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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house whitefly, Bemisia tabaci,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destructive pests of crops. In
this study, we aimed to determine the optimal liquid culture conditions in shake flasks for maximal
sporulation of Beauveria bassiana M130 using rice bran. The optimal initial pH for the spore production
of B. bassiana using extracted rice bran medium was 5.2 and 28℃. The screening in shake flasks of
carbon and nitrogen sources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an optimal medium based on 0.5%
(NH4)2SO4, with extracted rice bran 8:1. Using this medium, a production level of 2.15×109 spores per
ml was obtained after six days from culture inoculation at 28℃ in a rotary shaking incubator at 130
rpm. In addition, the specific activities of extracellular enzymes of chitinase and protease were 4,296
μmol and 375 μmol,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Beauveria bassiana M130 could be a bio-
controller for the greenhouse whit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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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의 농업생태계는 다양한

병충해로 인해 농작물의 성장 및 수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최근 농약의 과다사용에 따

른 농업생태계에 문제가 부각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농경지당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보고될

정도로 농산물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7].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에 따른 해충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 중 문제로 지적되어 온 유해해충 온실가

루이(Trialeurods vaporariorum West.)는 기주 범위가 광범위하

며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84科 249

種의 작물에 충해를 일으키며, 국내의 경우 27과 39 종의 기주

를 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 대표적인 광식성 난방제 해충으로

분류된다[10]. 온실가루이는 약충시기부터 시작하여 성충기에

이르기 까지 농작물의 뒷면에 붙어 흡즙을 하기 때문에 작물

의 생육 장애를 일으켜 잎의 퇴색, 왜소, 낙엽고사와 같은 식물

생장에 대한 피해를 주며, 분비하는 감로에 의해 그으름병이

유발되어 농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등 2차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최근에

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의 시설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어 온실가루이의 월동과 번식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대량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6, 21].

따라서 온실가루이의 방제를 위해 현재 사용하는 화학합성

살충제의 일부를 미생물농약으로 대체한다면 화학농약 사용

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충방제

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며, 가루이류의

방제에 사용되는 병원성 곰팡이로는 Beauveria, Isaria, Lecani-

cillium sp.와 Aschersonia spp. 등 400여 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B. bassiana는 온실가루이 등 주요 농업해충에 효과적인

방제제이며 현재 국내에서도 B. bassiana를 유효미생물로 하는

미생물살충제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특성상 사용이 까다롭고 환경에 따른 충해 제어효과의 차이가

커 농가에서의 사용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3, 12].

곤충병원성 곰팡이가 액체배양에 의해 포자생산의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액체배양에서 생산되는 포자는 친수성을 띠기

때문에 기름에 쉽게 제제화되지 않는다. 사출포자의 경우 액

체발효에서 비슷하게 생산되지만 역시 친수성이고 저장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생존 및 제어활성을 빨리 잃는다. 따라서 곤

충병원성 곰팡이가 친환경 생물농자재로써 이용 시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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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며 또한 내구성을 갖는 포자를 저렴

하면서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요망되고 있다[17].

종래의 경우, 곰팡이의 포자 생산방법으로 고체 배양에 관

하여 많이 연구되었으며, 고체배양을 행하는 경우 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류나, 밀기울 등의 곡물에서 유래하는 고체

성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산물을 이용하여 미

생물을 배양할 경우 미생물배양에 있어 경제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농업용 부산물 중 미강(rice bran)은 현미에서

정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피, 종피, 호분층 등의

분쇄혼합물을 말하며 영양소 및 유효성분 등에 대한 효능이

규명되고 다양한 산업적 이용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5, 13].

