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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약은 병해충과 잡초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전략의 주

요 구성요소이나 약제저항성 발달과 진화는 항상 진행 중에

있는 실질적인 이슈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처리는

농업환경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주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작물수량과 품질에 손실을 야기

하는 251개 진균병원체 중 27개는 심각한 저항성으로 살균

제 방제가 곤란한 그룹이었다(Hollomon, 2011). 이러한 현

상은 살충제와 제초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저항성관리는 추가비용이 요구되지만 손실된 부분을 정량

하는 포장 시험자료는 미흡한 실정으로 1980년대 수행된 곡

물 눈무늬병균(Oculimacula yallundae) 포장시험에서 MBC

(benzimidazole계) 살균제는 저항성으로 방제에 실패하여 고

가의 prochloraz[C15H16Cl3N3O2]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Fig. 1).

국내에서는 제초제저항성위원회(HRAC, Herbicide Resistance

Action Committee)가 분류한 B그룹 ALS(acetolactate synthase)

억제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알방동사니 Cyperus difformis 등

7종이 보고 되었고(농과원, 2009), 농약정보센터에서는 논에

발생하는 물옥잠(Monochoria korsakowii)과 미국외풀

(Lindernia dubia L. Pennell) 등 12종의 잡초에 저항성관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약의 다양한 작용기구(mode of action, MoA)는 수많은

저항성관리 전략에 핵심역할을 해 왔으며, 그 예로 azole 아

날로그 살균제에서는 sterol α-demethylase가 중요한 작용점

임이 입증되었고, 새로운 MoA의 neonicotinoid계 살충제

개발로 해충 저항성을 해결하였다.

다양한 작용기구의 신규농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용 가

능한 수는 제한적이고, 더욱이 환경과 건강문제로 야기되는

입법규제는 일부 핵심 MoA를 갖는 농약까지 퇴출되어 저

항성관리에 리스크가 추가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품목으로는 살균제 522,

살충제 436, 제초제 440, 합제 49, 생장조절제 46, 기타 9

품목을 비롯하여 1,502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농약에 대한

저항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저항성관리

수단 확보를 위한 새로운 MoA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검

토하였다.

세포골격

면역형광영상과 단백질 분리기술 발달로 세포골격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중합단백질은 원형질막 내에

서 다양한 기능의 골격(scaffold)을 공급하며 spectrin, integrin,

REVIEW

Fig. 1. O. acuformis(top), O. yallundae(bottom)1) and infected
wheat(right).

1) Eyespot breakthrough welcomed: http://ji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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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yrin이 함유된 골격은 원형질막을 안정화하고 막을 통한

대사물질 전달에 필수인 골지체나 소낭 및 소포체(ER)처럼

막 기능이 연루된 다른 단백질에게 부착장소(Fig. 2)를 제공

한다(De Matteis 등, 2000).

Spectrin 중요성은 감자역병균(Phytophthora infestans)유주

자의 신속한 세포용해와 팽윤을 야기하는 새로운 benzamide

계 살균제 fluopicolide 작용기구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이

현상은 spectrin 유사단백질과 상호작용에서도 발생하였다.

미소관은 모터단백질과 협력하여 세포기관을 운반하는 골

격을 제공하는 것이 규명되었고 β-tubulin 구성성분은 이미

농약작용점이 되지만 최근 도입된 benzamide계 살균제

zoxamide[C14H16Cl3NO2]는 β-tubulin 내 다른 부위를 공격하

여 교차저항성을 야기하지 않았다. 결정화나 단백질분석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대체부위 발견을 위한 보다 직접

적인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저항성극복이나 유용한 작용

기구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벽

진핵생물의 조직형태는 주로 탄수화물 중합체로 결정된다.

식물과 진균에서 셀룰로오스는 필수 세포벽 구성요소로 본

합성에는 원형질막에서 일련의 멀티단백질 합성효소 복합체

의 동조반응 반복이 연루되어 있다(Doblin 등, 2002).

