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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practical utility of agro-microorganisms (AMs) which had been cultured and

disseminated to promote plant growth and to control crop diseases, 51 isolates of AMs were collected from

18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in local government and screened for multi-functions such as antifungal

activity, activities of phosphorus solubilization, IAA and siderophore production, nitrogen fixation, and

hydrolytic enzyme activity. Finally we selected one isolate showing good antifungal activity and multi-

functions related to plant growth and disease control. The selected isolate, Paenibacillus polymyxa CW,

showed good inhibitory effect against plant pathogens, Pyricularia gresea, Colletotrichum acutatum, Fusarium

oxysporum, Phomopsis sp., Aspergillus niger, Rhizoctonia solani and Phytophthora capsici. Suppressive effect

of P. polymyxa CW against the used plant pathogens except for R. solani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P.

polymyxa AC-1 storing i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We found P. polymyxa CW isolate

showed good activity in siderophore and IAA formation, and nitrogen fixation. With P. polymyxa CW isolate,

siderophore formation activity was similar to that of P. polymyxa AC-1, but IAA formation and nitrogen

fixation activity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P. polymyxa AC-1. However neither P. polymyxa CW nor P.

polymyxa AC-1 showed hydrolytic enzyme (chitinase, pectinase and cellulase) activity. The treatment of P.

polymyxa CW with culture suspension of different cell density (108, 107. 106 cfu/ml) showed that the highest

density reduced incidence of red pepper powdery mildew by 68.3% after 10 days of application. As

application density of P. polymyxa CW was decreased, its control efficacy was proportionally decreased. In

addition, when P. polymyxa CW was treated to control tomato powdery mildew at the same concentrations

and their control effects were investigated after 7 days of inoculation, disease incidence was 0.03, 19.5,

45.7%, respectively, compared to 56.3% that of untreated check. Like red pepper powdery mildew, increase

of application density of P. polymyxa CW resulted in increase of its control efficacy proportionally. P.

polymyxa CW showed a density-dependent control efficacy against red pepper and tomato powdery mildews.

Therefore we think that mode of action of the antagonist for suppressing two powdery mildew diseases might

be antibiosis and density of more than 108cfu/ml was needed to control effectively the two diseases. On this

basis, we think that P. polymyxa CW can be a promising control agent for suppressing powdery mildews of

red pepper and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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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친환경 유기농 고추 및 토마토 재배 농가가 증

가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병을 방제하려는 연구가 다

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고추의 경우에는 고추 탄저병을 경

감하기 위한 기술로 반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비바람을 차

단함으로써 탄저병균의 생성, 전파 및 침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활

용되고 있다. 반비가림시설 내에서 재배하면 고추 탄저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노지에서는 경미하게 발생되는

흰가루병(Leveillula taurica (Lév) Arnaud) 피해가 높게 나

타난다. 이는 노지와는 다르게 시설 내에는 환기가 불량하

고 주야간 온도차가 커 고추 흰가루병 발생에 유리하게 작

용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시설 내에서 토마토를 재배할 때 잎곰팡이병(Fulvia fulva

(Cooke) Cif.)과 더불어 흰가루병(Erysiphe cichoracearum

DC)이 많이 발생된다. 잎곰팡이병의 경우에는 국내 시판 품

종 중 ‘수퍼탑’, ‘효용’, ‘리코핀’ 등 일부 품종이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자료 미제시) 저항성 품종재배에

의해 병 방제가 가능한 반면 흰가루병에 대하여는 저항성

품종은 물론 친환경 농자재도 적어 적절한 방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질소질 성분이 과다하지 않도록 비배관리를

잘하고, 유황제나 구리제와 같은 친환경 농자재나 미생물

살균제를 처리하면 환경 친화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 또는 작물 생육촉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활

용되고 있는 미생물은 주로 Bacillus 속 세균, Paenibacillus 속

세균, 유산균, 광합성균 그리고 효모인데 미생물종류별로 기능

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등, 2012).

