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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살충성 세균 Photorhabdus의 Insecticidal Toxin과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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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ticidal Toxin and Research Trends of Photorhabdus, Entomopathogenic Bacteria. Jang, Eun-

Kyung and Jae-Ho Shin*. School of Applied Bio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 BT toxin is produced by a soil bacterium Bacillus thuringiensis and has long been used as a biological

insecticide without any competition. Recently, Photorhabdus, a symbiotic bacterium from entomopathogenic

nematodes, family Heterorhabditae, has been researched and discussed as alternatives to B. thuringiensis.

Photorhabdus, which lives in the gut of entomopathogenic nematodes, is a highly virulent pathogen of a wide

range of insect larvae. When an insect is infected by the nematodes, the bacteria are released into the cadaver,

and produce a number of insecticidal toxins. The biological role of the different Photorhabdus toxins in the

infection process is still unclear. Photorhabdus toxin complex (Tc) is highly secreted gut-active toxin and has

been characterized as a potent three-component (A, B and C) insecticidal protein complex. These components

are necessary for full oral activity against insect larvae. The Photorhabdus PirAB binary toxins exhibit a

potent injectable activity for Galleria mellonella larvae, and have oral toxicity against mosquitoes and cater-

pillar pest Plutella xylostella. Other toxin, ‘makes caterpillars floppy’ (Mcf) showed injectable activity on cat-

erpillars. Recombinant Mcf triggers apoptosis in both insect hemocytes and the midgut epithelium and carries

a BH3 domain. In this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otorhabdus and the nematode is discussed and

recent important insecticidal toxins from Photorhabdus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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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가하는 화

학살충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는 지금 환경 친화적인 생물농약 관련 기술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

이 높은 생물농약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

관 및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

물농약의 개발 및 제품화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의 주요 농

약회사는 몬산토, 아그레보, 마이코젠, 칼젠, 바이엘, 제네카,

에코젠, 파이오니머 등 10여 개에 달한다.

생물농약은 크게 생화학 농약, 미생물 농약, PIP(Plant

Incorporated Protectant) 농약, 기타제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백여 종의 생물농약이 연구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60여 종의 생물농약 제품

이 실용화되어 있다. 살충생물농약 시장의 대부분은 BT

(Bacillus thuringiensis) 제제로 미생물 자체를 제제화하거나

독소단백질만을 다양한 형태의 제형으로 가공하여 상품화하

고 있다. 그러나 BT 제제는 방제할 수 있는 해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BT 독소에 대한 저항성 해충이 출현하는 문

제가 발생함에 따라, BT를 대체하거나 대상 해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미생물 살충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BT 제제의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곤충병원성 선충(Entomopathogenic nematodes)

에 공생하는 살충 공생균과 이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살충성

독소(insecticidal toxin)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Photorhabdus와 곤충병원성 선충

Photorhabdus 속 세균은 곤충에게 독성을 갖는 선충(곤충

병원성 선충, Entomopathogenic nematode, EPN)의 장내

공생균으로, 독특한 종류의 살충 단백질 독소를 분비하여 선

충이 감염된 곤충의 생명 활동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6]. 이러한 Photorhabdus은 분류학적으

로 Enterobacteriaceae 과에 속하나, 특징적으로 질산염을 환

원시키지 못하고 황색 및 적색 안료를 생산하는 생물발광성

(Bioluminescens) 세균이다[18]. 곤충병원성 선충 유래의 공

생세균은 크게 Photorhabdus 와 Xenorhabdus 속으로 분류

되며, 표현형의 차이(Catalase 및 생물발광의 존재 여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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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질 지방산의 차이 및 숙주가 되는 선충(Photorhabdus-

Heterorhabditidae과 선충 유래; Xenorhabdus-Steinernematidae

과 선충 유래) 등에 따라서 구별된다[18]. Photorhabdus 속으

로는 곤충병원성 선충 유래의 P. luminescens, P. temperata

와 인간의 상처부위에 염증 및 괴사를 일으키는 P. asym-

biotica 등 3가지 종이 발견되었다(Fig. 1)[22].