Fig. 3에서와 같이 CesA 단백질 N말단의 Zn집게 부위는

산화환원형태로 존재한다. 환원조건에서 이 부위는 2개의

Zn 이온을 조절하여 지질전달단백질(LTP), metallothionein

(Mt), 미세소관(MT) 및 cysteine 단백질분해효소와 상호 작

용한다. 산화조건의 CesA 단백질은 자체 또는 다른 CesA

단백질과 이량체를 형성할 수 있다. 셀룰로오스 합성을 억

제하는 제초제가 Korrigan cellulase(Kor), 수크로오스 합성

효소의 원형질막 관련형태(pm-SuSy) 및 actin과 같은 단백

질과 결합하면 셀룰로오스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저지

한다.

세포벽 형성을 교란하는 범위는 식물합성효소 복합체 중

셀룰로오스 합성효소 CESA6을 작용점으로 하는 benzamide

계 제초제 isoxaben[C18H24N2O4]로 설명할 수 있다(Desprez 등,

2002). 잡초가 발아하기 전 사용되는 isoxaben은 고등식물의

셀룰로오스 합성을 억제하는데 이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애기장대 돌연변이에서 두 유전자 좌 ixr1-1, ixr1-2 및 ixr2-

1이 동정되었고 최근에는 IXR1의 셀룰로오스 합성효소 촉

매 서브유닛 CESA3 코딩이 확인되었다.

IXR2 복제와 다른 셀룰로오스 합성효소 isoform CESA6

코딩이 확인되었으며 ixr2-1 유전자가 CESA6 C말단에 인

접한 아미노산을 치환하여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면 CESA계

멤버에 잘 보전된다(Desprez 등, 2002).

새로운 살균제 mandipropamid[C23H22ClNO4]는 감자역병

병균(Phytophthora infes- tans) CesA3 유전자에 코딩된 합

성효소복합체(synthase complex)의 다른 단백질을 작용점으

로 신속한 세포파괴를 야기하거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여

일부 진균을 선택적으로 방제하나 식물에 미치는 유해영향

은 없었다. 따라서 이 복합체에는 다른 단백질이 존재하여 새

로운 작용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Grenville-Briggs 등,

2008; Blum 등, 2010).

시그널 형질도입

다세포생물은 다양한 환경시그널에 반응하고 적절한 배우

자를 찾거나 영양소스를 개척하기 위해 세포 간 소통이 필

요하며, 이들 정보는 시그널 작용에 필요한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포핵에 전달된다. 최근의 생화학 연구는

다양한 시그널 형질도입 경로 정의와 상이한 경로 간 상호

작용에 집중되었다.

가장 잘 규명된 경로로 삼량체 G단백질과 결합한 막

spanning 단백질수용체가 이들 시그널을 받은 후 일련의 인

산화효소를 통한 GTP-GDP 인산화를 거쳐 핵에 전달한다.

상이한 경로 간 교차작용(cross talk) 때문에 G단백질을 작

용점으로 하면 유용한 다면발현결과를 가질 수 있어 저항성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신경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살충제 신경과학

연구에서 또 다른 시그널 경로 가능성을 보였으며 노랑초파

리(Drosophila melanogaster)를 모델(Fig. 4)로 후각세포의

Fig. 2. Models of the Golgi associated Spectrin skeleton, (A)
The Golgi spectrin mesh/scaffold.

Fig. 3. Redox regulation of CesA(Doblin µÓ,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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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감지와 뇌로의 전달과정이 연구되었다.

수많은 곤충은 안테나로 냄새지질분자 페로몬을 감지함으

로서 먹이소스나 짝짓기 및 위험을 느끼지만 수용성 냄새결

합단백질(OBP, odoriferous binding protein)이 차단하는데

이 결합은 OBP가 인식한 최적 페로몬만 선택적으로 결합한

후 안테나 감각림프를 통하여 감각신경 막 단백질(SNMP,

sensory neuromembrane protein)에 전달된다. 이때 발생한

시그널은 활동전위로 전환된 후 신경계를 통하여 뇌에 전달

된다(Benton, 2007).