본 연구는 곤충병원성곰팡이 B. bassiana를 이용하여 생물학

적 방제제인 살충제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포자생산 증대 방안 및 해충의 표피층에 작용하는 효소활성이

우수한 곰팡이 살충제 개발과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친환경농

업생산을 통해 생산성과 화학농약 사용에 따른 생태계 환경보

전과 생산농산물의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수집 및 분리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분리․수집하기 위해 곤충병원성 곰

팡이에 감염되어 죽은 메론 진딧물의 cadaver와 사마귀의 ca-

daver 원시료로부터 분리배지를 이용하여 순수 분리한 균주

를 PDA (Potato Dextrose Agar, Difco, USA) 배지에 접종․배

양하였으며, 다른 균주는 농촌진흥청에서 2 종(J157, J216), 경

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 종(S186)을 분양받아 본 실험에 사용

하였다. 종균용 배지로는 PDA 배지에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접종하고, 28℃ 배양기에서 8 일간 배양하였다. 균주의 활성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개월마다 1 회씩 계대배양하여

필요한 모든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순수분리 된 5 종 균주

는 광유(mineral oil)보존 방법과 평판배지에 배양하여 4℃에

서 냉장보관 하였으며, 사용 균주 활성의 정도를 확인 후 활성도

가 떨어질 경우 원균주로부터 계대를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분리 및 분양을 통하여 확보된 5 종의 곤충병원성 곰팡이

중 균체량 측정(Dry Cell Weight, DCW)과 효소활성 측정

(Measurement of enzyme activity)을 통하여 균주를 최종 선

발하여 곤충병원성 미생물제제로 활용하였다.

균체량 측정

균체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PDB (Potato dextrose broth,

Difco, USA) 배지 49 ml에 각각의 균주 포자현탁액 1 ml (1.0×

106 conidium/ml)를 접종하여 8 일 동안 28℃에서 130 rpm으

로 진탕배양 하였으며, 접종한 후 48 시간 단위로 균주를 회수

하여 균체량을 측정하였다. 균체량 측정은 배양액 50 ml를

GF/C (Whatman 47 mΦ, England) 여과 필터기를 이용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후 잔여배지 성분을 세척한 다음 80℃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건조중량을 측정하였다.

Chitinase 활성 측정

Colloidal chitin 제조를 위해 chitin (Sigma, USA) 20 g에

35% HCl 200 ml를 첨가 한 후 4℃에서 12 시간 동안 stirring을

한 후 상등액을 제거, 1,800 ml 증류수를 첨가한 후 4℃에서

1시간 보관한다. 그 후 9,000 rpm, 10 min간 원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제거, 회수한 펠릿에 증류수를 첨가한 후 NaOH를

이용하여 pH 7로 조정하여 2 회 세척 후 냉장 보관을 하며

시료로 사용한다[11]. 1%의 colloidal chitin을 첨가한 PDB 배

지에 각 균주의 포자현탁액 1 ml (1.0×10
6

conidium/ml)를 접

종하여 8 일 동안 28℃에서 130 rpm으로 진탕배양 하였으며,

접종한 후 48 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회수하여 Sun 등[18]의

DNS 방법을 변형하여 N-acetyl-D-glucosamine (Sigma, USA)

을 표준곡선으로 이용하여 575 nm에서 chitinase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

Protease 활성 측정

1%의 skim milk를 첨가한 PDB 배지에 각 균주의 포자현탁

액 1 ml (1.0×10
6

conidium/ml)를 접종하여 8 일 동안 28℃에

서 130 rpm으로 진탕배양하였다. 접종한 후 48 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회수하여 Anson 등[1]의 측정법을 변형하여 pro-

te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분리 균주의 형태학적 특징

최종 선발된 균주의 형태학적인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6 일간 PDA 배지에 배양하여 곤충병원성 곰팡이 M130을 광

학현미경(Olympus CX21, Japan)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odel: Hitachi S-2500, Japan)을 이용하

여 균체의 격벽 유무 및 포자의 모양, 크기 등 형태학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미강추출물을 이용한 배지에서의 Beauveria bassiana

M130의 최적화

경북 안동 인근 임의의 지역에 위치한 정미소(안동 복주,

안동 임하, 예천 호명)에서 미강을 구입하여 미강과 증류수를

혼합하여 5 분 동안 고온(121℃)과 고압(1.5 기압)을 가하여

미강추출물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제조된 미강추출물을 기

본배지(Extracted Rice Bran Medium, ERBM)로 하여 최종 선

발된 M130 포자현탁액을 접종한 후, 28℃, 130 rpm에서 8 일

간 배양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포자농도를 확인하였다.