Photorhabdus 속의 생활사(life cycle)는 다른 세균에 비하

여 복잡하며(Fig. 2), 선충 유래 P. luminescens와 P.

temperata는 각각 공생하는 선충의 종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16]. 이러한 Photorhabdus는 Heterorhabditis infective

juveniles의 장(gut) 앞부분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들 공생

체(선충-공생균)는 선충이 infective juveniles(IJs)일 때 곤충

에 감염되며 선충은 곤충의 입이나 항문(anus), 기문

(spiracles)으로 들어가거나, 구강부의 치설 (buccal tooth-like

appendage)을 이용하여 곤충의 표피층(cuticle)를 뚫고 들어

가게 되며 그 후에 선충의 기생생활(parasitism)이 시작된다

[4]. 선충은 곤충의 혈림프(hemolymph)에 공생세균을 유리

(release)시키며, 유리된 공생균은 감염된 곤충 내에서 다양

한 살충성 독소 및 항생물질들을 만들어내어 곤충의 면역체

계를 저하시키며 패혈증을 일으켜 48시간 이내에 곤충을 죽

인다. 그리고 선충은 공생균에 의해 변화된 곤충 조직과 공

생균의 세포를 섭취함으로써 영양원을 제공받게 되고, 곤충

사체에서 번식하게 된다. 곤충 사체 내에서 증식한 수 만 마

리의 선충은 공생균과 다시 공생체를 형성하게 되며, 곤충
Fig. 1.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ultilocus sequence

typing phylogeny of the genus Photorhabdus [22].

Fig. 2. The life cycle of the entomopathogenic nematode Heterorhabditis and its bacterial symbiont Photorhabdus [16]. The Photo-

rhabdus has three essential roles during its interaction with the insect and the nematode. First, Photorhabdus must be able to colonize the

gut of the infective juvenile (IJ). Second, after regurgitation into the insect hemolymph, Photorhabdus must be able to kill the insect larvae

with insecticidal toxins and Photorhabdus-infected insect larvae change color due to the production of an anthraquinone pigment by the

bacteria. Finally, Photorhabdus provide nematode growth and development within the insect cad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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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를 탈출하여 새로운 곤충 숙주를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균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생활사(life cycle)을 가진

Photorhabdus는 곤충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병원균(efficient

pathogen)으로 작용하며 공생하는 선충의 infective juveniles

(IJs) 단계에서 군체형성(colonization)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이들 공생체(선충-공생균)는 딸기, 버섯, 잔디와 같

은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물학적 해충방제제로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방제 대상 해충에 매우 효과적이다[12].

Photorhabdus와 같이 곤충에 대한 병원성을 가진 세균들

이라 할지라도 곤충에 대한 반수치사량(LD50)이 10,000 cells

이하일 경우에만 곤충병원성 세균으로 간주되는데[8], 곤충

병원성 세균의 한 종류인 Xenorhabdus 속 세균은 숙주 선

충, Steinernema와 같이 삽입될 경우에만 높은 병원성을 나

타내지만(꿀벌부채명나방 유충에 대하여 LD50 < 100 cells),

숙주 선충이 없는 공생균만으로는 병원성이 매우 낮아진다

(LD50 > 5,000 cells)[1, 2]. 그러나 같은 선충공생균 중에서

도 Photorhabdus 속 세균은 숙주 선충이 없더라도 꿀벌부채

명나방의 유충에 대한 LD50이 100 cells 이하로 보고되고 있

다[17]. 게다가 이들 중 일부 종은 곤충에 대한 경구독성을

가지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독소는 곤충의

digestive epithelium 및 gut lumen과 body cavity에도 활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13]. Photorhabdus의 단독

배양체가 해충에 대한 주사독성 및 경구독성을 가지는 특징

은 생물학적 해충방제제의 개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고 할 수 있다.

Photorhabdus의 insecticidal toxins

곤충병원성 선충의 곤충 감염 시, 곤충의 직접적 치사를

야기하는 Photorhabdus 유래 살충독소(insecticidal toxins)의

생물학적 기작과 역할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14],

최근 P. luminescens의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full genome

sequencing)이 완료되면서 독소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11]. Photorhabdus의 살충독소는 곤충

에 대하여 경구독성 및 주사독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비

목의 해충에게 경구독성(large orally activity)을 가지는

toxin complexes(Tc’s) 독소와 일부 나방과 모기유충에게 경

구 및 주사독성을 다 가지는 Photorhabdus insect-related

(Pir) 독소, 주사독성만 나타나는 Makes caterpillars floppy

(Mcf) 독소 등, 적어도 3종류(class)의 toxin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된다[5, 14, 16].