노랑초파리 OBP의 null 돌연변이 LUSH2)는 뉴런활성을

폐지하여, 유용곤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애활

동과 숙주위치 교란으로 해충을 방제할 수 있었다(Xu,

2005). 이는 케미컬에 의한 경로차단을 의미하며, 진딧물 알람

페로몬 E-β-farnesene[C15H24]이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

L.)에서 발현되면 먹이활동을 방해하였다(Beale 등, 2006).

실험실 조건에서 유전자변형(GM) 밀의 알람페로몬 발현

은 진딧물을 강력하게 기피시켜 이들 GM 기술의 새로운

MoA를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저항성관리전략의 수단을

도출할 수 있다.

칼슘은 수많은 시그널 전달경로의 중요한 세포내 전령으

로 동물에서 근육수축과 신경전달 및 수정(fertilization)이

연루되어 있다. Ca-ATPase 펌프로서 원형질막 관문 Ca2+ 통

로기능은 1.5 mM의 외부 칼슘수준에 비하여 세포내에서는

100 nM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Berridge 등, 2000).

Ryania속 관목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물 ryanodine[C25H35

NO9] (Fig. 5)를 Ca2+ 통로에 노출시키면 근육소포체(sarco-

plasmic endoplasmic reticulum)로부터 Ca2+ 분비를 무제한

허용하여 곤충마비를 야기한다.

반응속도 분석을 겸한 구조연구에서는 Ca2+ 통로의 ryanodine

receptor를 활성화하여 인시유충을 ryanodine보다 효과적으

로 방제하는 일련의 anthranilamide [C7H8N2O]를 동정하였

고 이 물질은 receptor 내 다른 부위를 작용점으로 하였다.

Ca2+ 이온통로는 진핵생물에 중요하여 본 연구로 출시한

Rynaxypyr 제품은 포유동물 receptor에 대한 효과가 천연

ryanodine 보다 1/500까지 낮았다(Cordova 등, 2006).

그 밖에도 미토콘드리아 세포사멸을 조절하는 시그널경로

의 DNA 수선과 산화질소에 관한 생화학분석이 집중된 것

은 유용한 새로운 MoA를 탐색하여 저항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RNA 간섭(RNAi)

농약합성은 새로운 작용기구 탐색을 주도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보다 다양한 작용기구의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기능 유전체학에서 얻은 결과 중 하나는 전이 및 리보솜

RNA이외 전사 후 유전자침묵(PTGS, post-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 현상을 비롯하여 세포대사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은 noncoding RNA이다(Mourelatos, 2008; Baulcombe,

2002).

RNase III(Dicer enzyme)에 의해 20~30개 뉴클레오티드

로 구성된 작은 간섭 RNA(siRNA)로 1차 다듬어진 이중가

닥 RNA(dsRNA 또는 hairpin RNA)가 확인되었다. siRNA

는 RNA 유도 침묵복합체(RISC)에 통합되었고 작용점

mRNA를 퇴화시키는 제한효소(endonuclease)가 포함되어

있었다(Price 등, 2008).

진핵생물에 RNA 간섭(RNAi) 과정이 고도로 보전된 것

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외부 DNA의 게놈삽입을 예방하기

위해 연루된 것으로 생각된다. 농약으로 RNAi가 주목받는

것은 dsRNA는 방제대상이 아닌 생물은 회피하면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RNAi는 이미 인체 암과 바이러스 병 임상시험에 사용되

Fig. 4. The peripheral olfactory system in Drosophila(Benton,
2007). (a) False coloured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image
of a Drosophila head(photo courtesy of Jürgen Berger), (b)
Drosophila antenna and (c) trichoid olfactory sensillum.

