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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잡초는 수분, 영양분, 빛에 대해 농작물과 경쟁하고, 

농작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해

충이나 식물 병원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농산물의 

품질 저하와 생산량을 감소시킨다(Kremer and Sou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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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e a microbial weed control agent, HCN-producing bacteria were isolat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A 

selected strain of WA15 was identified as Pseudomonas koreensis by morphological, cultural, biochemical and 16S rRNA gene 
analyses. The conditions for HCN production was investigated by a One-Variable-at-a-Time (OVT) method. The optimal HCN 
production conditions were tryptone 1%, glycine 0.06%, NaCl 1% , and an initial pH and temperature of 5.0 and 30℃, respectively. 
The major component for HCN production was glycine. Under optimal conditions, HCN production was about 3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basal medium. The WA15 strain had physiological activities, such as indoleacetic acid that was associated with the elongation 
of plant roots and siderophore and ammonification inhibiting fungal growth, and produced hydrolytic enzymes, such as cellulase, 
pectinase and lipase. The strain was able to inhibit the growth of phytopathogenic fungi, such as Rhizoctonia solani, Botrytis cinerea
and Fusarium oxysporum, by the synergistic action of volatile HCN and diffusible antimicrobial compounds. A microscopic 
observation of R. solani that was teated with the WA15 strain showed morphological abnormalities of fungal mycelia, which could 
explain the role of the antimicrobial metabolites that were produced by the WA15 strain. The volatile HCN produced by the WA15 
strain was also found to have insecticidal activity against termites. Our results indicate that Pseudomonas koreensis WA15 can be 
applied as a microbial agent for weed control and also as a termite repellent. Furthermore, it could be applied as a microbial termiticidal 
agent to replace synthetic insec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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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해충이나 병원균에 의한 농작물 질병의 발생은 

산발적인 반면, 잡초는 일정하게 존재하므로 농작물 

생산에 문제가 되는 다른 원인과는 차이가 있다(Kamei 
et al., 2014). 해충 및 병원균은 각각 작물 수확량의 30% 
및 20%를 감소시키는데 반해 잡초는 수확량의 45%를 

감소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잡초는 

1,8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약 300
종은 전 세계에 걸쳐 재배 작물에 전염병을 유발한다

(Ware and Whitacre, 2004). 
과거에는 잡초를 제어하기 위하여 경종적 방법이나 

사람과 기계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이 방법

들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비경제적이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Mishra et al., 2013). 현재, 잡초

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합성제초제를 사용하

는 것이다. 합성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시간이 대폭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산성도 크게 증대되었

다. 그러나 합성제초제는 소비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토양과 지하수와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

는 등 그 안전성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합성

제초제 사용에 따른 제초제 내성 잡초의 발생과 같은 새

로운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Lee et al., 2016).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성, 선
택적 및 환경친화적 제초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

으며, 그 중 미생물을 이용한 잡초 방제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Lakshmi et al., 2015; Choi et al., 
2017).  

잡초에 대한 미생물학적 방제제로 연구되고 있는 대

표적인 그룹은 식물뿌리에 집락화할 수 있는 Deleterious 
Rhizobacteria (DRB)이다(Lakshmi et al., 2015). 부생

적 비기생성 식물병원균으로 정의되는 DRB는 시안 화

합물, siderophore, phytotoxin 등을 분비함으로써 잡초

의 대사과정을 저해한다(Grossman and Kwiatkowski, 
1995). DRB는 강한 숙주 특이성을 나타내며, 단일 식물 

종에만 집락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들이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은 식물표면처럼 타겟이 되

는 장소에만 국부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어저귀

(Abutilon theophrasti Medik)로부터 분리된 DRB는 잡

초의 뿌리에만 선택적으로 집락화하기 때문에 다른 농작

물의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Owen and 
Zdor, 2001), DRB의 특성을 나타내는 Pseudomonas 

spp.는 완두(Pisum sativum)의 성장을 크게 감소시키지

만 밀의 성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Astrom and Gerhardson, 1988). 따라서 

DRB의 숙주 특이성을 잘 이용하여 잡초 근권에 이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유용 작물의 성장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잡초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RB에 의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2차 대사산물로서 