최근 들어 Paenibacillus속 세균이 작물 생육촉진 및 병

방제관련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자

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Paenibacillus속 세균은 여러 가지

종류의 항균 및 항 세균 활성물질을 생산하며(Ito 등, 1972;

Pichard 등, 1995; Piuri 등, 1998; Raza 등, 2009; Zhang 등,

2008), 균주에 따라서는 siderophore를 생성하기도 하고

(Timmusk, 2003), cellulase, mannase, xylanase, chitinase와

같은 가수분해효소를 생성하여 Aphanomyces, Pythium과

Rhizoctonia와 같은 병원균에 대한 방제활성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지면서 식물병 방제를 위한 활용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Cho 등, 2006; Jung 등, 2011; Karpunina 등, 2003;

Matta 등, 1998; Nielsen 등, 1997; Uozumi 등, 1989). 또한

질소를 고정하거나(Kumar 등, 2011; Seldin 등, 1983), 불용

성 인산을 가용화하거나(Freitas 등 1997; Singh 등, 1993),

오옥신(Lebuhn 등, 1997), 싸이토키닌(Timmuska 등, 1999b)

및 생장을 촉진하는 휘발성 물질(Lee 등 2012)을 생성하여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작

물 근권의 토양 입단구조를 좋게 하는 Levan을 생성하여 수

분을 잘 흡수하게 하고 통기를 좋게 하고 영양원 흡수를 도

와 작물의 생육을 직간접적으로 증진시킨다(Han, 1989;

Gouzou 등, 1993). P. polymyxa는 작물의 내염성을 높이거

나(Anapurrna 등, 2011), 가뭄에 대한 내성을 증진시키기도

한다(Timmusk 등, 1999a; Timmusk, 2003). 이상의

Paenibacillus 속 세균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성은 병 방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기능성을 갖는 미생

물을 활용하여 유기합성 농약을 대체코자 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P. polymyxa를 활용한

작물 병의 생물학적 방제 연구가 시설재배 오이 모잘록병

(Kharbanda 등, 2011), 오이 흰가루병(abedel-Kader 등,

2012), 무 세균성 검은무늬병(Frag 등, 2011), 수박 덩굴쪼김

병(Shunhua등, 2011; Dijksterhuis 등, 1999), 오이 덩굴쪼김

병(Zhang 등, 2008), 딸기 잿빛곰팡이병(Helbig, 2001), 참

깨 모잘록병(Ryu 등, 2006), 땅콩 검은곰팡이병(Haggag 등,

2007), 수경재배 오이 잘록병(Li 등, 2007; Yang 등, 2004),

담배역병(Wu 등, 2011), 토마토 풋마름병(Algam 등, 2010;

Li 등, 2010) 등 여러 가지 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방제할 목

적으로 다각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P. polymyxa

를 활용한 식물병 방제연구가 다각도록 수행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고추 흰가루병이나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를 위하여

P. polymyxa를 이용한 미생물 농약은 오직 1종 만이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충북 청원농업기술센터)에서 채집한 P.

polymyxa CW를 공시하여 농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P.

polymyxa AC-1 균주를 대조로 기능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

를 활용한 고추 및 토마토 흰가루병의 방제 가능성을 검토

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항균활성 검정

충북 청원에서 채집한 P. polymyxa CW의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농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P. polymyxa

AC-1(KCTC 833OP)을 대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

다. 채소류 시들음병(Fusarium oxysporum), 벼 도열병

(Pyricularia glysea), 입고병(Rhizoctonia solani), 채소류 잿

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 Phomopsis sp. (KACC40333),

고추 탄저병(Colletotrichum acutatum) 및 고추 역병

(Phytophthora capsici)을 대상으로 PDA (Potato dextrose

agar) 배지 상에서 대치배양(dual culture)을 통해서 검정하

였다. 

Siderophore 생성능 조사

P. polymyxa CW의 siderophore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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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Kim 등(2012)이 보고한 바와 같이 TSA (tryptic soy

agar)와 CAS 배지(Milagres 등, 1999)를 각각 조제하여 사

레에 분주한 후 반으로 절단하여 중앙부분의 배지가 잘 맞

닿도록 배지를 잘 붙인 후 TSA배지 상에 농업미생물을 접

종하고 28oC에서 14일 이상 배양하면서 변색여부를 조사하

였다. 

