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 -

Jour. Agri. Sci.

Chungnam Nat'l Univ., Korea

Vol.36(1): 27～40 (2009)

털곰팡이(Phycomyces blakesleeanus)의 생장기간 중 파장별 단색광 

조사에 따른 굴광성 반응과 포자낭병 발생간의 길항관계

이범규1
․ 박애리2 

․ 김혜정2 
․ 신동호3 

․ 최 삼2*1

Antag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Development of 

Sporangiophores and Phototropism Depending on Monochromatic 

Light Wavelengths in Phycomyces blakesleeanus.

Bumkyu Lee1 ․ Ae Ri Park2 ․ Hye Jeong Kim2 
․ Dong Ho Shin3 ․ Kwan Sam Choi2*

ABSTRACT

  Six strains of Phycomyces blakesleeanus (DEL, A56, C9, C47, C111, and G5) were cultured in 

continuous light condition for 6 days.  The increase in fresh and dry weight after the culture period 

was similar in all strains.  However, the increase in fresh weight was sustained throughout the 

culture period in all strains, whereas the increase in dry weight was prominent only during the first 3 

days of culture. The development and phototropism of macrophores was observed after 3 days of 

cul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and phototropism is ascribed to the increase in 

turgor pressure in sporangiophores where water entered.  A56 and G5 showed a higher sensitivity to 

light than C9 and C47, whereas C111 showed no photosensitivity.  Antagonistic 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photosensitivity and development of microphores, suggesting that the development 

and phototropism of macrophores is regulated by a common recognition factor (photo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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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Phycomyces속은 Zygomycetes강, Mucorales목

에 속하는 합균의 일종으로 일반 으로 털곰팡

이로 불린다. 이 털곰팡이를 처음 기록한 사람은 

1817년 Agardh 이었다. 그는 핀란드의 기름공장 

목재 에 피어난 녹색의 거 한 포자낭병을 “곰팡

이”가 아닌 녹조로 생각하여 Ulva nitens로 명명

하 다. 그 후 독일의 Kunze(1823)가 이것이 녹조

가 아니라 곰팡이라는 것을 밝  Phycomyces 속

으로 분류하 다.  1873년 Van Tieghem과 Le 

Monnier가 P. nitens로 명명하 으며, 1925년 

Burgeff가 다시 P. nitens와 P. blakesleeanus 로 구

분하 다. 이때 양자의 분류는 원통형 포자낭의 지

름을 기 으로 이루어졌는데, 자가 15-30 , 후

자는 그 보다 작은 8-12 로 나 었다. 1940년 

Leonian이 그때까지의 P. blakesleeanus의 수집균주

를 부 미국 농무성(USDA)의 NRRL(Northern 

Regional Research Laboratory)에 의뢰하여 보 하

던  Delbrück이 캘리포니아 공과 학으로 가져와 

여러 가지 환경 응변이주를 만들면서부터 본격

인 생리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Enrique Cerda- 

Olmedo & Edward D. Lipson 1987). 

  일반 으로 이들 털곰팡이의 포자낭병의 발생 

 생장은 환경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크기와 길이에 따라 형포자낭병과 

소형포자낭병의 두 가지로 별한다. 형포자낭

병(Giant sporangiophores)은 정배양환경 하에

서는 직립하고 분지하지 않는 형태로 약 10cm이

상 최  30cm까지 자랐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형포자낭병의 정단에는 하나의 포자낭(무성생

식)이 달린다(Fig. 1). 이 포자낭병은 격벽이 없

는 다핵체(coenocyte)의 단세포이다.  형포자

낭의 지름은 약 500 이고 내부에 약 10 개  

이상의 포자를 생산한다.  형포자낭병은 에 

해 매우 민감한 양의 굴성을 가지면서 약 100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Delbrück and Galle 1978).

Fig 1. Photograph of giant sporangiophores of 

Phycomyces. 