Hydrogen Cyanide(HCN)를 들 수 있다. HCN은 각종 

효소의 작용기와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휘발성 물질로

서, CO2와 질산염동화 억제, 호흡에서의 산소환원과 광

합성에서의 전자전달을 저해함으로써 식물뿌리의 성장

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Schippers et al., 1990). 이
러한 작용으로 인하여 잡초의 일종인 돌피(Echinochloa 
crus-galli)의 현저한 성장 감소가 보고되었다(Kremer 
and Kennedy, 1996). 한편, 식물성장 촉진활성을 가진 

HCN 생성 DRB은 식물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보고되어 있다. 즉 Mesorhizobium loti MP6는 정상적

인 환경에서 HCN을 생성하고, 겨자의 성장을 향상시켰

다고 보고되었다(Chandra et al., 2007). 또한 HCN을 

생성할 수 있는 Pseudomonas fragi CS11RH18984는 

밀 종자의 발아율을 증가시키고, 밀의 영양원 흡수와 성

장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Selvakumar et 
al., 2009).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DRB는 잡초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잠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Randviir and Banks, 2015).
상기와 같이 잡초제어 및 몇몇 식물성장 촉진활성을 

가진 DRB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나 이들의 병

원성 곰팡이에 대한 길항능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 활성을 모두 공유하는 DRB의 분리와 

특성 연구는 농업생물공학적 관점에서 응용 가능성이 크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미생

물학적 잡초 방제제 개발을 최종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먼저 잡초제어물질인 HCN을 생성할 수 있는 

세균을 분리 및 동정하고, 선정된 실험균주에 의한 HCN 
생성조건을 최적화한 후, 이들의 항진균 활성을 포함한 

각종 식물성장 촉진활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응용분야 

확대를 위하여 실험균주에 의한 흰개미 살충효과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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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균주 분리 및 동정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사과 과수원에서 자라고 있는 

쑥(Artemisia princeps Pampanini)의 근권 토양에서 분리

되어 저자의 연구실에서 보존중인 WA15 균주였으며, 이 

균주는 HCN 생성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잡초의 뿌

리에서 분리된 DRB는 잡초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경

향이 강하다는 보고(Owen and Zdor, 2001)에 의거하여 

잡초인 쑥의 근권으로부터 HCN 생성능이 있는 균주 분리

를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WA15 균주

가 분리되었다. 실험균주를 동정하기 위하여 세포나 집락

의 형태 등 표현형적 특성을 Manual for the identification 
of medical bacteria(Barrow and Felthanm, 1993)에 의

하여 조사하였으며, Bergey's manual of determinative 
bacteriology(Holt et al., 1993)를 참조하여 동정하

였다. 또한 실험균주의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

열을 분석함으로써 분자생물학적 동정도 수행하였다. 
16S rRNA 유전자를 증폭하는데 사용된 primer는 

27F (AGAGTTTGATCMTGGCTCAG)와 1492R 
(TACGGYTACCTTGTTAC GACTT)이었다. 분석된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GenBank DB를 이용

하여 유사균주들과 상동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들의 

염기서열을 Clustal X (version 1.81)를 이용하여 정렬

한 후, MEG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통학적 위치를 

조사하였다. 

2.2. HCN 생성조건 조사

HCN 생성을 위한 기본배지는 LB broth (tryptone 
1%, yeast extract 0.5%, NaCl 2%, pH 7)를 사용하였

다. HCN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One-Variable-at-a-Time (OVT) 방법에 의하여 탄소원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es, lactose, glycerol, 
sorbitol, mannitol), 질소원(bactopeptone, beef extract, 
casamino acid, casein, gelatin, malt extract, polypeptone, 
proteose peptone NO.3, skim milk, soytone, tryptone, 
yeast extract), NaCl, glycine, 배양온도(25-35 ) 및 초

기 pH(3.0-10.0)에 따른 HCN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실
험균주를 육즙배지에 접종하여 30 , 200 rpm에서 24
시간동안 배양하여 전배양액으로 사용하였다. 본배양 배

지에 전배양액을 2%(v/v) 접종하여 30 , 200 rpm에서 

일정시간 배양하였다. 본배양에 사용된 배양용기는 

biometeric flask였으며, arm 부분에 1M NaOH 1.5 ml
을 첨가하여 배양액으로부터 휘발되는 HCN을 포집하였

다. HCN의 농도는 Bakker and Schippers(1987)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Biometric flask의 arm
으로부터 회수한 1 M NaOH에 1% alkaline picric acid
를 첨가하여 37 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51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KCN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HCN 농도를 계산하였다. 

