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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루이 병원성 곰팡이의 특성 및 살충제 개발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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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house whitefly, Trialeurodes vaporariorum, is an economically important pest for greenhouse crops 
because they cause direct damage by feeding on plant nutrients and indirect damage as transmits many virus vectors. 
It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problem because of the continuous use of insecticide resulting in resistance among 
greenhouse whitefly popul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virulence of an entomopathogenic fungus isolated from the cadaver of nymph greenhouse whitefly were 
investigated. Isolated fungus was identified as Isaria fumosorosea by morphological examinations and genetic 
identification using sequences of the ITS, β-tubulin, and EF1-α regions. This fungus was named as I. fumosorosea
SDTv and tested for the virulence against nymphs T. vaporariorum and the cold activity, the thermotolerance and the 
stability of UV-B irradiation on conidia. Mortality rate of greenhouse whitefly showed from 84 to 100% and the 
virulence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idial concentrations, 1×105 to 108 conidia/ml. Conidia were stable at 35℃, 
0.1 J/cm2 of UV irradiation and germinated after 8 days at 4℃. Additionally, the activities of chitinases and proteases 
produced by I. fumosorosea SDTv were varied according to the medium. In conclusion, I. fumosorosea SDTv which 
showed high mortality rate against greenhouse whitefly will be used effectively in the integrated pest management 
programs against the greenhouse whit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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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루이(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 (Hemiptera: 

Aleyrodidae)는 넓은 기주 범위와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전 세

계적으로 약 84과 249종의 작물을 가해하며, 국내에서는 27과 

39종의 기주를 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대표적인 광식

성, 난방제 해충이다(Malais and Ravensberg, 2003). 약충시기

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작물의 잎 뒷면에 붙어서 흡즙하기 때

문에 생육의 장애를 일으켜 잎의 퇴색, 왜소, 낙엽고사와 같은 피

해를 주고, 분비하는 감로에 의해 그을음병이 유발되어 상품 가

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등 그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zman et al., 1997). 최근에는 비닐

하우스와 유리온실 등 시설 재배면적의 급격한 증가로 온실가루

이의 월동과 번식에 좋은 조건이 제공되어 발생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Jeon et al., 2009). 또한 성충이전에는 약

제에 강한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방제를 위해서는 여러 번의 약

제 살포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살충제의 빈번한 사용은 저항

성 유발과 함께 밀도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적인 방법으로써 병원성 미생물과 다른 생물 천적을 이용한 방

제제 개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곤충병원성 

미생물인 곰팡이를 이용한 방제법은 곰팡이의 접촉만으로 병원

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흡즙성 해충인 온실가루이 방제에 효과

적이며, 저항성이 거의 유발되지 않는 장점으로 인해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이를 이용한 미생물 살충제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

다(de Faria and Wraight, 2007). 살충제 개발에 이용되는 곤충

병원성 곰팡이는 대부분 불완전균류(Hyphomycetes)에 속하며 

사람과 동, 식물에는 무해하고 대상으로 하는 목적해충에 대해

서만 병을 일으켜 숙주를 사멸케 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 곤충의 

밀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높은 숙주특이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환경, 인축에 대한 독성이 없으며 숙주의 저항성 기

작이 잘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난방제 해충의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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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방제제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cey et al., 

2001). 이러한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하여 외국에서는 온실

가루이를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자체 개발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여 이용하

는 단계에서 유통 또는 보관 과정상의 활성 문제 그리고 우리나

라와 다른 환경에서 적응된 곰팡이를 이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자국 내 환경에 적응

된 다양한 토착 균주들의 분리는 필수적으로 여겨져 우리나라에

서도 근래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분리보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균주들의 미생물제제로서 평가에 있어 그 병원력

만을 주요인으로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포자의 안정성 및 발아

력에 대한 기본 특성 조사는 이후 실용성 측면에서 높은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온실가루이 사충으로부터 

분리한 곤충병원성 곰팡이 균주의 기본적인 특성 분석과 더불어 

살충성을 비롯한 살충제로써의 여러 가지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온실가루이의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한 곰팡이 살

