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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eudomonas tolaasii causes brown blotch disease on

the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Various pathogenic

strains of P. tolaasii were isolated and divided into three subtypes,

P1α, P1β, and P1γ. For phage therapy, bacteriophages against to

these subtype strains were applied to mushroom cultivation and

very successful to prevent from the disease. In this study,

bacteriophages were isolated against the representative strains of

subtype pathogens and their polyclonal antibodies were synthesized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psid proteins of

phages. Phage preparations over 1010 pfu/mL were injected to

rabbit thigh muscle and polyclonal antibodies were obtained after

three times of boost injection. Titers of the antibodies obtained

were over 2×107 Ab/mL for the phage φ6264, 1×106 Ab/mL for

the phage φHK2, and 1×107 Ab/mL for the phage φHK19 and

phage φHK23. High specific activities were observed between

antibodies and the corresponding bacteriophages. Some cross-

reactivities between the antibodies and non-corresponding

bacteriophages were also measured. Antibody Abφ6264 inactivated

all phages of P1α subtype and only phage φHK16 among P1β

subtype phages. Antibody AbφHK23 of P1γ subtype neutralized

all phages of P1β subtype as well as the phage φHK23, showing

the widest phage-inactivation range. When the structural-similarity

studies of phages were investigated by using phage antibodies,

closeness obtained by phylogenetic analysis of 16S rRNA genes

of pathogenic strains wer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polyclonal

antibody-specific structural similarity of phage capsid proteins. In

conclusion, there is weak correlation between the host strain

specificity of bacteriophage and its capsid structural similarity

measured by phage antibodies.

Keywords Antibody · Bacteriophage · Brown blotch disease ·

Close relationship · Phage-host range · Pseudomonas tolaasii

서 론

느타리버섯은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작물 중 하나이

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것이 확인되어 약용 및

건강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특히, ω-3 지방산을 함유

하고 있어 항산화 또는 항염증 효능과 체지방을 감소시켜 성인

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이러한 이점

에도 불구하고 재배시 세균성 갈반병(brown blotch disease)의

빈번한 발생으로 느타리버섯의 재배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

다. 갈반병은 주로 병원성 세균인 Pseudomonas tolaasii가 분비

하는 펩티드 독소인 tolaasin과 유사한 펩티드들에 의해 발생한

다[4,5]. 갈반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에 대한 정확한 전염경로나

효과적인 방제법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기에 발병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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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재배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

강식품인 버섯류의 특성상 병 방제를 위한 항생제 및 살균제

농약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재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농약사용에 따른 잔류독성 위험성과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에 따른 효과감소 등으로 세균의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

를 이용하여 세균을 사멸시키는 파지테라피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다[6]. 파지테라피는 병원균을 숙주균으로 감염할 수 있는 파

지들을 선발하고, 이를 혼합한 칵테일 형태로 처리하여 다양한

변이균을 포함한 병원균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사멸시켜 병발

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파지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없는 병원

성 세균에도 큰 방제효과를 보이며,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약

제내성 세균들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7].

갈반병 병원균주들을 16S rRNA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분류

하였을 때, P. tolaasii 균주들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P1α,

P1β, P1γ로 분류하였다. 이들 그룹은 계통수(phylogenetic tree)

상에서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였으나, 대조 균주(reference strain)

인 P. tolaasii ATCC 33618균주와의 상동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8]. 총 23종의 P. tolaasii 병원균을 재배 농장에서 채취하여 분

류하였을 때, P1α 그룹에는 P. tolaasii 6264균을 비롯한 6종의 균

주가 속하며, P1β 그룹에는 16종, P1γ 그룹에는 1종이 속하였다.