  한편, 미소포자낭병은 길이가 3mm부터 10mm이

하 정도이고 포자낭의 지름은 약 100 이하로 약 

10³개 정도의 포자가 들어있다. 미소포자낭병은 

1870년 Carnoy가 처음으로 

“Micro-sporangiophores”라고 명명한 후, “Eptits 

avortons” (DeWever, 1891), 

“Pseudophoroid-sporangien” (Burgeff, 1914), 

“Zwergsporangien” (Rudolph, 1958), “Dwraf 

fruiting bodies”(Thronton, 1972)등의 다양한 이름

으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일반 으로 미소포자낭병

은 이 없는 암소에서 발생하며 소한 공간, 배지

의 높은 수분함량, asparagine성분 결핍배지, 온

에 의해서 그 발생이 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Delbück(1978)은 이 곰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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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생장과 발달분화에 미치는 환경 향을 연구

하는데 매우 합한 미생물체라는 사실을 일 이 

간 하여 빛과 력, 기류(냄새) 등의 “외부환경

정보”를 “수용”하고 이 정보를 “ 달”하여 최종의 

“응답반응” 까지  과정의 해석실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생물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후 

이 균의 (+)와 (-) 의 이성균사간의 합방식이 

매우 특이하고 Dynamic한 형태형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양한 생화학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표 종인 NRRL1555균주와 이것으

로부터 유래된 5가지의 돌연변이주를 사용하여 

생장기간 의 조사되는 단색 이 털곰팡이의 미

소포자낭과 형포자낭의 형성에 미치는 향과 

포자낭병에서만 볼 수 있는 굴 성반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특히 지 까지는 상기의 조

사를 해서 원으로 흔히 단색형 등에 단색 

라스틱 필터를 투과시킨 을 사용하 으나 이

러한  조사장치는 단색 의 투과 스펙트럼의 

범 가 범 하여 정확한 효과를 얻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조사 

장의 스펙트럼 허용범 를 ±10nm이하로 제한된 

순수단색 을 얻기 해  400nm부터 750nm까지

의 장범 를 9가지의 단색 간섭필터를 사용하

여 털곰팡이의 굴 성과 포자낭병 발생에 한 

 효과를 조사하 다. 특히 형포자낭병의 굴

성과 미소포자낭병의 발생 간에 있어  장

에 따른 상호 길항 계를 규명하 다.

II. 재료  방법

1. 공시균주

  본 실험에 사용된 표 종은 Northern Regional 

Research Laboratory (Peoria, IL, USA)에서 분

양받은 NRRL1555(-) 균주이다. 5종의 돌연변이 

균주(A56, C9, C47, C111, G5)는 Tohoku 

University (Japan)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으며, 

이들 돌연변이 균주  A56과 G5는 (+) mating 

type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C9, C47, C111 균주

는 (-) mating type을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

된 균주의 유 , 표 형  특징은 Table 1에 

기술하 다.

2. 배지  배양 방법

  Phycomyces 배양을 한 합성배지는 S-IV배

지에 yeast extract와 Casiton(Difcocco.)을 첨가

한 S-IV+YC배지를 사용하 다(Table 2).

  포자낭병의 굴 성을 조사하기 해서는 동일

한 조건 하에서 균일하게 자란 공시균주의 동조

생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  이들의 포자를 5

0℃에서 10분간 처리하여 휴면을 타 시킨 포자

탁액 2 를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배지

앙에 살포 한 후, 20℃ 암소에서 배양하 다. 그 

후 균일하게 퍼진 균사 생장부의 선단부 를 직

경 3mm의 cork borer로 떼어내 배지 앙에 옮

겨 치상한 후, 20℃ 항온실에서 배양하면서 여러 

가지 장의 단색 간섭필터를 투과한 을 이용

하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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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V+YC Medium(per 1L)

Asparagine 2g

Nutrition stock solution* 20ml

Yeast extract 1g

Castion 1g

D (+)-Glucose 20g

Agar 15g

  

*Nutrition stock solution times

      50 ×  concentration (per 1L)

   Macroelement

KH2PO4 25g

MgSO4 7H2O 25g

14%(w/w)CaCl2 10ml

Thiamine HCl 100mg

Chloroform 2-3ml

   Microelement solution**

**Microelement solution

Trisodium Citrate H2O 2g

Fe(NO3)3 9H2O 1.5g

ZnSO4 7H2O 1g

MnSO4 H2O 300mg

CuSO4 5H2O 50mg

NaMoO 2HCl 50mg

Table 1. Characteristics of genotype and phenotype on six strains used in this experiment.  