Fig. 5. Ryanodine is a poisonous alkaloid found in the South
American plant Ryania speciosa(Flacourtiaceae).

2) LUSH is an essetial component in pheromone signal transduction
3)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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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식물의 주요 해충방제 가능성이 침묵시토크롬

P450, 공포 ATPase, Reiske Fe-S 단백질의 온실실험에서 입

증되었고(Bautista 등, 2009; Gong 등, 2011), 식물 병원체

연구에서는 벼 도열병 Magnaporthe oryzae, 검은별무늬병

Venturia inaequalis (Cooke) Winter, 잿빛곰팡이병 Botrytis

cinerea Pers. 병균 유전자 녹다운 발현에 활용되었다

(Kadotani 등, 2003; Fitzgerald 등, 2004; Patel 등, 2008).

감자역병 병원균 Phytophthora infestans 셀룰로오스 합성

효소 유전자패밀리의 일시적인 침묵은 부착기(appressoria)

형성을 감소시켰으나 병 방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 되지

않았으며, RNAi는 선충, 흰개미, 바이러스와 기생 잡초방제

가능성을 보였다(Fire 등, 1998; Zhou 등, 2009; Runo 등,

2011).

Zhou 등(2009)은 Hex-2 유전자 dsRNA 섭취가 흰개미

Reticulitermes flavipes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소 유충호르몬(JH)과 함께 dsRNA

를 먹이로 주면 일개미와 예비 병정개미 모두는 심각한 영

향을 받았으며 RNAi 도 저항성관리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RNAi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작물보호에 도입되려면 많

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다. 작용점유전자 선발은 항상 단

순하지 않고 in vitro에서는 침묵이 발생하나 in planta에서

는 이 현상을 보이지 않으며, dsRNA 길이나 짧은 siRNA의

대체사용 여부는 방제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최

적의 침묵수준에서 dsRNA 유지를 위한 중합효소 활성이

미흡하면 이 효과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

작물보호에 RNAi 기술적용은 식물에 전이유전자가 코딩

하는 dsRNA 전달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배양이나

초기 식물생육 동안 재생에 필요한 핵심대사경로의 침묵작

용점 형질전환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dsRNA 유도발현으

로 극복할 수 있다(Guo 등, 2003; Chen 등, 2003).

RNAi 기술을 기존 농약이나 유전자조작 및 육종으로 육

성한 저항성작물과 효과를 어떻게 비교분석할지는 아직 규

명된 바 없지만, RNAi 기술이 온실에서 포장시험으로 발전

하면 보다 중요한 정보를 안티저항성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작용기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미컬 유전학

바이오스크린에서는 케미컬의 약효를 검증하는 시발점과

이에 따른 바이오활성을 제공하며, 유전학적 스크린에서는

바람직한 표현형과 잠재된 작용점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케미컬 유전학 접근에서는 케미컬 처리에 따른

바람직한 표현형과 약효 검증의 시발점 및 검증된 작용점부

위를 확인할 수 있고, 세포생물학에 활용되는 수단을 추가

로 활용하면 작용점부위와 유기탐침 간 상호작용에 관한 직

접정보(Fig. 7)도 얻을 수 있다(Walsh, 2007).

주요 세포경로나 효소검사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보여주는

영상기술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교란을 받았을

때 치사효과를 보이는 경로에 초점을 맞추면 생물학과 화학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케미컬 유전학을 농약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검토에서는 탐침생물계에 저분자 활용기술이 지난 7년간 현

저히 증가하였으며(Fig. 8), 특히 인간 생물학과 치료학에서

주목받고 있어 농약의 추가적인 작용점 발견은 차세대 농약

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케미컬 유전학으로 알려진 작용점 단백질 동정과 함께 긍

정적인 결과는 조건돌연변이 효과를 모방한다. 케미컬 유전

학은 용량반응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효과는 탐침을

제거하여 스크린을 생물에 적용함으로서 유전학적 용이성도

요구되지 않는다(Stockwell, 2000). 상이한 검증 플랫폼에

Fig. 7. Comparison of primary screening approaches and their
expected outcomes.