충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온실가루이 사육

본 실험에 사용된 온실가루이는 충북대학교 곤충생태 및 독

성학 실험실에서 분양 받아 토마토를 이용하여 온도 25℃, 광조

건 16L:8D, 습도 70% 조건으로 실내 사육하면서 곰팡이의 생물

검정 실험에 사용하였다.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분리

2012년 5월 온실가루이 사육 중 곰팡이 병징을 보이며 사멸

한 온실가루이 사충으로부터 포자를 수거하여, 곤충병원성 곰팡

이 선택배지인 SDA-D50 [Sabouraud Dextrose Agar (SDA; 

Difco
TM, USA), 100 µg/ml Chloramphenicol, 50 µg/ml 

Streptomycin, and 50 µg/ml dodine) (Shin et al., 2010)에 접종

하고 25℃ 암 조건에서 7일간 배양하였다. 분리된 곰팡이는 

PDA (Potato Dextrose Agar) 배지에 접종하고 2주간 25℃에서 

배양 후 0.02% Tween 80을 이용하여 포자를 수거하였다. 수거

된 포자는 최종농도 20% glycerol 상태로 -80℃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다시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배지 증식상 및 형태학적 관찰

분리 균주의 배지에서 증식상과 형태학적 관찰을 위하여 

slide glass culture 방법을 이용하였다(Sigler and Gibas, 2005). 

배지에서의 증식상은 PDA 배지 중앙에 곰팡이 포자 현탁액 50 µl 

(5×10
6 conidia/ml)를 접종하여 25℃에서 15일간 5일 간격으로 

관찰하였다. Slide glass culture는 PDA 배지에서 25℃, 3–4일간 

배양된 균체를 배지와 함께 약 6 mm로 자른 후 slide glass에 올

려놓고 그 위에 지름 22 mm의 cover glass를 덮은 뒤 다시 25℃
에서 3–4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포자형성이 유도된 것을 확인

하고 400×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하여 균사 및 포자를 관찰하였

다(Canon PowerShot A640, Japan).

곰팡이 DNA 분리 및 PCR

곰팡이 genomic DNA 추출은 균사로부터 화학적 lysis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추출하였다(St. Leger and Wang, 2009). PDA 배지

에서 2주간 자란 곰팡이 균체 일부에 fungal DNA extraction buffer 

[0.2 M Tris-Cl; pH 7.5, 0.5 M NaCl, 10 mM EDTA; pH 8.0, 

and 1% SDS (w/v)]를 처리한 후 phenol-chloroform-isoamyl 

alcohol (25:24:1)로 원심 분리하여 DNA를 정제하였다. 정제된 

DNA 용액은 냉에탄올을 이용하여 침전시키고 원심분리 후 멸균 증

류수에 녹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분리 균주의 분자생물학적 동정

을 위한 PCR primers는 ITS1 (5′-TCCGTAGGTGAACCTGCGG-

3′)와 ITS4 (5′-TCCTCCGCTTATTGATATGC-3′) (White et 

al., 1990), tubF (5′-TGGGCYAARGGYCACTACACYGA-3′)와 

tub-R (5′-TCAGTGAACTCCATCTCRTCCAT-3′) (Tartar et al., 

2002), 1577F (5′-CARGAYGTBTACAAGATYGGTGG-3′)와 

2218R (5′-ATGACACCRACRGCRACRGTYTG-3′) (Rehner 

and Buckley, 2005)를 사용하여 각각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1-5.8S-ITS2), β-tubulin gene, elongation factor 1-alpha 

(EF1-α) 부분을 증폭시켰다. PCR 반응은 AccuPOWER
TM PCR 

PreMix (Bioneer Co., Korea)를 이용하여 94℃ 30초, 53℃ 30

초, 72℃ 1분 35 cycles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PCR 반응 후 증폭 

산물은 1.0%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분석하고 Power 

Gel Extraction Kit (Dyne Bio Inc., Korea)를 이용하여 순수 정

제하였다. 

염기서열 분석

각 PCR 산물은 pTOPO-Vector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클로닝 

하였다. 재조합 콜로니들은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LaboPass
TM 

Mini Plasmid DNA Pur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하였다. DNA 염기서열은 Macrogen (Korea)사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염기서열은 DNA MAN을 이용하여 정렬 

한 다음 BLAST search tool을 이용하여 기 보고된 다른 곰팡이

들 서열과 비교⋅분석하였다.