미강추출물의 최적 비율

미강추출물의 최적 비율을 설정하기 위하여 증류수와 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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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1. Beauveria bassiana fungus grown for 8 days on potato dextrose agar (PDA) media at 28℃ incubation. A: Beauveria bassiana

J157, B: Beauveria bassiana J216, C: Beauveria bassiana B.K, D: Beauveria bassiana S186, E: Beauveria bassiana M130.

을 각각 4:1(w/v), 8:1(w/v)와 16:1(w/v)로 혼합한 미강추출물

을 만들어 M130 포자현탁액을 접종한 후 8 일 동안 130 rpm에

서 진탕배양하여 chitinase 활성과 protease 활성 및 포자농도

를 측정하여 최적비율의 배지를 설정하였다.

Beauveria bassiana M130의 대량포자 생산에 미치는

탄소원 및 유기질소원의 조사

M130의 균체성장 및 대량포자 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

원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ERBM에 glucose외 5 종

(sucrose, starch, chitin, mannose)의 탄소원을 각각 0.5%를 첨

가한 후 M130 포자현탁액을 접종하여 8 일 동안 130 rpm에서

진탕 배양한 후 포자농도와 균체량(DCW)을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유기질소원과 무기질소원은 대량배양 시 배지의 경제적 효

율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소원으

로는 Corn Steep Liquor (CSL)와 무기질소원으로는 (NH4)2SO4

을 이용하여 각각 0.1%, 0.5%와 1% 각 농도별로 첨가하여 대

량포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Beauveria bassiana M130의 대량포자 생산에 미치는

pH의 조사

pH에 따른 포자생산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강추출물 배

지(pH 5.85)에 0.5% (NH4)2SO4를 첨가한 후 pH를 3, 5, 7, 9로

조정하여 M130을 배양하여 pH에 따른 최적화를 조사하였다.

PDB배지와 미강추출물 배지의 비교

고체배지에서 많은 분생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PDB배지

와 최적화된 ERBM에서 72 시간 동안 배양된 배양액을 고체배

지에 접종하였다. 접종 후, 15 일간 27℃에서 배양하여 생성된

분생포자를 회수하였으며 각각의 서로 다른 배지(PDB,

ERBM)에서 배양된 접종배양액을 접종하였을 때, 유도되는 분

생포자 농도를 비교하였다.

Petri-dish를 이용한 간이 생물검정

회수한 곤충병원성 곰팡이 M130 포자를 1.0×10
8

coni-

dium/ml의 농도로 조절하여 0.1% Tween 80이 첨가된 포자현탁

액을 만들었다. 알과 약충이 혼재한 고추잎을 포자현탁액에 약

5 초간 침지한 후 수분을 제거하여 Petri-dish에 넣어 7 일 후

감염체를 조사하였다. 감염체의 포자형성을 조사하기 위해 0.1%

의 chloramphenicol 항생제를 첨가한 PDA 배지에 옮겨 감염체

의 포자형성을 조사하였다. 반복구당 각각 30 개의 온실가루이

약충을 채취한 후, PDA 배지에 치상하여 3 일 간 배양하여 선택

균주 M130에 감염된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체를 조사

하였으며, 조사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3 회에걸쳐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수집 및 분리

Fig. 1과 같이 온실가루이 방제를 위한 곤충병원성 곰팡이

를 메론진딧물의 cadaver와 사마귀의 cadaver로부터 각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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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course of the mycelium growth of 5 strains as dry

cell weight.

A

B

Fig. 3. Time course patterns of the chitinase (A) and protease

(B) cultured by different 5 strains.

A B
Fig. 4. Light microscopic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

tograph of Beauveria bassiana M130. A: ×200, 72 hr, B:

×3000, after 120 hr.