2.3. 식물성장 촉진활성 조사

실험균주의 indoleacetic acid, siderophore, ammonia, 
cellulose, lipase, pectinase의 생성능 및 불용성인산 

가용능을 표준방법에 의하여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Gerhardt et al., 1981; Dye et al., 2004). 또한 다양

한 농작물에 질병을 유발하는 식물병원성 곰팡이(잿빛

곰팡이병원균인 Botrytis cinerea, 시들음병 및 뿌리썩

음병원균인 Fusarium oxysporum, 모잘록병원균인 

Rhizoctonia solani)에 대한 확산성 항균물질의 길항능

을 대치배양에 의하여 조사한 후, 균사의 형태를 실체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아울러 실험균주가 생성한 휘발성 

HCN에 의한 길항능도 밀봉된 2-section- compartment 
petri dish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이들 식물병원성 곰

팡이의 배양에는 potato dextrose agar 배지를 이용하

였으며, 30 에서 4일동안 배양하였다.

2.4. 흰개미 살충능 조사

2-section-compartment petri dish를 이용하여 최적

배지를 조제하였다. Petri dish의 한쪽에는 실험균주를 

접종하고, 다른 한쪽에는 흰개미 20마리와 이들의 먹이

로 멸균된 증류수에 적신 여과지를 두었다. 실온에서 24
시간동안 방치하면서 경시적으로 흰개미의 활동과 사멸

유무를 관찰하였다. 

2.5. 데이터 분석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한, 모든 정량실험은 세 번 반복

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실험균주 동정

WA15 균주의 표현형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본 균

주는 막대형(1.2-2 )의 그람음성세균으로, 운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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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내생포자를 형성하지 않았다(Fig. 1A). 실험균

주는 catalase, oxidase 및 urease를 생산하였으며, 
Nutrient agar 평판배지에서 동그랗고(round), 연한 노

란색의 집락을 형성하였고, 자외선 하에서 형광을 발하였

다(Fig. 1B와 C). Bergey's manual of determinative 
bacteriology를 참조하여 일차 동정한 결과, 실험균주는 

Pseudomonas 속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실험

균주의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GenBank DB에 등록된 유사균주와 비교한 결과, 
Pseudomonas koreensis와 99%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

었다. 기존의 Pseudomonas 속 균주와의 계통학적 관련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통수를 작성한 결과, 실험균주

는 P. koreensis와 동일한 계통학적 그룹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Fig. 1D). 따라서 이들 결과에 근거하여 실험

균주를 Pseudomonas koreensis WA15로 명명하였다.

3.2. HCN 생산 최적화

미생물에 의한 대사산물의 생산은 탄소원 등 배지성

분과 배지의 pH 등 배양조건에 영향을 받는다(Vyas et 

al., 2014). 따라서 HCN 생성에 관여하는 배양변수를 조

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미노산(Castric, 1983)
과 철(Michelsen and Stougaard, 2012)의 영향에 대한 

연구만 단편적으로 보고되었을 뿐 HCN 생성을 위한 배

지성분 최적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먼저 HCN 생성을 위한 기본배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King’s B 배지, LB 배지, 육즙배지, Trypticase soy 배
지를 사용하여 배양한 결과, LB broth에서 HCN 생성량

이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미제시). 따라서 LB 배지를 

기본배지로 하여 다음의 최적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종 탄소원을 0.5%씩 첨가하여 실험균주에 의한 

HCN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

다. 탄소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서 HCN 생성량이 

가장 높았으며, 탄소원의 첨가는 오히려 HCN의 생성을 

저해하였다. 
각종 질소원을 1.5% 첨가하여 실험균주에 의한 HCN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HCN 생성에 질소원의 첨가는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배지의 질소 성분이 

Fig. 1. Phenotypic property and phylogenetic tree of strain WA15. (A) cell shape, (B) fluorescence under UV light (C) 
urease production, (D) dendrogram based on 16S rRNA gene sequences showing the position of strain W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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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대조구(tryptone 1% + yeast extract 0.5%)보다 

높은 생성량을 나타낸 것은 tryptone 및 casein이었다(미
제시). 따라서 tryptone과 casein의 농도를 각각 달리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HCN 생성량은 tryptone 1%를 첨가했을 때 가