Fig. 6. Morphological impacts in R. flavipes termites after
Hex-2 dsRNA. Workers and presoldiers after lethal molts as
induced by two doses of Hex-2 dsRNA+JH. Despite the range
of malformations, all individuals were lethally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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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용량을 포함시키기 위한 이 개념의 확장목적은 몇 가지

작용점과 상호 작용하는 탐침을 동정하기 위한 것으로 멀티

부위 억제제는 저항성관리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Lehar 등,

2008).

접근 가능한 범위에는 저항성발생의 잠재작용점의 과다

발현, RNAi 사용, 질량분석 조합, 시퀀스 조합 및 친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고정단백질 배열이 포

함된다(Walsh, 2007; Mayer, 2003). 현재까지 케미컬 유전

학은 농화학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었으나 제약업에서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Payne 등, 2007).

Physionomics와 대사체학

새로운 작용기구(MoA)이나 작용부위를 갖는 제초제 개

발은 최우선과제로 현재 약 20여 성분 중 6개 성분만이 시

장제품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새로운 MoA 제초제 개발

은 주요 잡초의 효과적인 방제, 저항성관리, 높은 선택성 및

환경에서의 거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Grossman 등,

2012).

특히 제초제 대사와 생리작용 프로파일은 분자 및 생화학

과정에서 유도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기술은

제초제 작용모드를 고도로 진단할 수 있는 작용 프로파일을

반듯이 발생하여 physionomics와 metabolomics는 제초제 작

용기구 발견을 위한 기술 플랫폼의 핵심 역할을 한다(Fig. 9).

최근의 생리 프로파일 physionomics 리뷰에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제초제 작용기구 진단을 위한 대규모

배열의 바이오검정 기능이 검토되었다(Grossman, 2005). 단

순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이 바이오검정은 식물의 생리적

및 표현형적 변화인 성장과 발달 및 생리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한 신규화합물의 작용기구 출발점에 루틴하게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검정은 식물, 조직, 분열세포, 세포조직과 같은 복

합구조와 발아 및 영양생장 발달과정을 비롯하여 광 영양과

종속영양 대사형태 및 생리과정의 명확한 반응을 식별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잠재된 모든 제초 작용점부위를 포함하여

적용화합물의 이동과 흡수를 촉진한다.

·전체 검정세트에는 종속영양 덩굴식물(Galium mollugo

L.), 광합성 무기영양 녹조류 Scenedesmus obliquus 세포 부

유물, 좀개구리밥(Lemna paucicostata), 백겨자(Sinapis alba

L.) 새싹 및 갓(Lepidum sativum L.) 발아종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바이오검정 세트 배열로 얻어진 제초제 생리프로

파일은 작용기구 형태를 입증하는 지문을 남긴다.

Metabolomics에서 GC-MS나 LC-MS로 추출한 대사프로

파일은 대사경로와 관련된 대사물질의 포괄적인 정량과 동

정으로 최근에는 대사프로파일을 식물생물학에 루틴하게 적

용할 수 있는데 주로 유전학적으로 변형한 식물과 작물모델

의 유전자 기능특성과 광범위한 생물과 무생물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반응 특성 규명에 적용한다.

·대사프로파일 초기적용에서는 바이오조절제와 제초제에

대한 대사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대사물질 측정에 활용되었

으며 원칙적인 동기와 이 접근의 초기연구는 1980년대이다.

Sauter 등(1991)은 준치사량의 제초제를 보리에 처리하고

GC-MS로 대사프로파일을 관찰한 결과 제초제별 특이 MoA

가 확인되었다.