 Strain Genotype Procedure  Phenotype

NRRL1555 wild type  standard species

 A56 (+)  wild type strain (isogenic to NRRL1555)

 C9 carR21(-) NTG, 1  red; lycopene accumulation

 C47 madA35(-) NTG, 1  class 1.1

 C111 madB103(-) NTG, 1  class 1.1

 G5 wild type(+)
 thick sporangiophores,

 weak sexual reaction

Table 2. Composition of the minimal medium for obtaining Sporangioph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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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  단색  조사방법

  순수 장의 단색 에 의한 형포자낭의 굴

성과 소형포자낭의 발생양상을 알아보기 하여 

일본 아사히테크노그라스 주식회사의 간섭필터와 

일본 TOSHIBA 자주식회사의 색유리필터를 조

합시켜 사용하 다. 비한 간섭필터(interference 

filter)는  400, 420, 450, 550, 580, 600, 620, 650, 

750nm의 9개로 이를 사용한 특수  조사장치를 

제작하 다(Fig. 2). 

  조사방법으로는 털곰팡이의 형포자낭병 굴

성반응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발한 바늘구멍

방식(Pin-hole method)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두개의 캔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먼  각각의 돌

연변이 균주를 치상한 무균의 Polystyrene Petri 

dish(50x15mm) 체를 알루미늄포일로 감싼 후 

포일 상면의 동서남북방향으로 바늘구멍을 내어

(Pin-hole method) 직경 5cm의 시  커피 캔 

에 올려놓았다. 그 에 상면을 제거한 7cm 쥬스

캔을 우고 상면부 에 간섭필터와 색유리필터

를 조합시킨 필터를 덮어 워 빛이 필터를 통과

하도록 하 다(Fig. 2). 이때 원으로는 

400~550nm까지는 청색형 등을, 600~700nm까

지는 색형 등을 사용하 다. 각각의 단색  

에 지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Glass filter

Interference

filter

      Light 

   

 Φ45 mm
 petri dish

Φ50mm inner can

Φ70mm outer can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interference filter box. Light irradiation was provided with 

florescent lamps above boxes and cultures were maintained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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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length

                   (nm)

Photometrics

400 420 450 550 580 600 620 650 750

Radiometric

(Wm-2)
0.27 0.41 0.11 0.20 0.61 0.55 0.22 0.46 0.93

PAR (μEm -2s-1) 1.0 1.75 0.33 0.99 3.2 3.1 1.1 2.8 1.0

Radiometric

(Wm-2)
2.05 3.1 0.56 1.4 4.3 4.1 1.45 3.6 9.2

PAR (μEm -2s-1) 8.0 12.0 1.7 6.1 26.0 22.0 19.0 23.0 6.9

Table 3. Energy distribution of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irradiated by florescent lamp 

(3,000erg/m2/sec).

4. 생 량  건물 량 측정방법

  각 시료별 생 량은 포자 치상 후 배양 일시

에 따라 균사  포자낭병을 하나씩 핀셋을 이용

하여 거의 모두 채취해 측정하 으며 이때 특히 

배지가 묻어나지 않게 조심하 다. 각 처리구로

부터 뽑아 낸 시료는 즉시 정 화학 자 울

(OHAUS analytical valance)을 이용하여 계량하

다. 건물 은 생 량을 계량한 시료를 다시 

Dry Oven에 넣어 약 48시간 정도 통풍건조 시킨 

후 정 하게 수집했다. 모든 시료는 4반복으로 

처리한 것 부를 하나로 모아서 계량하여 결과

를 얻었다.    

       

III. 결과  고찰

1. 돌연변이균주 간의 생육차이

  털곰팡이의 포자낭병의 발달 성장에 해서는 

일 이 Castle(1942)이 4개의 생장단계가 있음을 

잘 정리하 다. 그에 의하면 균사로부터 분화한 

어린 포자낭병은 에서 찰하면 시계방향으로 

회 하면서 선단부가 신장해 나가는 1단계 생장

과, 포자낭병의 신장 생장이 멈춘 후 선단부의 

공 모양으로 팽창된 포자낭이 형성되어지는 시기 

(제2단계), 그리고 포자낭이 완성되면 일시 으

로 포자낭과 포자낭병의 생장이 멈추고 회 도 

멈추는 시기(제3단계), 그 후 포자낭 바로 아래

의 약 1~3mm의 부근에서 새로운 생장역이 생

기면서 신장 생장이 시작하는 데 이때 아주 짧은 

시간에 약간 시계 반 방향으로 몸을 뒤튼 후 곧

이어 시계방향으로 생장이 시작된다(제4단계). 

제 4단계는 본격 인 형포자낭병의 생장기로 

평균생장속도는 시간당 약 3mm로 30 시간 이상 

계속 신장한다. 부분의 굴 성 연구는 제 4단

계에 어든 포자낭병이 상이 이었다. 그리고 

이들 포자낭병의 발생은 포자 종 후 약 4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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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weight of mutant lines during 6 days of cultures. 

