자와 Otu0057이 99% 일치함을 고

려할 때 이 OTU가 배양 후기에 엔도설판 분해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Verrucomicrobia 문에 속하는 세균 중 Opitutus 속으로 분

류된 Otu0019는(Fig. 5) 초기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가

1주 배양 후 증가하였으며 엔도설판 처리 토양에서 배양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4D).

Opitutus 속에 포함된 종은 현재까지 O. terrae가 유일하며

이 종은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절대혐기성균으로(Chin et al.,

2001) 이 균에 의한 유기화학물질의 분해는 알려진 바가 없

다. 만약 이 OTU가 엔도설판 분해에 관여한다면 이 문에

속하는 세균에 의한 유기합성 화학물질 분해의 최초 보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6S rRNA 유전자 파이로시퀀싱 기법을 이

Fig. 2. Variation in phylum distribution of bacterial community in non-treated (NT) and endosulfan-treated (ES) soils according to
incubation time. The numbers indicate the incubation time (week). The symbol ‘O’ represents the initial soil before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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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s in relative abundances of bacterial phyla in the non-treated (NT) and endosulfan-treated (ES) soils according to the
incubation time. (A) Bacteroidetes; (B) Proteobacteria; (C) Actinobacteria; (D) Chloroflexi; (E) Planctomycetes; (F) Acidobacteria;
(G) Verrucomicrobia; (H) Spirochaetes; (I) Firmic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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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살충제 엔도설판이 토양세균 군집구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엔도설판을 유효농도 100 mg/kg soil로 토

양에 살포하였을 때 세균의 종 풍부도와 다양성은 감소했으

며 Proteobacteria 문과 Verrucomicrobia 문의 점유율은 무처

리 토양에 비해 높아지고 Chloroflexi 문과 Spirochaetes 문의

점유율은 낮아졌다. 이는 약제 처리가 토양세균 군집구조를

변화시켰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가 토양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Sphingomonas 속 및 Burkholderia 속 세균들의 점유율이

엔도설판 처리 토양에서 무처리에 비해 배양 초기에 높게

나타나 이 속의 세균들이 엔도설판의 초기 변환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Pseudonocardia와 Opitutus 속 세균은 배

양 후기에 높게 나타나 이 속의 세균들이 이전 단계에서 생

산된 엔도설판 대사산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토양에 잔존하는 엔도설판 및

그 대사산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엔도설판 분해세균을 순수분리

함으로써 이를 엔도설판 오염 토양 및 농산물의 정화에 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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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요 약 유기염소계 살충제 엔도설판은 2012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잔류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도설판이

토양세균의 군집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16S rRNA 유전자 파이로시퀀싱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엔도설판을

100 mg/kg의 수준으로 밭토양에 처리했을 때 세균의 Operational taxonomic unit (OTU) 수와 다양성 지수가 감소했

다가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Proteobacteria와 Verrucomicrobia 문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Chloroflexi와 Spirochaetes 문

의 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엔도설판 처리가 토양세균 군집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엔도설판 처

리 시 Sphingomonas와 Burkholderia 속에 속하는 OTU의 점유율이 배양 초기에 높게 나타났으며 Pseudonocardia와

Opitutus 속에 속하는 OTU의 점유율은 배양 후기에 높게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 Sphingomonas, Burkholderia,

Pseudonocardia 속에 속하는 균주들이 엔도설판을 분해하였으므로 이 속에 속하는 OTU들이 토양에서 엔도설판의

분해에 단계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색인어 세균 군집, 엔도설판, 파이로시퀀싱,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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