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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solate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was selected as an effective

antagonist for biological control of cucumber downy mildew caused by Pseudoperonospora cubensis.

Temperature range for growth of CC110 isolate was 7.5~55.0oC, and its optimal temperature at 36.6oC. pH

range for growth of CC110 isolate was 4.5~9.5, and its optimal pH at 7.0. In this study, the most effective

sources of carbon and nitrogen for growth of CC110 isolate were fructose and yeast extract, respectively. The

volatile of CC110 isolate was found to be effective to control downy mildew on cucumber showing no

diseased area whereas that of control was 13.2% using the I plate bioassay. The culture broth and cells of

isolate CC110 cultured in TSB media for 48 hours at 28oC inhibited occurrence of cucumber downy mildew.

The cells and culture broth were transformed into sporangia of P. cubensis by in observation under light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Key words Biological control, Cucumber, Cultivation, Downy mildew,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Volatile compounds

서 론

Pseudoperonospora cubensis 에 의한 오이 노균병은 잎의

앞면에 퇴록된 부정형 사각형 반점이 생기고 잎 뒷면에는

수침상으로 나타나서 아랫 잎에서 먼저 발생되어 위로 진전

되면서 잎이 말라 죽어 우리나라에서 오이 재배에 가장 피

해를 주고 있는 병해 중 하나이다(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1997). 미국, 유럽, 중

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오이 노균병은 80%까지 수량을 감소

시키는 중요한 병해로 알려 졌다(Elizabeth 등, 2011). 

이러한 오이 노균병의 수량 손실을 감소하기 위하여 저항

성 품종의 육종, 화학농약의 체계 처리와 재배 기술 향상 등

으로 방제하고 있으나(Elizabeth 등, 2011; Lebeda and

Cohen, 2011; Urban and Lebeda, 2006), 일본 등 여러 나라

에서 노균병 방제에 사용한 화학농약 메타락실, 아족시스트

로빈, 크레소심메칠, 피라클스트로빈, 포세칠알과 디메쏘모

르프 등이 저항성 균이 나타났다(Lebeda and Cohen, 2012;

Urban and Lebeda, 2006). 

지속적인 화학농약의 사용으로 저항성 식물병원균의 출현

과 농산물에 잔류 우려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

한 요구가 증대되어 유용미생물을 이용 연구가 시도되고 있

으며, 세계적으로 미생물농약은 149종이 병해충과 잡초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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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고 있다(Copping, 2004). 

오이 노균병에 대한 금불초(Inula viscose)의 추출물과 마늘

의 알리신(allicin)에 의한 노균병 발생 억제와 BABA의 유도

저항성을 이용한 보고된바 있으며(Lebeda and Cohen, 2011),

그리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예로는 포도 노균병에 Bacillus

subtilis와 Streptomyces sp. (Islam and Hossain, 2013), 그리고

Fusarium proliferatum (Shlomo 등, 2001; Stuart, 1996), 수수

노균병에 Pseuodomonas fluorescens (Umesha 등, 1998)와 옥

수수 노균병에 B. subtilis와 Trichoderma 등 혼용처리

(Sadoma 등, 2011) 이용 연구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하기 위하

여 오이 노균병에 대하여 B. amyloliquefaciens CC110 균주

의 휘발성 물질과 배양액 등 처리 의한 오이 노균병 발생

억제와 더불어 CC110 균주의 배양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실

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미생물

2010년 4월 12일에 순천의 낙안읍 오이 재배 단지에서 건

전한 오이 잎을 채취하여 분리한 CC110 균주는 gyrB 유전

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계통분석을 수행한 결과,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로 동정되었다. CC110

균주는 28oC의 TSA(Tryptic Soy Agar, Becton, Dickinson

and Co.) 배지에서 배양한 균체를 20% glycerol 용액에 담

아서 −70oC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오이 노균병균의 배양

오이 노균병균(P. cubensis)은 국립농업과학원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 포장에서 채집한 노균병이 발생한 오이 잎에서