갈반병 방제를 위한 파지테라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룹별 병원균을 공격하는 파지들을 분리 동정하고 분류하여 숙

주 범위가 넓은 다양한 파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파지의 분류

를 위해서는 숙주역의 범위나 파지유전자의 분석 등과 더불어

항체를 이용한 파지의 구조적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항체(antibody)는 항원 물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비활성화시

키는 특성을 갖는 당단백질로, 박테리오파지를 항원으로 실험동

물체에 주사하면 파지의 capsid 단백질 구조를 인식하여 항체

가 생성된다[9]. 항체는 파지의 껍질단백질 구조에 따른 파지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연구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파지를 혼합하는 파지칵테일 제조시에 유용한 파지의 분

류기준이 된다.

선행 연구에서 갈반병 균주들을 숙주균으로 하는 파지를 분

리하여 이들의 숙주역을 조사하였다. 20종 이상의 P. tolaasii균

주와 이들 균주를 사멸시킬 수 있는 파지의 조합으로 혼합액을

처리하였을 때 파지에 의한 병원균주 사멸효과가 매우 큼을 확

인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갈반병균의 분류별로 P1α, P1β,

P1γ에 속하는 독성 파지를 항원으로 하는 다클론항체(polyclonal

antibody)를 제작하여 각 항체에 의한 파지 억제 효과를 확인하

였다. 파지의 다클론항체는 파지의 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항원

결정부위에 대한 항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독성

파지를 capsid 단백질 항원적 특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여 동

일한 숙주역을 갖는 파지일지라도 항체를 이용한 구별이 가능

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파지들의 항체 반응성 분

석을 통하여 항체가 인식하는 부위인 capsid 단백질 구조의 유

사성에 따른 상호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파지의 분리

파지는 선행연구에서 청주시 생활하수 하천과 버섯 재배 농가에

서 배출하는 침출액에서 agar 이중층 방법으로 플라크를 생성시

켜 파지를 분리하였다. Agar 이중층은 숙주균과 하천 샘플을

1:1의 비율로 soft agar 배지에 각각 접종한 후 hard agar 배지

에 부어 만들었다[11]. 접종을 완료한 agar 이중층 배지는 25 oC

에서 15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파지의 순수분리와 증폭은 멸균한

바늘로 한 개의 파지 플라크를 채취한 후 Pseudomonas agar F

(MgSO4 1.5 g, K2HPO4 1.5 g, Bacto-peptone 10 g, Bacto-

tryptone 10 g, agar 15 g, glycerol 10 mL per liter) 액체배지

5 mL에 현탁시키고 각 파지 숙주균을 가하여 24시간 배양하여

이루어졌다.

파지 입자의 분리는 Chibani-Chennoufi 등[12]의 방법에 따라

숙주균과 함께 배양한 파지 용균액에 NaCl을 용균액의 10%가

되도록 첨가하고, 0 o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여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를 통해 얻은 상징액에 10%

polyethyleneglycol (PEG) 6000을 처리하고 0 oC에서 1시간 동

안 배양한 후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파지를 침전

시켰다. PEG 6000에 의해 침전된 파지는 파지완충액 (50 mM

Tris-HCl, 150 mM NaCl, 20 mM NH4Cl, 10 mM MgCl2,

1 mM CaCl2, pH 7.3)에 재현탁하여 −80 oC에 보관하였다.

다클론항체의 생산, 계수 측정 및 교차반응

다클론항체(polyclonal antibody)의 제작은 70일령의 암컷 New

Zealand White rabbit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항원 물질은 항

체 생산을 위하여 농축한 파지 (1011-1012 pfu/mL)와 항원보조

제(Freund’s adjuvant)를 1:1 (v/v)의 비율로 혼합하여 토끼의 목

뒤와 뒷다리의 근육에 주사하였다[13]. 첫 면역화 반응은 1차

주사에서 파지와 Freund’s complete adjuvant를 혼합하여 유도

하고[14], 2차와 3차 boost injection을 통한 면역화에서는 파지

와 Freund’s incomplete adjuvant를 혼합하여 유도하였다. 생성

된 항체의 측정은 항원을 주사하고 7일 후에 토끼의 귀 정맥에

서 혈액을 채취하여 이루어 졌다.