장 높았고, 1.5% 이상의 농도에서는 생성량이 감소하였

다. 기본배지인 LB 배지에는 tryptone과 yeast extract가 

함유되어 있고, 이들은 질소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탄소원의 역할도 하므로 본 실험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된 

탄소원들은 catabolite repression에 의하여 HCN 생성

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본배지 성분인 NaCl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실험균

주의 HCN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1%까지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생성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감

소하였다. 기본배지에 함유되지 않은 인산염(NaH2PO4, 

K2HPO4)과 철염(FeCl3)의 추가 공급은 HCN 생성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미제시). 
Glycine은 HCN의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다

(Michaels et al., 1965). 앞서 최적화된 질소원 성분인 

tryptone은 tryptophan의 함량은 높으나 다른 아미노산

의 함량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Zimbro et al., 
2009). 따라서 glycine 농도에 따른 HCN 생성량을 조

사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HCN 생성량은 

glycine의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0.06% 첨가

시 가장 높은 생성량을 나타내었으며, 앞서 최적화된 

어떤 배지성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Owen and 
Zdor(2001)에 의하면 HCN은 glycine의 amino-methyl 
group으로부터 유래하며, 잡초의 뿌리 삼출물에 함유된 

glycine에 의하여 생성량이 증가함으로써 잡초 제어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Fig. 2. Effect of carbon source on HCN production by 
Pseudomonas koreensis WA15.

Fig. 3. Effect of nitrogen source concentration on HCN 
production by Pseudomonas koreensis WA15.

Fig. 4. Effect of glycine concentration on HCN production 
by Pseudomonas koreensis WA15.

Fig. 5. Time curve of HCN production by Pseudomonas 
koreensis WA15 in basal (LB broth) and optim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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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양온도(25-35 ) 및 초기 pH(3.0-10.0)가 

HCN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30 및 pH 
5.0가 최적 배양조건으로 선정되었다(미제시). 

상기에서 확립된 최적배지(tryptone 1%, NaCl 1%, 
glycine 0.06%, pH 5 및 30 )와 기본배지에 실험균주

를 접종하여 배양한 후, 생성된 HCN 농도를 비교한 결

과, 배양 48시간만에 각각 198.0 /mL 및 70.6 /mL
의 HCN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Fig. 5). 즉 배지 및 배

양조건을 최적화시킴으로써 기본배지 대비 약 3배 정도 

높은 HCN 생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식물성장 촉진활성

실험균주가 보유하고 있는 생리활성을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식물성장 촉진활성과 식물병원성 곰팡

이에 대한 길항능을 조사하였다. 먼저 식물성장 촉진활성

을 조사한 결과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균주의 

배양액은 식물성장호르몬인 indoleacetic acid 및 항진균 

물질인 ammonia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인 Nessler(Dye 
et al., 2004) 및 Salkowsky(Mayer, 1958) 시약에 의하

여 각각 연분홍색과 적색으로 변함으로써 이들 대사산물

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6A와 B). 많은 세

균은 ammonia 생성을 통하여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생

육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Dye et al., 2004). 본 균주

는 siderophore 검출배지인 Chrome azurol S 및 불용성

인산 가용능 확인배지인 NBRIP 평판배지에서 각각 오

렌지색 환과 투명환을 집락 주변에 형성하였기에 이들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6C와 D). 

또한 본 균주는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세포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cellulase, pectinase 및 lipase를 생성할 수 있었

다(Fig. 6E와 D). 인산은 농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

성 상태로 토양에 대량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불용성인

산을 식물이 흡수가능한 가용성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미생물은 합성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토질의 큰 변

화없이 농작물의 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assilev and Vassileva, 2003). Siderophore는 철이온

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이를 생산하는 

미생물은 식물병원성 곰팡이와의 철이온 흡수에 대한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Sulochana et al., 2014). 

3.4. HCN과 확산성 항균물질에 의한 식물병원성 곰팡이 

길항능

휘발성 HCN에 의한 식물병원성 곰팡이에 대한 길항

능을 밀봉된 2-section-compartment petri dish를 이용

하여 조사한 결과, R. solani, B. cinerea, F. oxysporum
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중 HCN에 

의한 길항능이 가장 높았던 R. solani의 생육저해 현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실험 균주가 접종된 실험구에서 