노균병균의 포자낭을 수거하여 멸균수로 현탁액으로 제조하

여 습실 처리한 플라스틱 상자 안에 건전한 오이 잎을 넣어

잎 뒷면에 접종하여 20로 조절된 하루에 12시간씩 형광등이

조사되는 배양기에 넣어 7~10일간 배양하면서 오이 잎에

형성한 병반에서 노균병균을 분리하여 새로운 오이 잎에 접

종하는 계대 배양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오이 식물체는

바로커상토(서울바이오)를 직경 7 cm 비닐포트에 담아 싱싱

백다다기 오이 품종(동부한농)을 파종하여 온실에서 재배한

오이 잎을 사용하였다. 

CC110 균주의 배양적 특성 조사 

온도

CC110 균주의 배양적 특성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도

구배장치(Bio-photo recorder, TN-2616, Advantec Toyo

Kaisa, LTD)를 이용하여 TSB배지(Tryptic Soy Broth 배지:

pancreatic digest of casein 17 g, enzymatic digest of

soybean meal 3 g, dextrose 2.5 g, NaCl 5 g, K2HPO4 2.5 g,

증류수 1 l) 사용하여 48시간 배양하여 균 생육을 Optical

density (OD, 600 nm)값으로 조사하였다. 

pH

CC110균주를 TSB배지에 30oC에서 120 rpm으로 24시간

동안 진탕 배양하여 그 배양액을 10배로 희석하였다.

Microplate (100 well)에 멸균된 TSB배지을 이용하여 pH

4.0부터 9.5까지 0.5단위로 배지를 조제하여 pH배지별 3반

복으로 350 µl씩 분주하고, B. amyloliquefaciens CC110균

주를 배양한 희석액을 10 µl씩 접종하여 Bioscreen C

(Growth Curves AB Ltd.)에서 30oC에서 48시간 배양하여

흡광도(600 nm)로 OD를 조사하였다.

탄소원이 CC110 균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CC110 균주에 대한 탄소원의 배양적 특성 조사는 증류수

985 ml에 sucrose 10.0 g, K2HPO4 2.5 g, KH2PO4 2.5 g,

(NH4)2HPO4 1.0 g, MgSO47H2O 0.2 g, FeSO47H2O 0.01 g,

MnSO4H2O 0.007 g를 넣고 pH 7.0으로 조절하여 탄소원

sucrose 대신에 ascorbic acid, cellulose, dextrin, fructose,

galactose, glucose, glycerol, lactose, maltose, mannitol을 각

각 0.5%와 1.0% 첨가하여 배지를 조제하였다. CC110균주

를 TSB배지에 30oC로 24시간 전배양 하고 Microplate

(100well)에 멸균된 배지별로 350 µl씩 넣고 3반복으로

CC100 균주를 10 µl씩 접종하여 Bioscreen C (Growth

Curves AB Ltd)에 플레이트를 넣고 컴퓨터를 가동하여 30

분 마다 OD값을 조사하였다. 

질소원이 CC110 균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CC110균주에 대한 질소원의 배양적 특성 조사는 증류수

985 ml에 sucrose 10.0 g, K2HPO4 2.5 g, KH2PO4 2.5 g,

(NH4)2HPO4 1.0 g, MgSO47H2O 0.2 g, FeSO47H2O 0.01 g,

MnSO4H2O 0.007 g를 넣고 pH 7.0으로 조절하여 질소원

(NH4)2HPO4 대신에 (NH4)2SO4, glycine, L-Asparagine,

NH4NO3, peptone, NaNO3, NH4Cl, KNO3, L-proline, L-

glutamic acid, (NH4)2HPO4, yeast extract, casein, urea을 각

각 다른 여러 질소원을 0.5%와 1.0% 첨가하여 배지를 조제

하였다. CC100균주를 TSB배지에 30oC로 24시간 전배양

하고 Microplate(100well)에 멸균된 배지별로 350 µl씩 넣고

3반복으로 CC100 균주를 10 µl씩 접종하여 Bioscreen C

(Growth Curves AB Ltd)에 플레이트를 넣고 컴퓨터를 가동

하여 30분 마다 OD값을 조사하였다.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의 휘발성 물