·제초제 MoA 연구경험 metanomics 데이터 발굴과 분석

조합은 식물시스템 개발 및 MoA 유용성을 입증하고, 현저

한 대사물질 변화를 검출하여 새로운 MoA 발견을 촉진

하며, in vitro 작용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MoA를 갖는 제초

제의 작용점부위 확인을 가속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확립을 위해 수행된다.

새로운 MoA의 신규 제초제가 본 physionomics와 meta-

bolomics를 통한 최우선순위 및 최적화로 Fig. 10과 같이 개

발되었다.

·Cinmethylin[C18H26O2]는 벼와 광엽작물의 일년생잡초

를 방제하는 제초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5-benzyl-

oxymethyl-1,2-isoxazoline 구조를 갖는 새로운 제초제가 발

견되었는데 이 화합물은 isoxazoline 링에서 methylthio-

phene이 치환된 유도체 ISO1이다.

Fig. 8. Increase in the number of literature records recovered
for the search term ‘chemical genetics’, 1999-2000.

Fig. 9. Cascade strategy in mode of action(MoA) discovery of
new herbicides with the use of physionomics and metabolomics
(Taiz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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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methylin과 isoxazoline 유도체 모두 MoA가 알려진

바 없으나 공통구조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Phenylether의

isoxazoline 링은 cinmethylin 제초제의 2개 링과 겹쳐질 수

있어 isoxazoline 유도체는 cinmethylin과 유사한 MoA를 갖

거나 모방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생리작용과 대사프로파일

역시 공통 MoA를 보였다.

·Cinmethylin과 isoxazoline 제초제를 좀개구리밥에 처리

한 후 성장억제와 새로운 잎의 일시적인 광 퇴색 갈라짐 증

상을 보였으며, 처리 8일 동안 초기 72시간에 대사변화를

달성한 것은 shikimate와 tyrosine 대사 상향조절을 의미하

며 carotenoid 합성감소가 병행되었다.

·Phenylalanine에서 유도한 신규 제초제 PHE1은 쌍떡잎잡

초와 목초에 제초활성을 보였고 생리프로파일은 glyphosate

제초제와 유사하나 억제효과가 강력하였으며 특히 녹조류와

좀개구리밥 방제에 효과적이었다. 좀개구리밥에서는 µM 농

도범위에서 잎 성장을 억제하였다.

성공적인 제초제 작용기구 연구는 명확하고 혁신적인 전

략과 실용주의 및 경험축적이 요구되었으며, 상이한 다단계

기술에서 physionomics는 MoA 특성연구 출발점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 정보와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이 요

구되거나 자원이 집중되는 생화학, 유전학 및 현미경 분석

연구는 차기 작용점 동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이 접근의 플랫폼 대사체학은 새로운 MoA 2단계 특성

측정에 정밀도를 높이는 핵심기술로 저항성관리용 수단 확

보에 기여한다.

저항성 돌연변이 예측

저항성이란 주로 농약과 작용점부위 간 결합을 감소시키

는 아미노산 변화의 단백질현상으로 단백질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방제대상 생물에서 발생되는 저항성돌연변

이 분석은 저항성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접근이다(Brent 등,

2007).

컴퓨터와 생화학 및 분자기술을 단백질모델과 결정학에

통합하면서 작용점부위의 3차원 구조를 유도하여 저항성극

복 가능성과 예측방법을 제공하게 되었다(Cao 등, 2005).

작물보호와 직접관계는 없지만 dihydrofolate[C19H21N7O6]

환원효소(DHFR) 억제제와 새로운 propargyl[HC ≡ C −

CH2 −]를 결합하는 목적은 메타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

균(Staphylococcus aureus, MRSA) 퇴치를 위한 것으로 본

접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DHFR 시퀀스 정보에 단백질공학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propargyl 결합부위를 규명하였고, 이 부위는 억제제에 묶인

효소 결정학에서 확인하였다. 이중 돌연변이 V31Y/F92I는

in silico에서 동정되었으며, DHFR의 현저한 활성감소 없이

도 억제제 결합이 저감되었다. 이중 돌연변이를 함유한 재

조합 DHFR 정제에서는 효소활성 운동역학 분석으로 Table 1

과 Fig. 11에서와 같이 억제제의 Ki 값을 in silico에서 확인

하였다(Frey 등, 2010).