수분리 하였으며, 다른 균주는 농촌진흥청에서 2 종(J157,

J216),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 종(S186)을 분양 받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선발을 위한 균체량 측정 및 효소활성

측정

시간 경과에 따른 곤충병원성 곰팡이 5균주의 균체생성량

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서와 같이 J157과 M130은 4 일까지

는 유사한 균체량을 보였으나, 4일 이후 M130 균주가 6일째에

8.92 g/l로 가장 많은 균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tinase와 protease는 방제 대상 해충인 온실가루이의 cu-

ticular layer를 공략하여 체내 병원성을 유발하여 살충효과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간경과에 따른 chitinase 활성 결

과, J157과 M130 두 균주만이 효소활성을 보였다. 그러나 Fig.

3에서와 같이, 두 균주 모두 접종 후 2 days까지는 거의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 일 경과 후 두 균주의 활성이 조금씩

나타났다. 하지만 J157은 4 일째 최대 효소 활성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M130은 6 일에 2,524 μ

mol 최대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효소활성의 변화패턴은

Yoon 등[21]의 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tease의 경우 모든 균주가 2 일까지 높은 protease 활성을

보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주 M130의

protease 활성 농도는 311 μmol로 나타났으며, J157균주는 2

일 후 계속적으로 protease 활성이 감소되었으나, M130의 경우

4일 이후 활성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Chitinase와

protease 활성은 균체량의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최대 균체량

을 보이는 6 일에 가장 높은 효소활성을 보여 균체량과 효소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Campos 등[2]에 의하면

살충성 효소의 생산은 균주 마다 배양하는 배지 및 환경 조건

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에

따른 효소생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종 선발균주의 형태학적 특징

M130은 J157에 비해 초기 2 일 동안 chitinase와 protease

활성은 조금 떨어지나, 4 일 이후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효소와 균체생성량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M130을 최종

선발하였다.

현미경관찰을 통한 M130은 Fig. 4에서와 같이 균사에 격벽

을 가지고 있으며, 포자는 균체 바깥쪽에서 생성되었다. 포자

의 형태는 원형, 타원형의 형태를 가졌다. 포자의 크기는 대략

2.5~5.0 μm이며 이러한 형태학적 특징과 분자생물학적으로

동정한 결과를 통해 Beauveria bassiana로 동정이 되어 Beauveria

bassiana M130으로 명명하였다[8].

미강추출물을 이용한 Beauveria bassiana M130 배지

최적화

일반적으로 곰팡이를 배양할 때 이용되는 PDB/PDA 배지

는 곰팡이를 배양함에 있어 양호하나 대량배양 시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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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ERBM on blastospore production. ERBM A:

Bokju Andong, ERBM B: Imha Andong, ERBM C:

Homyeong Yecheon.

Fig. 6. Effect of ERBM blending ratio distilled water on blasto-

spore production.

A

B

Fig. 7. Effect of ERBM on chitinase (A) and protease (B)

production.

배지가 이용됨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PDB/

PDA 배지의 경우 대량배양을 위한 배지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에 대량배양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PDB/

PDA 배지와 비교하여 보다 더높은 포자 농도를 유도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인 미강을 이용하여 배지 첨가물로 조제하였다.

미강은 미생물 배양에 있어 대량배양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강 뿐 만 아니라 여러 농업부산물 또한 다양한 미생

물을 배양하는 배지 또는 영양소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다.

Arthrobotrys dactyloides, Streptomyces actuosus, Lactobacillus

brevis, Rhizopus oryzae 등에 관한 연구결과, 미강과 같은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배지에서 미생물이 우수한 생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9, 15, 16, 19]. 본 연구에서는 Fig. 5에서와 같이

미강추출물을 이용하여 배지를 조제한 후 선발균주인 B. bassi-

ana M130을 배양하여 포자생성 농도를 조사한 결과, 미강추출

물 배지에서 PDB 보다 2배 이상의 높은 포자를 생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Campos 등[2]에 의하면 살충성 효소의 생산은

균주 마다 배양하는 배지 및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에 따른 효소 생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농업부산물인 미강추출물은 곤충병원성 곰팡이 B. bassiana

M130의 대량배양을 위한 배지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미소에 따라 포자농도가 다르게 조사되었으며, 임하정

미소에서 회수한 미강을 이용한 ERBM에서 가장 높은 포자농

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재배하는 벼의 종류와

정미방법의 차이에 따르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미강의 종

류에 따른 포자농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Fig. 6에서와 같이 미강 희석배율에 따른 모든 ERBM는

PDB 배지보다 높은 포자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RBM에서 chitinase 활성은 4:1 (w/v)과 8:1(w/v)에서 PDB

보다 우수하였으나(Fig. 7A), protease활성의 경우 8:1(w/v) 비

율의 ERBM만이 PDB보다 효소활성이 높게 나타났다(Fig. 7B).