질소고정능력 조사

농업미생물의 질소 고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Kanimozhi

and Panneerselvam (2010)의 질소고정능력 측정법을 응용

한 방법(Kim 등, 2012)을 사용하였다. 시험관에 KOH와

NaOH로 pH를 6.6~7.0으로 조정한 NFB배지{Malic acid

5.0 g, K2HPO4 0.6 g, KH2PO4 0.4 g, MnSO4 0.01 g, MgSO4

0.05 g, NaCl 0.02 g, Na2MoO4 0.002 g, Bromothymol blue

(0.5% in alcohol) 2 ml, 증류수 1000 ml, Agar 1.75 g}를 시

험관에 5 ml씩 분주하고 고압 멸균하여 식힌 후 전 배양한

한 다음 미생물을 loop로 접종하여 배양하면서 변색여부를

관찰하였다. 접종 주변에 하얀 밴드가 형성되거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할 경우 양성으로 판단하였다. 변색정도에 따

라 −, +, ++,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인산가용화 능력조사

농업미생물의 인산가용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Kim

등(2012)이 보고한 바와 같이 Tricalcium phosphate를 포함

하는 Pikovaskaya's medium (Zaidi 등, 2006) {Glucose

10.0 g, (NH4)2SO4 0.5 g, KCl 0.2 g, MgSO4 0.1 g, MnSO4

0.002 g, FeSO4 0.002 g. Yeast extract 0.5 g, Tricalcium

phosphate (Calcium phosphate tribasic, Ca3(PO4)2) 5.0 g, 증

류수 1000 ml, Agar 20g}을 샤레에 10 ml씩 분주하여 굳힌

후 샤레 정 중앙에 paper disc를 치상하고 그 위에 미생물

현탁액을 40 µl씩 접종하였다. 30oC에서 14일간 배양한 후

균총 주변에 투명환 (Clear zone, halo zone)의 크기를 조사

하였다. 

IAA(오옥신류) 생성여부조사

농업미생물의 오옥신류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im

등(2012)이 보고한 바와 같이 DF minimal salts media

{KH2PO4 4.0 g, Na2HPO4 6.0 g, MgSO4·7H2O 0.2 g,

Glucose 2.0 g, Calcium gluconate 2.0 g, Citric acid 2.0 g,

Trace metal solution (Sol.A) 0.1 ml, Sol.B 0.1 ml, (NH4)2

SO4 2.0 g, L-tryptophan (100 ug/ml)}를 조제한 후 single

colony를 따서 접종하고 암조건이 되도록 호일로 싸 30oC에

서 14~20일간 진탕배양하였다. 배양액을 15 ml falcon tube

에 담아 8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실험에 쓰

일 시험관은 70% 알코올에 헹궈서 미리 준비하고, 각각의

시험관에 10 mM phosphoric acid를 100 µl씩 넣은 다음 상

기한 배지액의 상등액 2 ml을 넣고, Salkovasky reagent

(35% HClO4 50 ml + 0.5M FeCl3 1 ml) 4 ml을 넣고 실내에

서 25분간 보관하면서 핑크색이 발현되면 530 nm에서 UV-

spectrophotometer로 OD값을 측정하였다. 순수 IAA를 이용

한 standard curve를 산출한 다음 미생물 배양결과 얻어진

OD값을 산출식에 대입하여 오옥신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가수분해효소(hydrolytic enzyme) 활성조사

최소배지(NH4Cl 1.0 g, K2HPO4 4.0 g, KH2PO4 1.5 g,

MgSO4·7H2O 0.5 g, 효모추출물 0.05 g, bromocresol purple

0.002 g, Agar 18 g, 증류수 1000 ml)에 배지 양의 0.2%에

해당되는 양의 키틴(Chitin, from shrimp, Sigma-Aldrich,

USA), 펙틴(Pectin, from citrus, Sigma-Aldrich, Denmark)

및 셀룰로오스(Cellulose, microgranular, UK)를 넣고 121oC

에서 15분간 멸균한 다음 샤레(직경 50 ×높이 15 mm)에

분주하여 굳힌다. 배지 정 가운데에 살균한 paper disc를 놓

은 다음 그 위에 미생물 현탁액을 40 µl씩 접종하였다. 30oC

에서 7~10일간 배양한 후 배지색깔이 보라색에서 노란색으

로 변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고추 흰가루병 방제효과 검정(온실검정)

P. polymyxa CW의 고추 횐가루병 방제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25oC TSB 배지상에서 3일간 액체 배양한 배양원액

(108cfu/ml)과 증류수로 10배 및 100배로 희석하여 조제한

길항균 현탁액을 병 발생 초기에 잎 앞면과 뒷면이 골고루

묻도록 분무처리하고 처리 후 3, 5, 7, 10일 후에 병 발생정

도를 병반면적률로 조사하였다. 시험은 처리구 당 3주씩 완

전임의배치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시험 품종으로는 ‘마

니따’을 사용하였다.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효과 검정(온실검정)