질에 의한 오이 노균병 발생 억제 검정 

I 플레이트(SPL Life Sciences)에 TSA배지가 분주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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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C110 균주을 이식하여 25oC에서 배양 24시간 후에 물

한천배지(water agar)가 분주된 곳에는 건전한 오이 잎을 직

경 25 mm 절편으로 잘라 내어 올려 놓고 나서, 오이 노균병

균의 포자낭을 1 × 105/ml을 10 µl씩 중앙에 점접종하여 6반

복으로 처리하여 20oC 항온기에서 형광등을 하루에 12시간

조사하면서 처리 8일 후 오이 노균병 발생 여부를 실체현미

경(M205A, Leica)으로 조사하였다.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에 의한 오이 

노균병 발생 억제 검정 

CC110 균주를 TSB배지에 이식하여 2일간 28oC에서

150 rpm으로 진탕 배양하여 원심분리(8000 rpm, 10oC, 30분)

하였다. 배양액과 원심분리하여 얻은 배양세포(cell) 현탁액

(1 × 108 cfu/ml)을 각각 건전한 오이 잎과 노균병 걸린 잎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분무 처리하여 마른 후에 직경 25 mm

절편을 만들어서 노균병균의 포자낭을 1 × 105/ml을 10 µl씩

점접종하여, 20oC 항온기에서 형광등을 하루에 12시간 조사

하면서 습실 처리한 8일 후에 오이 노균병 발생을 실체현미

경(M205A, Leica), 형광현미경(DM2500, Leica)과 주사전자

현미경(S-2460N, Hitachi)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균주의 배양

적 특성 조사

온도

CC110 균주의 배양 온도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도구

배장치(Bio-photo recorder, TN-2616, Advantec Toyo Kaisa,

LTD)를 이용하여 TSB배지 사용하여 48시간 배양하여 균

생육을 OD값으로 조사한 결과 7.5oC부터 55oC에서 생육하

였으며 최적 생육온도가 36.6oC이였고, 19.6oC부터 33.1oC

까지 OD값이 2.4~2.6을 나타내었다(Table 1). 

pH

CC100 균주를 Microplate (100 well)에 멸균된 TSB배지

을 이용하여 pH 4.0부터 9.5까지 0.5단위로 배지를 조제하

여 Bioscreen C (Growth Curves AB Ltd.)에서 30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흡광도(600 nm)로 OD (optical density)를

조사한 결과, pH 4.5에서 pH 9.5까지 생육하였으며 최적

pH는 7.0으로 나타났다(Fig. 1).

탄소원이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균

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CC100 균주의 탄소원에 대한 배양적 특성 조사한 결과,

탄소원을 0.5% 첨가하였을 경우에 배양 24시간 후에

fructose, mannitol, glycerol, galactose, sorbitol, sucrose 순

으로 OD값이 높았다(Fig. 2). 탄소원을 1.0% 첨가한 경우에

배양 48시간에 조사한 결과에서 0.5% 첨가한 것처럼

fructose, mannitol, glycerol, galactose, sorbitol, sucrose 순

으로 높은 OD값을 나타내었지만(Fig. 3), 탄소원을 0.5% 첨

가한 실험에서 탄소원을 1% 첨가한 실험보다도 짧은 배양

시간에도 불구하고 OD값이 높았다. 

질소원이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균

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CC100 균주에 대한 질소원의 배양적 조사한 결과에서 배

Table 1. Estimation of growth temperature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in TSB media in Bio-photo
recorder for 48hr

Optical density (OD) at incubation temperature (oC) 

7.5oC. 15.2 19.6 23.1 26.6 29.7 33.1 36.6 40.0 43.5 48.2 55.0

0.015 1.506 2.410 2.468 2.519 2.645 2.475 2.980 2.181 2.014 1.418 0.352

Fig. 1. Estimation of growth pH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in TSB media in Bioscreen C for 48

hr at 30oC.