생물검정

PDA 배지에서 2주 동안 배양된 곰팡이 표면을 긁어 수확된 

포자를 0.02% Tween 80을 이용하여 포자현탁액을 만들고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생물검정 전 포자의 

viability는 기 보고된 방법(Fernandes et al., 2008)에 준하여 

SDAY 배지에 5 µg/ml benomyl [95% active ingredient 

(Sigma, USA)]이 첨가된 SDAY+B 배지에서 발아 여부를 확인

하여 95% 이상 viability를 보이는 것만을 생물검정에 이용하였

다. 생물검정은 증류수로 적신 거즈가 얇게 깔린 90 mm petri 

dish (SPL CO., Korea)에서 온실가루이 2–3령 약충 25마리가 

고착되어 있는 토마토 잎을 올려놓은 후, 준비된 균주의 포자현

탁액 1 ml (1×10
5–108 conidia/ml with 0.02% Tween 80)을 원

통 케이지로 구성된 SD tower sprayer (Shin et al., 2011)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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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 Morphological examination of isolated fungus from cadaver of greenhouse whitefly. Fungus was inoculated on the center of PDA media 
and cultured at 25℃ for 5 days (A), 10 days (B), and 15 days (C). The growth of white with flocculent mycelium was observed at 5 days after 
inoculation and the gray conidiation was partially observed in center of mycelium at 10 days after inoculation. The gray conidiation was almost 
observed whole of mycelium at 15 days after inoculation. Long and diffuse chains of conidia were observed under phase contrast microscope 
(400×) (D). Scale bars (A-C) 5 cm and (D) 10 um.

하여 스프레이하는 방법으로 접종하였다. 스프레이 접종 시 

hemocytometer를 옆에 두고 떨어지는 포자량을 계산하였다. 떨

어지는 포자량은 1×10
8 conidia 스프레이시 1.2±0.04×105/mm2; 

1×10
7 conidia 스프레이시 1.2±0.1×104/mm2; 1×106 conidia 스

프레이시 1.6±0.4×103/mm2이였으며, 1×105 conidia가 떨어지는 

량은 계산할 수 없었다. 접종 후 온실가루이는 25℃, 광조건 

16L:8D, 습도 70%에서 유지하여 7일 동안 매일 관찰하였다. 사

충들은 표피에서 곰팡이의 발생이 육안으로 관찰될 경우에만 접

종한 곰팡이에 의한 치사로 인정하였으며, 대조구로는 0.02% 

Tween 80 용액만을 처리하였다. 생물검정은 3반복 수행하였다.

고온 및 UV-B 안정성과 저온 발아력 평가

분리 균주의 고온에서의 안정성을 보기 위하여 수거된 포자 

현탁액 100 µl (5×10
6 conidia/ml)를 PCR tube에 넣고 thermal 

cycler (TaKaRa, Japan)을 이용하여 35, 40, 45℃에서 1시간 처

리하고, 처리된 포자 현탁액 20 µl를 SDAY+B 배지에 점적하여 

25℃ 암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400× 위상차 현미경 상에

서 포자의 발아율을 관찰하였다. UV-B에서의 안정성은 수거된 

포자 현탁액 20 µl (5×10
6 conidia/ml)를 SDAY+B 배지에 점적

하고 BIO-LINK – CROSSLINKER UV-B (312 nm) lamp를 이

용하여 0.1, 0.2, 0.3, 0.4 J/cm
2으로 처리한 후 25℃ 암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400× 위상차 현미경 상에서 포자의 발아율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리 균주의 저온 발아력은 수거된 포

자 현탁액 20 µl (5×10
6 conidia/ml)를 SDAY+B 배지에 점적하

고 4℃에서 14일간 배양하면서, 2일 간격으로 400× 위상차 현미

경 상에서 포자의 발아율을 관찰하였다. 모든 포자의 발아율 조사

는 100개의 포자를 무작위로 조사하였으며 3반복 실시하였다.