특히, chitinase와 protease는 병원균의 숙주인 곤충으로의 침

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Fig. 7에서와 같이

PDB배지에서 곤충병원성 곰팡이 B. bassiana M130을 배양했

을 때, chitinase는 4 일부터 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강추출

물 배지에서 chitinase는 2 일에 4,296 μmol로 가장 높은 효소

활성을 보이며, PDB배지 보다 높은 효소활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균의 침입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른 살균 활성을

높일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ERBM 제조 시

사용되는 미강의 경제성, 추출과정의 효율 및 결과를 고려하

여, 8:1(w/v)의 ERBM을 기본배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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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carbon sources added in ERBM on sporulation.

A

B

Fig. 9. Effect of corn steep liquor (A) and (NH4)2SO4 (B) in ERBM

on sporulation.

Beauveria bassiana M130의 대량포자 생산에 미치는

탄소원의 영향

Fig. 8에서와 같이 여러 탄소원을 각각 첨가한 ERBM와 기

본 ERBM에서 각각 배양된 B. bassiana M130의 포자농도는

6 일에 최대 1 ml 당 8.17× 10
8

conidium/ml의 농도를 보였다.

또한 기본배지는 탄소원을 첨가한 배지에 비하여 형성된 건조

균체량은 비교적 적었으나, 포자 생성량의 결과, 다소 높은

포자 생산량을 보였기에 탄소원의 첨가는 불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RBM내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 함량만으로도 곤충

병원성 곰팡이 B. bassiana M130의 포자를 생성하는데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Vega 등[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강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농도는 36 g/l로 보고되어

기본배지로의 이용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Beauveria bassiana M130의 대량포자 생산에 미치는 유

기질소원 Corn Steep Liquor (CSL)과 무기질소원 (NH4)2SO4

의 영향

유기질소원으로 사용된 CSL의 농도에 따른 대량포자 생산

에 관한 실험을 한 결과, Fig. 9A에서와 같이 기본배지에 비하

여 0.5%의 CSL을 첨가한 배지에서 1 ml 당 1.45×109 con-

idum/ml의 높은 포자가 생산량을 나타냈다. Pham 등[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5%의 CSL은 1%의 CSL과 비교 시 포자

생성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2% CSL에서는 두 배 이상의 포자

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1%와 0.5%에서는 그 값이

두 배 이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CSL의 농도를 2%로 조정하

여 조사를 할 경우, 최적화를 통해 대량포자의 생성에 유리할

것이라 사료된다.

무기질소원의 경우, 0.5% (NH4)2SO4에서는 기본배지와

0.1%, 1% 농도의 배지에서 보다 약 두 배 정도의 포자를 생성

하여 M130의 최적배양조건으로는 0.5% (NH4)2SO4를 첨가하

였을 때 6 일째에 포자의 생산량이 최대 1.98×10
9

conidum/ml

로 나타났다(Fig. 9B).

Beauveria bassiana M130의 대량포자 생산에 미치는

pH 영향

사용된 배지의 pH 변화에 따라 포자의 생산에 대한 결과

Fig. 10에서와 같이 pH 5에서 6 일에 B. bassiana M130의 생육

및 2.22×10
9

conidum/ml의 높은 포자생성량으로 조사되었다.