항체의 계수(titer) 측정은 파지용균액을 희석하여 배지당 300

plaques 정도를 형성하도록 희석 배수를 결정한 후 이루어졌다.

항원-항체 반응은 다클론항체를 포함한 혈청과 희석된 파지를

서로 혼합하고 상온에서 정치하여 유도하였다. 항원과 항체가

반응한 혼합액을 숙주균에 처리하고, 15시간 배양 후 반응하지

않은 파지의 수를 측정하여 항체에 의해 감소한 파지의 수를

결정하여 항체의 titer로 하였다. 3차 면역화에서 2주 경과 후에

다클론항체는 토끼의 심장에서 채혈하여 최종 수확하고 항혈청

중 항체의 계수를 측정하였다. 항체를 포함한 혈청은 −80 oC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다양한 파지와 다클론항체를 교차반응시키기 위하여 파지액

은 식염수에 희석하여 이중층 방법으로 도말하여 계수를 측정

하였다. 적절한 희석 배수가 선정된 파지는 희석한 다클론항체

와 각각 혼합하고, 파지-항체 혼합액은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정

치하여 충분히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결합하게 하였다. 이중

층 방법으로 파지-항체 혼합액을 도말하여 25 oC에서 15시간동

안 배양하여 pfu를 측정하였다.

버섯조직함몰검정법(Pitting test)

버섯조직함몰검정법은 양송이버섯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양송

이버섯의 갓 부분과 자루 부분을 절단하여 수평을 이루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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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부분의 절단면에 배지(control), 균주 배양액(108-109 cfu/mL),

균주배양액+파지, 균주배양액+파지액+항체, 균주배양액+항체를

각각 10 μL씩 점적하여 흡수시켰다. 각 용액을 점적한 버섯은

12-24시간 동안 25 oC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중 증류수로 적신

여과지를 넣고 밀봉하여 수분 증발을 방지하였다. 반응에 대한

평가는 점적부위의 변색과 함몰 정도를 관찰하여 이루어졌다.

결과 및 고찰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항체 생산

항체의 생산은 고농도의 파지액과 항원보조제(Freund’s adjuvant)

의 혼합액을 토끼의 근육 및 피하에 주입하여 이루어졌다. 다

클론항체의 역가는 토끼에 파지항원액을 1차 주사하여 면역화

하였을 때, 104 Ab/mL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차 주사하였을

때에는 105 Ab/mL 이상 증가하였다(Fig. 1). 최종적으로 항체

는 3차 주사를 통하여 107 Ab/mL 이상 증가하였을 때, 채혈하

여 얻었다. 항원으로 사용한 파지는 숙주균의 소그룹에 따라

P1α 그룹의 φ6264와 φHK2, P1β 소그룹의 φHK19, P1γ 소그

룹의 φHK23이 선발되었다. 최종적으로 얻은 항체들 중 φ6264

에 대한 항체 Abφ6264는 2.0×107 Ab/mL 이상, φHK19에 대한

항체 AbφHK19와 φHK23에 대한 항체 AbφHK23은 1.0×107

Ab/mL 이상의 활성으로 수확하였으나, φHK2에 대한 항체

AbφHK2는 다른 다클론항체와 비교하여 낮은 1.0×106 Ab/mL

이상으로 수확하였다. 수확한 다클론항체는 해당 파지에 매우

특이적으로 작용하였고, 파지는 항체와의 결합시 갈반병균에 대

한 공격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렸다.