Toxin complexes(Tc's)

Tc's 독소는 그람 음성 및 그람 양성 세균이 생산하는 곤

충살충성 독소(insecticidal toxins)이며, 여러 개의 subunit으

로 구성되어 분자량이 큰 살충성 단백질이다[25]. 이러한 독

소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들은 곤충병원성 선충의 공생

균인 Photorhabdus 와 Xenorhabdus에서 먼저 보고되었으

며, 이후에 여러 곤충병원성 세균들(Serratia entomophila,

Yersinia pestis, Y. pseudotuberculosis, Paenibacillus larvae,

P. nematophilus)과 비 병원성 세균들(Pseudomonas syringae

pv tomato, P. fluorescens)에서도 Tc’s 독소에 해당되는 유전

자가 보고되었다[21]. Tc's 독소는 원래 P. luminescens W14

균주의 배양 상등액에 존재하던 여러 개의 독소 단백질로부

터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각각 Tca, Tcb, Tcc, Tcd로 명명된

Tc complex의 복합체로 구성되어있다[5]. 각각의 Tc

complex는 하나의 tc locus에 의해 암호화되며, 각각의 locus

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Open reading frames(ORFs)을 가

진다(Fig. 3)[14]. 이들 각각의 matured complex는 서열 상

동성에 따라 tcdA-like element(A component), tcdB-like

Fig. 3. Diagram of the ABC classification of the tc genes [14]. Note the presence of all three A, B and C components in four tc island

(tcd, tca, tcb, and tcc locus) of P. luminescens W14. The three components are required for full oral insecticid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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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B component)와 tccC-like element(C component)

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며, 이러한 분류는 single genome

상의 Tc's 독소 상동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에서의 Tc's 독소 관련 유전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Photor-

habdus의 Tc's 독소 관련 유전자들의 대장균 내 발현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25], A component인 TcdA만을

발현시킨 애기장대가 박각시나방(Manduca sexta) 유충에 대

한 살충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9]. 대장균 내에서 발

현된 TcdA만으로는 P. luminescens W14의 배양 상등액에서

나타났던 경구독성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B와 C

component를 함께 발현시켰을 경우, A component 독소의

독성을 증강시켜 W14에서 나타내었던 완전한 경구독성이

나타났다[25, 26]. A component 독소의 증강제(potentiator)

로 작용하는 B와 C component는 반드시 같은 cytoplasm

내에서 같이 전사와 번역이 되어야만 독소증강제(toxin-

potentiator)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단백질을 따로 발현

하여 in vitro에서 조합을 시도한 경우에는 경구독성이 현저

히 떨어진다[26]. 이러한 현상의 원인 혹은 기작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C component가 B com-

ponent를 변형시켜서 형성된 B-C complex가 증강제로 작용

한다는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14].

Pir(Photorhabdus insect-related) toxins

Pir 독소는 PirA와 B로 구성된 binary toxin으로 Tc’s 독소

에 비하여 복잡하거나 크지 않다. 이 독소는 P. luminescens

W14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

미노산 서열이 B. thuringiensis의 insecticidal δ-endotoxins

과 콜로라도 딱정벌레의 juvenile hormone esterase(JHE)와

유사성이 있었으며[15], 이후 P. luminescens TT01 균주의

염기서열에서도 확인되었다[3, 11]. 대장균에서 재조합 발현

된 TT01 균주의 Pir 독소는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

유충과 모기 유충에 대하여 경구독성을 나타낸 반면, JHE

활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11]. 최근에는 PirA와 PirB 단

백질이 각각 꿀벌부채명나방 유충에 대하여 주사독성을 가

지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두 개의 단백질을 함께 주사

할 경우 급격한 사망률(morbidity)을 나타내었다(Fig. 4).

PirB는 B. thuringiensis Cry 독소의 pore-forming domain

과 콜로라도 딱정벌레의 hemolymph에서 분리된 신경독소

인 â-leptinotarsin-h와도 상동성이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27],

esterase보다는 살충성 독소로서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게 되

었다.