HCN 검출시약인 alkaline picric acid를 적신 여과지가 

적색으로 변하였고, 이에 따라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된

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WA15 균주를 접종하지 

않은 실험구에서는 곰팡이의 생육이 크게 억제되지 않

았다. 
한편, 실험균주가 생성한 확산성 항균물질에 의한 

Fig. 6. Photographs showing physiological activities of Pseudomonas koreensis WA15. (A) indoleacetic acid(IAA), (B) 
ammonia, (C) siderophore, (D) insoluble phosphate solubilization, (E) cellulase, (F) pectinase, (G) lip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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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길항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치배양을 실시한 결

과, 상기 식물병원성 곰팡이들의 생육이 모두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균주에 의한 식물병원성 곰

팡이에 대한 길항능은 휘발성 HCN과 확산성 항균물질

의 복합작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균주가 R. 
solani의 균사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는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균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에서 생육한 R. solani의 균사는 정상적인 형태

를 나타낸 반면, 실험균주와 함께 대치배양된 곰팡이는 

균사의 thickening과 함께 균사 중간중간 부위에 다양한 

크기의 액포가 형성되는 등 기형적 형태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이어 세포 용해를 가져오고, 결과적으

로 균사 생육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tha and 
Vikineswary, 2002). B. cinerea, F. oxysporum의 균사 

형태 역시 R. solani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형을 보여주

었다.

3.5. 흰개미 살충능

흰개미는 자연계에서 물질순환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생태학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옥의 목재, 
전신주, 목조 다리, 철도 침목 등의 목조 구조물 및 심지

어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목재 

해충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국외에서 보고된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Matsuura, 2005). 따라서 본 

실험균주의 응용분야 확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CN에 의한 흰개미 살충효과를 조사하였다. 2-section 
-compartment petri dish를 이용하여 실험균주에 의한 

흰개미 살충능을 조사한 결과, 실험균주를 접종하지 

Fig. 7. Antifungal activity of Pseudomonas koreensis WA15-derived volatile HCN against Rhizoctonia solani.

Fig. 8. Antifungal activity of Pseudomonas koreensis WA15-derived diffusible compounds against Rhizoctonia solani. 
Left and right micrographs show deformation of R. solani hyphae by diffusible compounds (left, normal hyphae; 
right, deformed hyp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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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조구에서는 사육한 대부분의 흰개미(19마리)가 

생존한 반면, 균주를 접종한 실험구에서는 한 마리만 생

존하였다(Fig. 9).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HCN은 흰개미 

호흡대사경로상의 전자전달체를 불활성화시키고, 결과

적으로 산소환원이 차단(Schippers et al., 1990)됨으로

써 살충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목재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chromic anhydride, 
dimethyl benzyl (C12-C14)-alkyl ammonium chloride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들이다. 본 실험균주가 생성한 휘

발성 HCN은 흰개미에 대한 살충능이 있음이 확인되었

으므로 향후 환경친화적 흰개미 기피제, 나아가 합성살

충제를 대신할 미생물 살충제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미생물을 이용한 잡초 방제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HCN을 생성할 수 있는 세균을 분리한 후, 특성을 조사

하였다. 실험균주의 형태학적, 배양적, 생화학적 특성 및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본 균주

는 Pseudomonas koreensis로 동정되었다. 실험균주에 

의한 HCN 생성조건을 OVT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확립된 HCN 생성 최적조건은 tryptone 1%, glycine 
0.06%, NaCl 1%, 초기 pH 5.0 및 30 이었다. HCN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분은 glycine이었다. 최적 

조건에서 HCN 생성량은 기본배지보다 약 3배 정도 높

았다. 실험균주는 식물성장 호르몬인 indoleacetic acid,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생육을 저해하는 siderophore, 
ammonia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였으며, cellulase, 
pectinase, lipase와 같은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세포성분 

분해효소도 생산하였다. 본 균주는 휘발성 HCN과 확산

성 항균물질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R. solani, B. cinerea, 
F. oxysporum과 같은 식물병원성 곰팡이의 생육을 저해

할 수 있었다. 실험균주를 처리한 R. solani의 현미경 사

진은 곰팡이 균사체의 형태학적 기형을 보여주었고, 이
것으로 실험균주가 생성한 상기의 항균 대사산물의 역할

을 설명할 수 있었다. 실험균주가 생성한 휘발성 HCN은 

흰개미에 대한 살충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실험균주는 향후 잡초 방제를 위한 미생물 제제뿐만 아

니라 환경친화적 흰개미 기피제로서 응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합성살충제를 대신할 미생물 

살충제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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