pH 3과 pH 9에서는 B. bassiana M130은 전혀 생장하지도 않았

으며, 또한 포자를 생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M130의 대량포

자 생산을 목적으로 배양할 시에는 pH를 5로 맞추어 주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이다. Min과 Han [12]의 연구에 의한 B. bassi-

ana 의 생육에 있어서는 pH 5~pH 12까지 넓은 범위에서도

생장한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부분

의 곰팡이류는 약산성의 조건에서 최적의 생장을 보이며, 대

조구의 pH가 5.85인 것을 감안할 때, B. bassiana M130의 최적

pH범위는 5~6으로 약산성의 조건에서 우수한 생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eauveria bassiana M130의 액체 배양시의 최적배지

조건

Table 1에서와 같이 미강추출물 8:1의 배지를 기본으로 하

여 B. bassiana M130의 액체배지를 조제 시 최적조건은 유기질

소원을 제외한 0.5% (NH4)2SO4을 첨가한 배지로 최적화를 확

립하였다.

Petri-dish를 이용한 간이 생물검정

3 회에 거쳐 잎 절편을 이용하여 B. bassiana M130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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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Effect of pH in ERBM on sporulation (A) and dry cell

weight (B).

Table 1. Optimized medium composition for the production of

Beauveria bassiana M130

Ingredient Conc. (%)

Extracted Rice Bran

(NH4)2SO4

pH

Temp.

8:1

0.5

5

28℃

A B C
Fig. 11. Bioassay on Petri-dish. (A): Leaf which were mixed whitefly, (B): Petri-dish bioassay, (C): Survey unreinheiten.

Table 2. Virulence of Beauveria bassiana M130 against greenhouse

whitefly

Samples Infection No.

1

2

3

17

21

14

Mean 17.33

Control value (%) 57.8

1

2

3

16

21

14

Mean 17.00

Control value (%) 56.6

1

2

3

13

19

23

Mean 18.33

Control value (%) 61.1

1

2

3

16

14

17

Mean 15.67

Control value (%) 45.3

Total mean 23.22

Control value (%) 53.8

Mean number of mortality (Mean±SE) Followed by the same

letter on the same day

간이 생물검정(bioassay)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평균 방제

율이 53.7%로 나타났다. 처리 반복구에 따라 60%가 넘는 경우

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40~60% 사이로 나타났다(Table 2,

Fig. 11).

분리 동정된 B. bassiana M130은 살충성 곰팡이로 온실가루

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살

충 기작은 살아있는 숙주의 체표면을 뚫고 들어가 숙주의 양

분을 이용하여 균사를 생장하고 독소(Beauvericin)를 분비하

여 기주를 죽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B. bassiana M130은 독소를

분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data not shown), 본 연

구에서의 살충활성은 온실가루이 충의 체표면에서 균사의 성

장에 따른 효소활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B. bassiana M130의 포자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시험을 통하여 더 효율적이며

활성이 높은 균주 탐색과 충해를 야기하는 충에 대한 방제율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문제가 되는 농업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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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경우, 온실가루이의 친환경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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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미강추출물을 이용한 곤충병원성 곰팡이 Beauveria bassiana의 최적 배양조건 및 효소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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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온실가루이 방제를 위하여 감염된 이병체로부터 균주 분리 및 농촌진흥청 및 경상북도농업기술

원에서 균주를 분양 받아 5 종의 균주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활성이 가장 높은 분리균주 M130을 선발하였다.

Beauveria bassiana M130을 이용하여 균주가 갖는 효소학적 활성을 분석하였다. Chitinase와 protease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타 균주에 비하여 높은 효소학적 활성을 가지는 조건을 얻었으며, 선발된 균주의 포자생산의 최적화

를 위한 방안으로 PDB (potato dextrose broth)배지와 미강추출물을 이용한 ERBM (extracted rice bran medium)

을 비교하여, 더 높은 생육도와 포자 생성량을 보인 ERBM을 본 균주를 배양하는 기본배지로 선발하였다. ERBM

을 이용한 액체배양시의 최적조건으로, 기본배지인 ERBM에 0.5% (NH4)2SO4를 첨가하여 pH 5, 28℃에서 배양최

적화를 하였다. 향후 곤충병원성곰팡이 Beauveria bassiana M130의 최적화 조건에 따라 배양을 한다면 포자의 생

산량 및 방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