P. polymyxa CW의 토마토 횐가루병 방제효과를 구명하

기 위하여 25oC TSB 배지상에서 3일간 액체 배양한 배양원

액(108cfu/ml)과 증류수로 10배 및 100배로 희석하여 조제

한 길항균 현탁액을 병 발생 초기에 잎 앞면과 뒷면이 골고

루 묻도록 분무처리하고 처리 후 3, 5, 7일 후에 병 발생정

도를 병반면적률로 조사하였다. 시험은 처리구 당 3주씩 완

전임의배치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시험 품종으로는 ‘토

태랑’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Paenibacillus polymyxa CW의 항균활성

충북 청원군에서 수집한 P. polymyxa CW균주의 항균활

성을 벼 도열병균(P. glysea), 고추 탄저병균(C. acutatum),

채소류 시들음병균(F. oxysporum), Phomopsis sp., 양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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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곰팡이병균(Aspergillus niger), 모잘록병균(Rhizoctonia

solani) 및 고추 역병(P. capsici)을 대상으로 농과원에서 보

유하고 있는 P. polymyxa AC-1균주를 대조로 검정한 결과

공시한 모든 균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다(Table 1).

이는 P. polymyxa가 일반적으로 여러 식물병원균에 항균활

성이 있다는 보고와 일치된다(Ito 등, 1971; Raza 등, 2008;

Raza 등, 2009; Piuri 등, 1998; Timmusk, 2003; Dijksterhuis

등, 1999). Paenibacillus polymyxa는 Phytophthora palmivora

와 Pythium aphanidermatum과 같은 난균강 식물병원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Timmusk,

2003; Kim 등, 2010), P. polymyxa CW균주도 P. polymyxa

AC-1균주와 더불어 고추 역병균에 높은 항균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균강 식물병원균 외에도 P. polymyxa는

잿빛곰팡이병균, 시들음병균, 잘록병균(R. solani), 풋마름병

균(Ralstonia solanacearum) 등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이

는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elbig,

2001; Dijksterhuis 등, 1999; Ryu 등, 2006; Algama 등,

2010). 또한 균근균(Glomus intraradices)과 P. polymyxa를

혼용할 경우 콩 근부병 방제효과가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다

(Akhtar 등, 2007). 본 시험에서도 P. polymyxa CW균주는

공시한 벼 도열병균, 고추 탄저병균, 채소류 시들음병균,

Phomopsis sp., 양파 검은곰팡이병균, 모잘록병균 및 고추

역병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였으며, 모잘록병균을 제외한

모든 식물병원균에 대하여 농과원에서 보유 중인 P.

polymyxa AC-1균주보다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P.

polymyxa CW균주가 여러 가지 식물병원균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식물병의 생물적 방제를 위

한 방제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실

제로 Ryu 등(2006)이 참깨 잘록병에 효과가 우수한 P.

polymyxa E681균주를 선발하여 참깨종자에 pellet 형태로

처리하였을 때 방제효과도 우수하고 생장도 촉진함을 보고

하였다. 

P. polymyxa CW균주의 농업적 기능성

P. polymyxa CW균주의 농업적 기능성을 P. polymyxa

AC-1균주를 대조로 조사결과, 철 킬레이트물질인 siderophore

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옥신류 생성에 있어서 강

한 활성을 보였으며, 질소고정능력도 P. polymyxa AC-1균

주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본 시험

에서 공시한 두 가지 P. polymyxa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siderophore를 생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최근 들어 Raza 등(2010)이 P. polymyxa가 hydroxamate

타입의 siderophore를 생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Leburn

등(1997)은 밀 근권에서 분리한 P. polymyxa 균주가 IAA를

생성하며 실제로 여러 가지 배지상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생성된 IAA가 생장을 촉진함으로 보고하였다.

Seldin 등(1983)은 질소를 고정하는 Bacillus polymyxa

(Paenibacillus polymyxa)를 분리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P. polymyxa CW균주가 질소고정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향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

Table 1. Antifungal activity of Paenibacillus polymyxa CW collected from Cheongwon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 and
Paenibacillus polymyxa AC-1 stored i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NAAS) against seven plant pathogens

Pathogen
Inhibition zone (mm) 

P. polymyxa CW P. polymyxa AC-1

Pyricularia grisea 14.01) 3.0

Colletotrichum acutatum 11.3 1.0

Fusarium oxysporum 6.5 0

Phomopsis sp. 11.3 10.0

Aspergillus niger 5.5 NI2)

Rhizoctonia solani 8.3 14.0

Phytophthora capsici 12.5 6.0

1) Each value means an average of three replicates.
2) NI : Not investigated.