화합물 (1)로 변화는 Ki 값이 감소하면서 결합이 증가하여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저항성

감소로 이 균주에 활성을 보였다. 단백질키나아제 작용점의

다양한 pyrid-[2-3]-pyrimidine 억제제 결합에너지 프로파일

작성을 위한 컴퓨터 접근은 저항성돌연변이 동정에도 활용

되고 있지만, 전산능력을 개선하여 단백질알고리즘에 적용

하거나 잠재 저항성돌연변이를 예측하면 저항성에 민감한

작용점을 배열할 수 있는 전략설계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

Fig. 10. Structures of known and new herbicides.

Table 1. Inhibition assays(Ki, nM) for dihydrofolate reductase
and propargyl-linked antifolates.

Compound V31Y/P92I Wild type Resistance
factor

 (1) 180 10 18

 (2) 60 8.5 7.1

 (3) 65 9.0 7.2

Fig. 11. Stereo view of the superposition of the ternary crystal
structures of Sa(WT) DHFR(green) and Sa(V31Y/F92I)
DHFR(magenta) bound to NADPH and compound 1 (A) as (B)
stick models and (C) surface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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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Verkhivker, 2007).

이들 의학사례 저항성인자는 작물보호기준처럼 크지는 않

지만 신속한 분자진단법과 결합하면 내구성이 있는 안티저

항성전략 유지에 필요한 일련의 상동물질을 정의할 수 있어

야 한다. 저항성관리의 과학적 접근이 공식화한 것은 지난

1년간 DMI(demethylation inhibitor) 살균제 연구에서 비롯

되었으며, 최근에 도입한 prothioconazole[C14H15Cl2N3OS]

살균제는 구조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작용점부위 결합을 대

체함으로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Parker 등, 2011).

저항성관리의 새로운 접근

Bacillus thuringiensis(Bt)는 토양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일

종으로 나방, 모기, 딱정벌레, 흑파리, 선충 및 편형동물 등

다양한 곤충유충에 독성을 갖는 단백질결정을 생산한다. Bt

유전자는 이들 단백질결정 생산을 코딩하는 Bt 염색체의 작

은 DNA stretch로, 이들 박테리아와 유전자는 살충제로 사

용되고 있으며 이 유전자를 삽입하여 해충 저항성 Bt 작물

이 개발되었다.

목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살충제 저항성관리에서 Bt 목화

품종의 이점은 일반 품종에 비하여 꼬투리와 자실손상이 현

저히 감소하면서 목화다래벌레에 높은 저항성을 보였다. 왕

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유충 개체군은 50%, 핑크

목화다래나방이 야기하는 자실손상은 58% 감소하였으며 살

충제 사용은 1/2~1/3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Kranth, 2007).

세계적으로 모든 살충제 저항성관리(IRM) 전략은 보다

효과적인 해충관리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살충제의 효

율적인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설계된다. 본질적으로 IRM

전략은 농약약효를 극대화하여 선택압력을 최소화하면서 환

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밀의 주요 병원성 진균 Septoria tritici/Septoria nodorum

와 Fusarium spp.는 매년 10~20%의 수량을 손실시키는데

가을밀(winter wheat)에 septoria와 fusarium에 저항성을 발

현하는 GMSR과 GMFR 품종 개발로 약제사용과 관리시간

을 절감하면서 수량이 증가하여 농민에게는 많은 이점을 제

공하게 되었다(Flannery 등, 2004).