효소 활성 분석

분리 균주의 세포 외 효소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minimal 

medium (MM; 1.5 g KH2PO4, 0.5 g MgSO4·7H2O, 0.5 g KCl, 

1 mg FeSO4, 1 mg ZnSO4 in 1,000 ml distilled water), 

MM+1% colloidal chitin, MM + 1% skim milk, PDB (Potato 

dextrose broth; Difco
TM, USA), SDYB (Sabouraud Dextrose 

broth + 1% yeast extract) 배지가 각각 20 ml씩 들어있는 100 ml 

flask에 포자현탁액 200 µl (1×108 conidia/ml)씩 접종하고 2

5℃, 150 rpm으로 배양하면서 24시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4일간 

수거하였다. 수거된 배양액은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균체와 배양액을 분리시켰고 ADVANTEC No.2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filtering된 배양액을 효소활성 측정에 이용하

였다. Chitinases 활성 측정은 90 µl의 4-Nitrophenyl N-acetyl-β
-D-glucosaminide (3 mM in 200 mM citrate phosphate buffer 

pH 4.7)에 배양액 10 µl을 넣고 37℃에서 30분 반응하였다. 그 

후, 200 µl 의 stop solution (sodium carbonate, 40 mg/ml)을 넣

어 반응을 종료시키고 E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K)를 이용하여 40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roteases 

(Pr1, subtilisin-like) 활성 측정은 90 µl의 N-Succinyl-Ala-Ala-Pro-Phe 

p-nitroanilide (1 mM in 100 mM Tris-HCl pH 8.0)에 배양액 10 

µl을 넣고 28℃에서 30분간 반응하였다. 그 후, 200 µl의 stop 

solution (30% acetic acid)을 넣어 반응 종료하고 405 nm 파장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두 효소의 활성은 1분 동안에 1 µmol

의 p-nitroaniline과 p-nitrophenol을 생산하는 효소량을 각각 1 

unit로 정의하였다(Esteves et al., 2009).

결 과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분리 및 형태학적 조사

사육 중 회색 곰팡이로 뒤덮여 사멸한 온실가루이 사충으로

부터 선택배지인 SDA-D50을 이용하여 곰팡이를 분리한 결과, 

오직 한 종류의 colony만 형성되었다. 분리 균주를 PDA 배지에 

옮겨 생장을 관찰한 결과, 흰색으로 균사생장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충에서 분리한 곰팡이의 색깔과 같은 회색의 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s. 1A–C). 형태학적 관찰 결과 포

자의 형태는 긴 타원형으로 크기는 3.98±0.09 × 1.92±0.05 µm 

(n=20)이고 분생자자루가 매끄럽고 색을 띠지 않으며 분생자의 

사슬이 길고 분생자두가 확산되어 있는 형태로 관찰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기보고 된 문헌들과(Humber, 1997) 비교 관찰하여 

Isaria fumosorosea로 1차적으로 동정하였다(Fig.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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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ITS, EF1-α, and β-tubulin region
specific PCR products from isolated fungus. Each of ITS, EF1-α, 
and β-tubulin region showed about 600 bp, 500 bp, and 1 kb, 
respectively. Lanes: M, 100 bp ladder; 1, ITS; 2, EF1-α; 3, β-tubulin.

(A) (B)
Fig. 3. Virulence of I. fumosorosea SDTv against greenhouse whitefly. Accumulated mortality rates of greenhouse whitefly were from 84 to 
100% and they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conidial concentrations, 1×105 to 108 conidia/ml of I. fumosorosea SDTv (A). The gray 
conidiation was observed on cadaver infected with I. fumosorosea SDTv at 7 days after inoculation (B). Scale bar, 0.5 mm.