(A: fresh weight, B: Dry weight)

 

  본 실험에서는 이들이 충분히 생육한 6일 후의 

생장만을 비교하 다. Fig. 3. A 와 B는 본 실험

에 공시한 야생형의 DEL이외의 5가지 돌연변이 

주(A56, G5, C9, C47, C111)에 한 생육조사결

과이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 6종

의 털곰팡이는 건물 과 생 량에 있어서 약간

의 균주간 차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체 인 패

턴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 다. 그러나 6

균주 모두 생 량에 있어서는 배양 6일 후까지 

계속 증가를 보여 주었으나 건 량은 3일 이후

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6종 모

두가 3일 이후에 보여주는 형포자낭병의 굴

성이 생장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포자낭

병 안으로의 수분 유입으로 인한 세포 체 의 증

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편차생장은 생장 4단계 이후에 포자낭

병의 생장이 거의 멈춘 후에 포자낭병으로 유입

된 수분에 의한 팽압(turgor pressure)에 의한 것

이며 이들 팽압을 일으키는 으로 청색 이 매

우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2. 돌연변이 주에서 보여지는 가시 역 하에서의  

굴 성 반응의 차이

  Table 4와 Table 5는 6종의 각 돌연변이주에 비

교  높은 에 지의 단색 과 그 보다 약 1/8정도

의 낮은 에 지의 을 조사한 후 굴 성을 조사

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야생형인 

DEL보다 높은 감수성을 보이는 것은 A56과 G5

이었다. 그러나 C9, C47, C111등은 DEL에 비해 

상당히 낮은 굴 성을 보 으며 C111은 어느 

장 역에서나  굴 성을 보이지 않아 굴 성

에 여하는 유 자(madA, madB, madC)가 모

두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4).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실로는 가장 민감한 돌연변이 

주인 A56과 G5가 약 23    정도

의 색  역인 620nm는 물론 650nm까지 굴

성을 보인다는 이다. 이 은 부분의 곰팡이

에게 안 으로 여겨온 색 에도 감수성을 보

이는 균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한 상기의 사실로 통해 털곰팡이의 굴 성에는 

단지 질 뿐만이 아니라 의 세기(에 지)도 크

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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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nm) white 400 420 450 550 580 600 620 650 750 dark

량

    

Strain  

1,590 8 12 1.7 6.1 26 22 19 23 6.9 0

A56 +++ +++ +++ +++ +++ +++ +++ +++ ++ - -

G5 +++ +++ +++ +++ +++ +++ +++ +++ ++ - -

DEL ++ ++ ++ ++ ++ ++ ++ ++ + - -

C9 + + + + + + + - - - -

C47 + + + + - - - - - - -

C111  -  -  -  - - - - - - - -

Table 4. Phototropism strengths of six different isolates under high energy irradiation with nine 

different wavelengths.

장(nm) white 400 420 450 550 580 600 620 650 750 dark

량

    

Strain  

252 1 1.75 0.33 0.99 3.2 3.1 1.1 2.8 1.0 0

A56 ++ ++ ++ ++ ++ ++ + ++ - - -

G5 ++ ++ ++ ++ ++ ++ + - - - -

DEL ++ ++ ++ ++ ++ ++ + ++ - - -

C9 + + + + + + + - - - -

C47 + + + + - - - - - - -

C111  -  -  -  - - - - - - - -

Table 5. Phototropism strengths of six different varieties under low energy irradiation with nine 

different wavelengths. 

+++ very strong, ++strong,  + common,  -negative 

+++ very strong, ++strong,  + common,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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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hototropism of macrophores on six strains of P. blackesleeanus under different ligh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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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소포자낭병 발생에 미치는 각 단색  장

의 향

  가시 역 각 장에 따른 미소포자낭의 발달도 

돌연변이주 사이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Fig. 5). DEL은 장이 길어질수록 미소포자낭

이 더 많이 발달했고 특히 750nm(far-red 역)과 

암 조건에서는 많은 미소포자낭이 발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A56, C9도 장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미소포자낭이 발생하 고  특히 650nm이

상에서 많이 생겨났다. 이와는 달리 C47과 C111은 

장에 따른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C111은 다른 돌연변이주에 비해 어느 조건에서나 

매우 많은 미소포자낭을 형성했다. C111과 반 로 

G5는 특히 600nm이하의 짧은 장에서는 거의 

미소포자낭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만 암소에서

만 많은 수  증가를 보 다. C9의 경우도, 형

포자낭병이 매우 게 는 거의 자라지 않았다. 