Fig. 2. Estimation of growth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in the media adding with several

carbon source (0.5%) in Bioscreen C for 60 hr at 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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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4시간 후에 0.5% 질소원 첨가구에서 yeast extract,

casein, peptone, L-asparagine, NH4NO3 순으로 높은 OD값

을 나타내었지만(Fig. 4), 1.0% 질소원 첨가구에서 yeast

extract, casein, L-asparagine, peptone, NH4NO3 순으로 높은

OD값을 나타내었다(Fig. 5).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의 휘발성 물

질에 의한 오이 노균병 발생 억제

CC110균주를 I 플레이트에 이식하여 25oC에서 24시간 배

양한 다음 오이 잎 절편에 오이 노균병균을 점접종한 8일

후에 조사한 결과에서 오이 노균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

만 CC110균주가 처리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노균병이

13.2% 발생하였다(Table 2). 노균병균을 접종한 오이 잎 절

편을 실체현미경(M205A, Leica)로 검경한 결과, CC110균주

를 처리한 잎 절편에서는 노균병균을 접종한 포자낭이 흔적

만이 남아있었지만(Fig. 6A, 6B), 무처리구에서는 오이 노균

병이 발생하여 노균병균의 균사와 많은 흑색의 포자낭과 포

자낭분생자경이 형성됨을 확인되었다(Fig. 6C, 6D). 그러므

로 B. amyloliquefaciens CC110균주가 생성한 휘발성 물질

에 의하여 오이 노균병을 발생을 억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의 오이 노균

병 발생 억제 

CC110 균주를 TSB배지에 배양한 배양액과 배양 세포

Fig. 3. Estimation of growth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in the media adding with several

carbon source (1.0%) in Bioscreen C for 48 hr at 30oC.

Fig. 4. Estimation of growth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in the media adding with several

nitrogen source (0.5%) in Bioscreen C for 48 hr at 30oC. 

Fig. 5. Estimation of growth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in the media adding with several

nitrogen source (1.0%) in Bioscreen C for 48 hr at 30oC.

Table 2. Suppressive effect by volatile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against downy
mildew in the cucumber leaf disk inside I plate at 8 days after
treatment

Diseased leaf area (%) 

B. amyloliquefaciens CC110 Control

0 aa) 13.2 b

a) In a column, means followed by a common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1% level by DMRT.

Fig. 6. Suppression of downy mildew on cucumber by treated with volatile compounds of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inside I plates at 20oC for 8 days after inoculation of Pseudoperonospora cubensis. A and B; Treatment of B.
amyloliquefaciens CC110, C and D; un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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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를 처리하여 8일 후 조사한 결과, 배양액과 배양 세포

(cell) 처리구에서 오이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Fig.

7A, 7B), 무처리구에서는 오이 노균병이 발생하여 회색의

병원균이 괄찰되었다(Fig. 7C). CC110균주를 TSB배지에서

배양한 배양액을 처리한 구를 실체현미경과 광학현미경

(DM2500, Leica)으로 검경한 결과, 실체현미경으로는 오이

노균병균의 회색 포자낭만이 보이고(Fig. 8A) 노균병 걸린

잎에 CC110 균주를 처리한 부위를 떼어내어서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한 결과에서 포자낭의 분생자경과 포자낭 주변에

처리한 CC110 균주의 배양 세포(cell)가 모여 있으며 포자

낭의 형태가 변형되었다(Fig. 8 B). 배양액을 처리 직후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검경한 결과 오이 잎 표면과 노균병균의

포자낭에 처리한 cell이 보였으며(Fig. 8C), 처리 8일 후에는

많은 CC110 균주의 cell이 보였으며 포자낭은 변형되었다

(Fig 8D). 그러므로 CC110 균주를 TSB배지에 배양한 배양

액은 오이 노균병균의 포자낭을 변형시켜서 오이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 찰

오이를 비롯한 박과류의 노균병에 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항성품종으로는 이 병을 방제하기에는 역부족하여 살균제

와 같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이 경우에 5~7일 간

Fig. 7. Suppression of downy mildew on cucumber by treated with liquid culture with in TSB media of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on cucumber leaf disks at 8 days after inoculation of P. cubensis at 20oC. A; Treatment of culture broth of B.
amyloliquefaciens CC110, B; Culture cells of B. amyloliquefaciens CC110, C; Control.