Pitting test에서의 항체에 의한 파지 억제 효과

다클론항체는 항체 생산에 사용한 파지와 강하게 항원-항체 반

응을 하여 파지를 불활성화하였다. 갈반병 원인균주 P. tolaasii

6264, P. tolaasii HK2, P. tolaasii HK23은 버섯표면에 접종시

갈반을 심하게 형성하였으나, 각 균주에 특이적인 파지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들 균주에 의한 갈반형성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Fig. 2). 또한, 갈반병 원인균주와 특이적인 파지, 그리고 해당

파지의 항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항체에 의해 파지가 불활성화

됨으로써 병원균에 의한 병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여 갈반이 형

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항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파지-

항체 반응에 의한 파지의 불활성화로 병원균에 의한 갈반 형성

은 저해되지 않았다. 반면, 각 병원균주와 다클론항체를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는 갈반형성이 관측되어 파지의 항체는 갈반병 균

주와 상호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그룹별

파지 항체를 이용한 모든 실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버

섯표면에서 파지의 항체가 숙주균의 존재와 관계없이 특이적인

파지와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며, 다클론항체가 버섯재배 환

경에서도 특이적으로 해당 파지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였다.

Fig. 2 Effects of phages and antibodies on brown blotch formation by

pathogenic strains. Pathogens were inoculated with or without their

corresponding phages and polyclonal antibodies on the surface of

mushroom. (A) P. tolaasii 6264, (B) P. tolaasii HK2, and (C) P. tolaasii

HK23

Fig. 1 Increase in antibody titers by boost injections. Phages were mixed

with Freund’s complete adjuvant at 1st injection and with Freund’s

incomplete adjuvant at 2nd and 3rd boost injections. Titer of antibody

was measured at 1 week after each boos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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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에 의한 파지의 불활성화

다클론항체는 각 소분류별 갈반병 균주에 특이적인 파지들을 순

수분리한 후, 이들을 항원으로하여 생성시켰지만 파지의 표면

capsid 단백질 구조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다른 종류의 파지들

에도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파지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9]. 따

라서, 한 가지 항체를 여러 파지에 처리하여 파지에 대한 불활

성화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항원으로 사용한 파지와 그 외 다양

한 파지 사이에 구조적 유연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선발한 8가지의 파지들과 4종류의 다클론항체를 각각 교차반

응시켰다. 먼저, 파지 φ6264의 경우는 자신의 항체인 Abφ6264

에 의해 완벽하게 불활성화되어 파지에 의한 용균반이 생성되

지 않았고, 나머지 다른 항체들에 의해서는 φ6264의 활성이 억

제되지 않았다. 항체에 따라 파지의 활성이 약간 감소하는 것

이 관측되었으나, 이는 파지와 항체의 비선택적 결합에 의한 것

으로 여겨진다. 파지 φ6264의 용균반 크기는 항체 AbφHK23을

처리하였을 때 작아졌으나, 파지의 활성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않았다(Fig. 3, top). 파지 φHK1과 φHK2는 항체 Abφ6264에

의해서 불활성화 되었고, 이는 파지 φHK1과 φHK2, φ6264의

capsid 단백질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성분을 포함함을 보여준다.

세 가지 파지의 각 숙주균이 모두 P1α 소그룹에 속하여 밀접

한 연관이 있기에 이들의 파지 사이에도 구조적인 연관성이 있

을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이다. 같은 소그룹에 속하는 파지

φHK2는 자신의 항체인 AbφHK2와 같은 소그룹의 Abφ6264에

의해서만 저해되었다.

Fig. 3 Effects of various polyclonal antibodies on the formation of phage plaques. Phages were inoculated with their corresponding pathogenic strains

and antibodies. N, complete neutralization and no plaque formation; red circle, example of tiny plaque formed by phage

Table 1 Cross-reactivities of phages and polyclonal antibodies 

Phage
Antibody

P1α P1β P1γ 

φ6264 φHK1 φHK2 φHK19 φHK7 φHK16 φHK22 φHK23 

P1α 
Abφ6264 ◎ ○ ○ × × ○ × ×

AbφHK2 × × ◎ × ○ × ○ ○

P1β AbφHK19 × × × ◎ × × × ○

P1γ AbφHK23 × × × ○ ○ ○ ○ ◎

○: complete inactivation, ×: no inactivation, ◎: corresponding bacteriophage for the production of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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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β 소그룹에 속하는 파지 φHK7과 φHK16, φHK19, φHK22

들이 반응하는 항체의 양상은 파지마다 다른 경향을 보였다(Fig.