Table 2. Siderophore and IAA formation, nitrogen fixation and phosphorus solubilization activity of Paenibacillus polymyxa isolates
collected from Cheongwon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 and NAAS

Isolate
Siderophore 

formation (cm) 
IAA formation

(µg/ml)
Nitrogen fixation

(color change)
Phosphorus 

solubilization (cm)

Paenibacillus polymyxa CW 0.75 22.7 ++1) -

Paenibacillus polymyxa AC-1 0.50 3.3 + -

1) +, ++ means a little and moderate color-chang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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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미생물의 불용성 인산의 가용화 능력은 작물생산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Singh 등(1993)은 mollisol 토양에서 자

란 콩 뿌리에 서식하는 P. polymyxa 균주가 불용성 인산을

가용화하여 작물에 흡수를 도와 작물의 생장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Freitas 등(1997)은 P. polymyxa 균주가 카놀

라의 인산 흡수를 도와 생장을 촉진하고 수량을 높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P. polymyxa CW균주와

P. polymyxa AC-1균주 모두 인산가용화 능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Paenibacillus 균주가 인산가

용화 능력이 있다는 보고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P.

polymyxa CW균주는 식물병원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스

펙트럼을 보이고, 생장촉진과 관련한 siderophore 및 IAA

생성, 질소고정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들 특성

을 잘 파악하여 농업현장에서 활용하면 병 방제, 작물생육

촉진, 염류장해 제거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ielsen 등(1997), Jung 등(2011) 그리고 Raza 등

(2008)은 P. polymyxa가 여러 가지 가수분해효소를 생성하

므로 병 방제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한 바 있으

나 본 시험에 사용한 P. polymyxa CW균주는 애석하게도 가

수분해 효소활성을 보이지 않았다(자료 미 제시). 

P. polymyxa CW균주처리에 의한 고추 흰가루병 방제효과

고추 흰가루병은 일단 발병하면 병원균이 식물체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므로 방제가 매우 어려운 병이다. Abdel-

Kader 등(2012)은 Trichoderma harzianum, T. viride, Bacillus

subtilis, Pseudomonas fluorescens, Saccharomyces cerevisiae

을 활용하여 고추 흰가루병 방제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부

분의 균주의 방제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흰

가루병에 대한 방제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물병

원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였던 P. polymyxa CW균주를

공시하여 고추 흰가루병이 상습 발생하는 온실 내에서 배양

원액과 10배, 100배 희석액을 조제하여 살포하고 병 방제효

과를 검정한 결과 고추 흰가루병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P. polymyxa CW균주 배양원액을 처리

하였을 때 처리 3일 후 고추 흰가루병을 89% 억제하였으며

처리 후 10일까지도 발병을 8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P. polymyxa CW균주 배양액을 희석하여 저

농도로 살포 하였을 때에는 병 방제효과가 고농도로 처리했

을 때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항생물질

을 생성하는 세균의 병 방제효과는 처리농도가 중요한 요인

으로 알려져 있다. Berger 등(1996)에 따르면 병 억제효과가

병원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항생물질에 기인되는 B. subtilis

인 경우 처리농도가 108 cfu/ml 이상 되어야만 적절한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본 시험에서도 108 cfu/ml농도 고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저농도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

polymyxa CW균주의 병 억제기작은 항생물질에 의한 것으

로 추측되었다. Kim 등(2010)도 고추 역병 방제를 위하여

P. polymyxa를 처리농도를 달리하여 처리하였을 때 처리농

도에 따라 병 방제 효과가 차이를 보이며 고농도인 108 cfu/

ml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고추 역병균의 유주자낭 및 유주자

생성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CW

균주의 처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정농도 이상으로 처리농도를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최근 여러 연구에서 P.

polymyxa가 병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어

(Timmusk, 2003) 이에 대한 가능성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aenibacillus 속 세균은 Bacillus 속 세균

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이

고 병 방제 효과도 우수하여 병 방제제로 개발 가능성이 매

우 높으나 국내에서 고추를 대상으로 역병 방제용으로 ‘탑

시드’가, 고추 흰가루병 방제용으로 ‘메트로페논’이 개발되

었을 뿐 아직 상품화가 매우 저조하다 (Cawoy 등, 2011).