봄보리는 갈색잎마름병을 야기하는 Rhynchosporium

secalis 방제가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는 살균제

를 혼합하여 방제하고 있으나 Rhynchosporium에 저항성을

갖는 GMRR 개발로 살균제 사용을 줄여 생산비가 절감되

었으며, 저항성관리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저항성관리 연구동향

본 연구동향의 경쟁자 프로파일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의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조기경보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Web of Science(Thomson Reuters)

D/B에서 다음 식으로 검색하였다.

Title = ((pesticid* or insecticid* or fungicid* or herbicid*)

and (resistan* or manage*))

Timespan = 2000-2011, 

Databases = SCI-EXPANDED, Lemmatization = On

2000~2011년까지 2,335편이 수집되었고 각국별 연도별

논문 수는 Table 2와 같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논문 수 기준

5.88%, 누적논문 수 기준 27.67%로 저항성관리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미국이 808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간하였으며, 1편 이상 발간국가는 101개 국가이고 우리나

라는 36편으로 16위이었다.

특정기술 전체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국가별 논문

의 평균 피인용 수를 기반으로 질적 수준평가(1.0기준)를 하

였을 때 호주는 논문 당 수준지수/피인용 수가 2.004/21.8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영국은 1.962/21.3, 프랑스 1.840/20.0으

로 2, 3위이었다. 독일(1.24)과 캐나다(1.05) 역시 평균이상

의 수준을 보였으나 미국은 0.962로 평균 수준이었고 한국

은 0.73으로 국제적 피인용 수가 다소 미흡하였다.

결 론

농산물 생산에 있어 농약 저항성에 기인된 손실 잠재력에

Table 2. Thesi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nations and years

Rank Nation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1 USA 55 57 40 53 78 58 75 58 74 76 81 103 808

2 UK 25 13 34 18 16 34 21 32 29 16 24 31 293

3 France 5 8 13 9 16 20 13 27 13 16 26 18 184

4 Canada 9 9 6 10 11 16 16 8 11 13 7 12 128

5 Australia 6 7 12 10 8 11 9 13 18 9 8 9 120

6 China 2 3 2 4 11 8 7 16 14 19 14 19 119

7 Germay 15 3 10 6 8 3 7 7 14 5 8 15 101

8 India 4 3 3 4 6 6 8 13 12 15 11 14 99

9 Brazil 2 1 1 5 3 5 6 8 8 13 12 18 82

10 Japan 6 6 3 9 6 5 8 9 10 4 5 10 81

16 Korea 2 2 7 4 3 6 2 3 2 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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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상이한 작용기구으로 극복해 왔다. 다양한 저

항성관리전략의 필드연구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항성관리용

수단 확보를 위한 적정 농약과 사용량과 같은 경작자 요구

에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량 사용은 주요 저항성을 신속히 선발하겠지만 저용

량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나 준치사량은 돌연변이 비율을

향상시켜 보다 신속한 저항성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 상이

한 MoA를 활용한 저항성리스크 감소개념을 경작자들이 쉽

게 수용하면서 현재는 농약 혼합이나 대체사용으로 극복하

고 있다.

일관된 향후 저항성 관리전략에는 새로운 MoA가 핵심

수단이지만 저항성에 기인된 손실뿐만 아니라 신규농약등록

의 임의적인 요구변화로 유용농약 손실은 농약산업을 위협

하고 있다. 새로운 작용기구 개발을 확신하거나 이 작용모

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보다 많은 자원을 생화학

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방제대상 생물의 세포골격, 세포벽, 시그널 형질도입, RNA

간섭을 비롯하여 케미컬 유전학, physionomics 및 대사체학

등 다양한 세부접근으로 새로운 작용기구의 농약개발이나

저항성부위 탐색이 지속되고 있다.

바이오농약은 비록 상세하게 규명되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작용모드를 부가하면서 유용한 방제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

어 가능한 바이오농약의 저항성리스크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합성농약 활성이나 생산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천연물 을 활

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일부는 실용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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