3). 먼저 파지 φHK7과 φHK22는 숙주균이 P1β 균주 소그룹에

속하는 파지들임에도 P1α 그룹 파지의 항체인 AbφHK2와 P1γ

그룹 파지의 항체인 AbφHK23에 의해 억제되었다. 반면, 파지

φHK16은 Abφ6264와 AbφHK23과 반응하였다. 이들 세가지 파

지들은 같은 소그룹의 항체인 AbφHK19와는 반응하지 않았고

다른 두 그룹의 항체와는 결합하였다. 파지 φHK19는 자신의

항체인 AbφHK19와 AbφHK23과 반응하였다. 재미있게도 P1β

소그룹에 속하는 4가지 파지 모두가 P1γ 균주에서 유래한 파지

의 항체 AbφHK23에 의해 불활성화된 것은 그들이 속한 소그

룹 P1β 보다도 다른 소분류로 분류된 P1γ 그룹의 파지와 외부

단백질에 구조적 연관성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파지 φHK23은 AbφHK2와 AbφHK19, AbφHK23에 의해 완

벽하게 중화되어, 모든 소그룹에 속한 항체에 의해 저해되는 유

일한 파지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P1α 그룹 항체인

Abφ6264에 의해서는 저해되지 않았지만 사용된 파지 중 φHK23

은 다른 파지들과 가장 넓은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항체와 파지의 교차반응성

4 가지 항체와 8 가지 파지들의 항체 반응을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먼저, P1α 그룹에 속하는 항체인 Abφ6264는 P1α에

속하는 3가지 파지 모두를 불활성화시켜, 이 그룹에 속하는 다

른 항체인 AbφHK2보다 P1α 항원에 대한 반응성이 넓었다. 그

러나 Abφ6264의 다른 소그룹의 파지들과 반응성은 오직 φHK16

에서만 나타나, 다른 소그룹의 일부 파지와 반응하는 AbφHK2

보다 오히려 좁은 반응성을 보였다. P1β 그룹의 항체 AbφHK19

는 항원으로 사용한 파지 φHK19와 P1γ에 속하는 파지 φHK23

과만 반응하였다. 그러나 파지 φHK23은 모든 P1β 그룹 파지

들을 중화시켜 항체 중에 가장 많은 항원들과 반응하였지만

P1α 그룹의 파지들과는 전혀 결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φHK23의 capsid 단백질 구조가 P1β와 P1γ 파지들과 가장 넓

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을 포함한 파지와 항체의 교차반응성을 도식화하

였을 때, Fig 4에서 다양한 겹침으로 나타난 교차반응성은 파

지들간의 구조적인 유사성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파지의 구조

적인 유사성의 양상은 16S rRNA 유전자 분석에 의한 분류와

는 차이를 보여주어, 파지의 숙주균이 유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숙주균의 세포막에 흡착하여 균주를 용균시키는 파지의 구조는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교차반응의 정도로 볼 때,

Abφ6264보다는 AbφHK2와 AbφHK19, AbφHK23 항체들이 파

지들과의 교차반응성을 더 많이 보이고 있어 반응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클론항체가 인식하는 파지의

구조가 다양하며, 16S rRNA 유전자 분석으로는 나타난 숙주균

의 근연관계와 숙주균에 따른 파지의 근연관계와는 상당히 다

름을 알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숙주균의 분류는 16S rRNA 유전자 염

기서열을 비교하여 이루어졌다[8].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세균의 분류는 보편적인 방법이나, 갈반병을 유발