한편 포자낭의 수도 고 그 색깔도 성숙한 포자

낭의 것이 아니었다.

4. 미소포자낭병 발생과 형포자낭병의 발생, 그

리고 굴 성과의 길항 계

  Fig. 6 은 장별 형포자낭병의 굴 성 반응

과 미소포자낭병 발생에서 보여주는 장의존

인 길항 계를 명확하게 보여 다. 즉 6가지 털

곰팡이의 형포자낭병이 보여주는 굴 성의 다

양함과 미소포자낭병 발생 간의 길항  장역을 

살펴보면 민감한 굴 성을 나타내는 A56과 G5

에 있어서는 색 역 650nm 부근에서 길항 계

가 보이는 데 비해, C9과 DEL의 경우는 620nm

부근에서 보이며 굴 성이 약한 C47은 550nm부

근에서부터 길항 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i 등(1982)이 양상추 종자의 

발아 진  억제 상이 550nm부근부터 역

치 상을 보여주는 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그러나 550nm의 은 A56, G5, DEL, C9 등 거

의 모든 변이 주에서는 강한 굴 성과 강한 미소

포자낭병 억제를 보이는 역이기 때문에 앞의 

결과와 좋은 조를 보이고 있다. 

Fig. 5 Number of micro sporangiophores per petri-dish produced under different light 

wave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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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tag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development of micro sporangiophores(solid lines) 

and phototropism(dotted lines) depending on light wavelengths during growth period in 

DEL and five different mutants. 

                              

  Fig. 6의 결과는 장에 따른 형포자낭병의 

굴 성 반응과 미소포자장병 발생 간에서 보여주

는 장의존성의 길항 계를 명확하게 보여

다. 감수성을 갖지 않는 C111을 제외한 5가지 

털곰팡이 모두 형포자낭병의 굴 성을 청색

에서 강하게 보여 땐 미소포자낭병의 발생은 

강하게 억제되지만 장이 길어짐에 따라 굴 성

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 서서히 미소포자낭병의 발

생은 증가하는 길항 계를 보여 다. 이때 A56과 

G5에 있어서는 색 역 650nm부근에서부터 길

항 계가 성립되는데 비해, C9과 DEL의 경우는 

620nm부근에서 보이며 굴 성이 약한 C4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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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nm부근에서부터 길항 계가 성립되었다. 

  결론 으로 이들 형포자낭병의 굴 성에 

한  감수성과 미세포자낭병의 발생간에는 길항

인 계가 성립됨이 확인되었다. 즉 돌연변이

된 6균주 모두 형포자낭병의 굴 성이 단 장

의 청색 하에서 강하게 나타나다가 장 장의 

색 역에선 그 반응이 감소되면서 미소포자낭병

의 발생이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형포자낭의 

발생  굴 성과 미소포자낭병 발생 간에는 

장의 인식인자( 수용체)가 하나의 공통  기

작에 의해 조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요

  털곰팡이 야생종(DEL)과 5균주의 돌연변이

(A56, C9, C47, C111, G5)를 명소에서 6일간의 

생장을 조사한 결과 생육일수에 따른 생 량의 

증가나 건물 의 증가는 공시한 6균주가 동일한 

경향을 보여 돌연변이 균주간의 차이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 량과 건물 의 패턴 변화

는 큰 차이를 보여 공시 균주 모두 배양 후 3일 

이후부터는 건물 의 증가는 뚜렷하지 않으나 

생 량만은 계속 증가하 다. 이러한 사실은 배

양 3일 이후에 형성되는 형포자낭병의 발생과 

굴 성이 건물생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분유입팽창력 따른 편차생장 때문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균주 간에서 보이는 장별 굴

성의 감수성은 A56과 DEL, G5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 색 의 장역에서도 굴 성을 보이는 

반면 C9 과 C47은 청색  역에서만 약한 감수

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111은  굴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형포자낭의 굴 성에 

한  감수성과 미소포자낭병의 발생 간에 어

떤 길항 인 계가 성립됨이 확인되었다. 즉 6

균주 모두 형포자낭의 굴 성이 청색 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다가 색 역에선 그 반응이 감소

되면서 미소포자낭병의 발생이 오히려 증가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형포자

낭의 발생  굴 성과 미소포자낭병의 발생 간

에는 장의 인식인자( 수용체)가 하나의 공

통  기작에 의해 조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

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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