Fig. 8. Suppression of downy mildew fungi on cucumber by treated with culture of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at

8 days after inoculation of P. cubensis at 20oC. A; Treatment of culture broth of isolate CC110 , B& D ; Damaged sporangia of P.
cubensis, C; Cells of isolate CC110 on sporangia of P. cub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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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살균제를 예방적으로 체계적인 처리를 하여 방제하고

있다(Elizabeth 등, 2011). 이와 같은 지속적인 화학약제의 사

용으로 노균병균이 저항성을 획득하여 약제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대체 방제 수단이 요구되었다(Lebeda and

Cohen, 2011). 오이 노균병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균주를 선발하였다.

선발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균주

의 배양적 특성은 최적 생육온도가 36.6oC이며 최적 pH는

7.0이었다. 그리고 영양원 이용 실험결과에서 배양 48시간

까지 CC110균주가 배양시간별로 영양원을 이용하는 생장

곡선을 나타내어 배양에 기초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탄소원

에서 fructose와 질소원에서 yeast extract를 가장 잘 이용하

였다. B. amyloliquefaciens B128 균주는 NB (Nutrient Broth)

배지에 질소원 yeast extract를 첨가하여 30oC에서 pH 8.0로

배양하여 최대의 cell이 9.1 × 108 cfu/ml, 포자수가 10.3 ×

108 cfu/ml를 수거하여 CC110 균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Tzeng 등, 2008) 

바실러스 균주가 생성하는 휘발성 물질에 관한 보고된 예

로 Bacillus subtilis JA 균주가 2-ethyl-hexanol, 2, 4-bis(2-

methylpropyl)-phenol 등 14종의 휘발성 물질을 생성하여 잿

빛곰팡이병균의 포자 발아와 발아관 신장을 억제한다고 하

였다(Chen 등, 2008). B. amyloliquefaciens NJN-6균주가

Fusarium oxysporum f. sp. cubense의 포자 발아와 생장를

억제하였으며(Yuan 등, 2012), 식물병원균 Rhizoctonia

solani 균 생육억제 등이 보고된바 있다(Kai 등, 2007). 오이

노균병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균주의 휘발성 물질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균주의 배

양액과 배양 세포(cell)이 오이 노균병 발생을 억제하였다.

이것은 여러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균주의

식물병원균을 억제하는 중요한 2차 대사물질 bacillomycin

D, fengycin, iturin과 surfactin 등을 생성한다고 보고와 관

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Borriss, 2011; Borriss 등, 2011;

Lee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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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요 약 오이 노균병의 생물적 방제를 위하여 Bacillus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CC110균주를 선발하였

다. CC110 균주는 7.5~55.0oC에서 생육 가능하며 최적 온도가 36.6oC이고, pH 4.5~9.5범위에서 생육 가능하고 최적

pH는 7.0이었다. CC110 균주가 가장 잘 이용한 탄소원과 질소원은 fructose와 yeast extract이었다. I 플레이트를 이

용한 생물검정에서 CC110 균주가 생성한 휘발성 물질에 의하여 오이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무처리에서 13.2%

발생하였다. CC110 균주를 TSB배지에서 배양한 배양액과 배양세포(cell)를 처리하여 실체현미경, 광학현미경과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전혀 오이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이 노균병균의 포자낭 형태가 변형되었다. 

색인어 노균병, 생물적방제, 오이, 배양,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페션스, 휘발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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