하는 P. tolaasii 변이균주들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기에 각

변이균주들의 병원 특성을 잘 나타내진 않는다[15-17]. 기존의

연구에서 갈반병 변이균주들의 병원성 차이는 버섯조직함몰검

정법, 적혈구 용혈활성, 톨라신 침강법의 세 가지 방법으로 확

인하였다. 유전자를 분석하여 얻은 동일한 소그룹의 균주들은

세가지 병원성 측정에서 같은 경향을 보여 유전자 구조에 따른

분류와 각 그룹별 병원성 특성에는 큰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8,18]. 그러나, 파지 항체에 대한 반응성을 이용한 숙주균

의 분류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른 분류와 차이를 보였다[19].

Fig. 4에서는 각 소그룹에 특이적인 파지와 항체사이에 반응성

을 나타냈다. 소그룹에 속하는 파지들과 항체의 상호 반응성을

분석하면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른 소그룹 파지의 종류와 무관

하게 항체는 다양한 파지와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P1γ 그룹의 파지 φHK23은 3가지 다른 항체와 반응하였고, P1β

에 속하는 φHK16, φHK7, φHK22 파지들은 P1α와 P1γ 항체

들과 반응하나 오히려 P1β 항체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 결과

는 서로 다른 소그룹 균주에 특이적인 파지임에도 불구하고 유

전자 염기서열에 따른 분류와는 다르게 다클론항체에 의해 인

식되는 부위를 공유하고 있음 보인다[20,21]. 따라서, 균주 및

파지, 항체 사이의 관계는 파지의 형태학적 특성, 파지에 대한

항체의 인식 부위 [9,22]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균주의

16S rRNA 염기서열에 따른 분류와는 관련이 적은 것을 확인

하였다.

초 록

Pseudomonas tolaasii는 느타리버섯에 갈반병을 일으키는 병원

균주로, 다양한 변이균주들을 분리하여 P1α와 P1β, P1γ 세 가

지 소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각 그룹별 균주들에 특이적인 박테

리오파지를 이용한 파지테라피는 갈반병 방제에 매우 성공적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테리오파지들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

Fig. 4 Schematic diagram of cross-reactivities between phages and

polyclonal antibodies. Red: P1α phages and their antibodies, Yellow: P1β

phages and antibody, Blue: P1γ phage and its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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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그룹별 대표균주을 이용하여 파지를 분리하였고, 이들의

다클론항체를 제작하여 파지들 사이에 유연관계를 조사하였다.

파지 준비물은 1010 pfu/mL 이상으로 토끼의 다리 근육에 주사

하였고, 3회의 반복주사에 의해 다클론항체가 얻어졌다. 파지

φ6264에 대한 항체의 역가는 2×107 Ab/mL 이상, 파지 φHK2

에 대해서는 1×106 Ab/mL, 파지 φHK19와 φHK23에 대해서

는 1×107 Ab/mL 이상이었다. 항체와 이에 특이적인 파지 사이

에는 매우 높은 반응특이성이 있었고, 소그룹이 다른 파지의 항

체와 파지 사이에도 일부 교차반응성을 확인하였다. 파지 φ6264

에서 생성된 Abφ6264는 모든 P1α 소그룹의 파지들과 반응성

을 보였으나, 파지 φHK16을 제외한 다른 소그룹의 파지들과는

반응하지 않았다. P1γ 소그룹에서 생성된 AbφHK23은 P1β 소

그룹의 모든 파지들을 불활성화시켜 가장 넓은 항체범위를 보

였다. 항체와 파지를 이용한 숙주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16S rRNA 유전자 분석에 의한 숙주균의 근연관계와 항체를 이

용한 숙주균의 파지들 사이의 구조적 근연관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박테리오파지의 숙주균 특이성

과 항체를 이용해 측정한 파지의 껍질단백질 구조유사성 사이

에는 약한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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