 

Mcf(Makes caterpillars floppy) toxin

Mcf 독소는 나비목에게 주사독성만을 나타내며, Mcf 1과

2로 구성되어 있다. Mcf1은 genomic library로 제작된 각각

의 cosmid clone을 박각시나방(Manduca sexta)의 유충에 주

사하는 과정 중에 발견되었으며[9], mcf1 유전자를 가진 대

장균이 주사된 박각시나방 유충이 체내 팽압의 급격한 손실

로 인해 ‘늘어져(floppy)’ 보여 ‘Makes caterpillars floppy

(Mcf) toxi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Fig. 5). 대장균에서 발현

된 Mcf1은 곤충의 혈구와 중강의 상피세포에서 괴사

(apoptosis)를 유발시킨다[10]. 이러한 Mcf1 단백질은 pro-

apoptotic BH3 domain과 유사성을 가진 N 말단 부위를 가

지고 있다[10, 14]. 이러한 Mcf1은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변화시켜 cytochrome c를 방출시키며 미토콘드리아의 항상

성에 영향을 주어 세포의 괴사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f2 toxin은 Mcf1의 N 말단이 대부분 잘려진 형태

로 독소의 활성부위는 Mcf1과 차이가 있으나, 아미노산 서

열이 Pseudomonas의 proapoptotic toxin인 HrmA와 상동성

을 가지며 나비목 유충에 대해서도 주사독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보고되었다[23].

그 외의 Photorhabdus Toxins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살충성 독소 이외에도 Photor-

habdus에서는 PhlAB와 같은 two partner hemolysin genes

산물의 세포독성 효과(cytotoxic effect)가 보고되고 있다[6,

28]. 대부분의 그람 음성 병원성 세균은 자신의 단백질을 진

핵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제 3형 분비시스템(Type three

secretion system, TTSS)을 가지는데, Photorhabdus 균주에

서 LopT, LopB, LopD, SopB 등과 같이 제 3형 분비시스

Fig. 4. The effect of PirAB on Galleria mellonella [27]. Left: negative control, right: E. coli harbouring Pi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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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effector-like molecules과 상동성을 가진 유전자가 다

량 발견되었다[7, 20]. 이러한 effector molecules과 관련이

있는, 알려진 분비 시스템으로는 Photorhabdus virulence

cassettes(PVCs)가 있으며, PVC는 15개의 phage 관련 유전

자 및 effector나 독소 관련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꿀

벌부채명나방 유충에 대한 주사독성이 보고되어 있다[24, 30].

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곤충병원성 세균인 P. luminescens TT01 균주[11]와 P.

asymbiotica ATCC43949[29]에 대한 전체 염기서열이 완성

됨에 따라 Photorhabdus의 살충성 독소에 대한 연구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이들의 공생 선충인

Heterorhabditis의 전체 염기서열분석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두 공생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질 것

으로 보인다. Photorhabdus의 나머지 한 종인 P. temperata

K122에 대한 염기서열분석 작업도 현재 영국의 Sanger 연

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다[29]. 흥미로운 것은 P. luminescens

TT01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어떤 세균보다 훨씬 더 많

은 독소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이들의 발현과 상

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기대된다.

현재, 선충과 공생을 하면서 곤충에게는 병원성을 나타내

는 Photorhabdus는 숙주와의 공생관계 및 곤충 병원성 연구

에 있어서 훌륭한 모델 소재가 되고 있다. 또한, 곤충과 인

간에게 동시에 작용하는 병원체인 P. asymbiotica는 인간 질

병의 발생에 있어서 무척추동물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최상

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에게 병원성을 나

타내는 P. asymbiotica의 게놈 크기는 P. luminescens의 게

놈(5.7 M)보다 작은 5.1 M로, Tc's와 Mcf, PVC와 같은 살충

성 독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

다. 또 다른 Photorhabdus 종인 P. temperata K122의 전체

염기서열이 완성되면 이들 세 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독소 단백질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Photorhabdus 종이 가진 살충성 독소들이 실제 친환경 농

업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독소 및 복합체들의 살충력

작용 스펙트럼과 적용 작물의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

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독소와 유전자들에 대한 유

전적 재조합 및 변형 등을 통하여 독소 단백질의 독성과 안

정성, 내열성 증가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표적인 생물농약제제인 BT 독소의 내

성문제를 해결하고 상호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BT와 Tc’s

의 교차 사용 및 혼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으며 Photorhabdus 이외의 tc gene과의 상호 증강(cross-

potentiation)을 통한 독성 증강 연구도 필요하다. 앞으로

Photorhabdus 유래의 tc genes을 이용한 형질전환작물의 개

발과 활용에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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