P. polymyxa CW균주처리에 의한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효과

토마토 흰가루병은 시설재배를 하는 토마토에서 발생이

매우 심하나 이를 방제하기 위한 미생물 농약으로 오직 메

트라페논 액상수화제 1종만 등록되었을 뿐 매우 적은 실정

이다. 고추 흰가루병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P. polymyxa

CW균주를 공시하여 토마토 흰가루병이 상습 발생하는 온

Table 3. Suppressive effect of Paenibacillus polymyxa CW on the development of red pepper powdery mildew (Leveillula taurica) in
the green house 

Treatment Dosage
Diseased leaf area (%)

3DATy 5DAT 7DAT 10DAT

P. polymyxa CW 108 3.9 cz 1.1 4.2 15.0 c

107 2.2 c 15.0 17.9 30.0 c

106 18.3 b 16.1 28.3 58.9 b

Untreated control - 34.4 a 87.8 83.9 83.3 a

y DAT: Days after treatment. 
z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ach value
means an average of thre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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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에서 배양 원액과 10배, 100배 희석액을 조제하여 살

포하고 병 방제효과를 온실 내에서 검정한 결과 토마토 흰

가루병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P. polymyxa CW균주 배양원액을 처리하였을 때 처리 3

일 후 토마토 흰가루병을 거의 100%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처리 후 7일까지도 발병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P. polymyxa CW균주 배양원액을 병든 잎

에 처리할 경우 발병이 멈추면서 처리 후 7일 후에 관찰하

였을 때 병반 상의 생성되었던 포자들도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그러나 P. polymyxa CW균주 배양액을 희

석하여 10배나 100배로 희석하여 저농도로 살포하였을 때

에는 고추 흰가루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제효과가 고농

도로 처리했을 때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마토 흰가루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108 cfu/ml 이상 고농도로 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P. polymyxa CW균주는 고추 흰가루병과 토마토 흰가루

병에 대하여 탁월한 방제효과를 보이고, Bacillus처럼 내생

포자를 생성하여 나쁜 환경에 잘 견딜 수 있어 대량배양 및

제제화 기술이 개발될 경우 생물농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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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1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요 약 지자체에서 배양하여 보급되고 있는 농업미생물 활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18개 농업기술센터에서 51종의

미생물을 수집하여 작물생장촉진 및 식물병 방제와 관련한 기능성인 항균활성, 인산가용화, IAA 및 siderophore 생

성능력, 질소고정능력, 가수분해활성을 비교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항균활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농업적 기능을 보이

는 Panenibacillus polymyxa CW균주를 선발하였다. P. polymyxa CW균주는 벼 도열병균, 고추 탄저병균, 채소류 시

들음병균, Phomopsis sp., 양파 검은곰팡이병균, 잘록병균(Rhizoctonia solani) 및 고추 역병균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

성을 보였다. 시험 병원균 중 잘록병균을 제외한 모든 병원균에 대하여 P. polymyxa CW균주는 농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P. polymyxa AC-1보다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다. P. polymyxa CW균주는 항균활성 외에도 siderophore 생성,

IAA 생성 및 질소고정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olymyxa CW균주의 siderophore 생성능력은 P. polymyxa

AC-1과 비슷하였으나 IAA 생성이나 질소고정능력은 P. polymyxa AC-1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가수분해능력에 있

어서는 P. polymyxa CW균주와 P. polymyxa AC-1균주 모두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고추 흰가루병을 대상으로 P.

polymyxa CW균주를 농도별로 처리하고(106, 107, 108 cfu/ml) 처리 후 10일에 병 억제효과를 조사하였을 때, 가장 높

은 농도처리에서 병 발생을 68.3%까지 억제하였다. P. polymyxa CW균주의 처리농도가 감소됨에 따라 병 방제효과

도 비례해서 감소되었다. 또한 토마토 흰가루병에 대하여 P. polymyxa CW균주 배양액을 106, 107, 108 cfu/ml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7일 후에 병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무처리의 병반면적율이 56.3%인데 비하여 0.03, 19.5,

45.7%로 병 발생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흰가루병의 경우처럼 토마토 흰가루병에 대한 P.

polymyxa CW균주의 방제효과도 처리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olymyxa CW균주는 고추 및 토마토 흰

가루병에 대하여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방제효과가 밀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한 두가지 흰가루병 방

제에 대한 작용기작은 항생작용으로 추측되며 효과적인 병 방제를 위해서는 108 cfu/ml 이상 농도로 처리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P. polymyxa CW균주는 고추 및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를 위한 유망한 방제

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어 방제, Paenibacillus polymyxa CW, 흰가루병, 고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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