분자생물학적 동정

분자생물학적 동정을 위하여 ITS 영역, EF1-α 그리고 β
-tubulin gene 부분을 PCR 증폭한 결과, 각각 약 600 bp, 약 500 

bp 그리고 약 1 kb 근처에서 예상된 크기의 밴드가 형성되었다

(Fig. 2). 얻어진 PCR 산물을 T-vector에 cloning 후 염기서열을 

결정한 결과, ITS 영역은 580 bp, β-tubulin 영역은 938 bp 그리

고 EF1-α 영역은 517 bp로 나타났으며, 분리 균주의 ITS 영역은 

I. fumosorosea NLUC (FJ765015), NLHG-2 (FJ765013), 

NLHG-1 (FJ765012), CNHG (FJ765009), CNZH (FJ765008)

와 100%로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β-tubulin 영역은 I. 

fumosorosea (EF429303), I. fumosorosea Pfr 97 (EF429306)가 

99%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으며 그 뒤로 I. fumosorosea 

ARSEF3590 (DQ079604)가 94% 상동성을 보였고, Beauveria 

bassiana Bb 9023 (AY366065), Bb 9010 (AY366061)가 93% 

상동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EF1-α 영역은 Cordyceps cf. 

takaomontana NHJ 12623 (EF468778)와 98% 높은 상동성을 

보였으며 다수의 Beauveria 속의 곰팡이 Beauveria sp. ARSEF 

3529 (HQ880998), B. bassiana 793 (AY531958), 3216 

(AY531927), ARSEF 1564 (HQ880974)와 각각 97%의 상동성

을 나타내었다. 형태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동정 결과를 통해 분리 

곰팡이는 최종적으로 I. fumosorosea로 동정하였고, I. fumosorosea 

SDTv로 명명하였다.

생물검정

포자현탁액 1 ml (1×10
5–108 conidia/ml with 0.02% Tween 

80)을 이용하여 온실가루이 유충에 대하여 살충력을 검정한 결

과, 접종 후 5일차부터 사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농도가 높아

질수록 살충률도 증가하였다(Fig. 3A). 특히, 일반적인 포자처리

농도인 1×10
8 conidia/ml에서 5일차부터 90% 이상의 높은 살충

률을 보였다. 사멸한 온실가루이들은 체내에 침입하여 발아된 

균사가 온실가루이 표피를 뚫고 나와 하얀색의 균사로 덮였고, 

하얀색 균사는 점차 회색의 포자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곤충병원

성 곰팡이의 병징을 보였다(Fig. 3B). 

포자의 안정성 및 저온발아력

분리 균주 I. fumosorosea SDTv의 고온에 대한 안정성은 

35℃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발아율을 보였고, 40℃ 이후부터

는 그 발아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Fig. 4A). UV-B

에 대한 포자의 안정성은 자외선을 0.1 J/cm
2 로 처리하였을 때

에는 80% 이상의 발아율을 보였지만, 처리되는 에너지에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발아율이 감소하였다(Fig. 4B). 저온에서의 포자 

발아력은 8일차부터 발아를 시작하여 14일차에는 약 80%의 발

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C).

살충 관련 효소 활성 분석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병원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세

포 외 효소인 chitinase와 protease의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

양한 배지에서 균주를 증식시킨 뒤 그 배양액을 이용하여 각 효

소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chitinases와 proteases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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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 Thermotolerance (A), UV-B stability (B) and cold activity (C) of I. fumosorosea SDTv. Germination rate of I. fumosorosea SDTv was 
determined after exposure of conidia to 35, 40, and 45℃ for 1 h (A) and UV-B dose of 0.1, 0.2, 0.3, and 0.4 J/cm2 (B). The thermotolerance on 
conidia at 35℃ was more than 90% germination and the stability of UV-B irradiation on conidia at 0.1 J/cm2 ultraviolet was more than 80% 
germination. The cold activity was determined by the accumulated germination of I. fumosorosea SDTv at 4℃ for 14 days (C). It showed about 
80% germination at 14 days after treatment. Vertical bars correspond to standard error.

     (A)     (B)
Fig. 5. Production of extracellular enzymes by I. fumosorosea SDTv. Specific activity of chitinase (A) and protease (B) were determined after 
culture for 1, 2, 3, and 4 days in various media (MM, MM+1% colloidal chitin, MM+1% skim milk, PDB and SDYB). Chitinase and protease 
activities were highest in the MM+1% skim milk media and in the PDB media, respectively. Vertical bars correspond to standard error.

은 배지별로 0–0.041과 0–0.006 unit까지 각각 다양하게 나타났

으며, chitinases의 활성은 MM+1% skim milk 배지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고(Fig. 5A), proteases의 활성은 PDB 배지에서 가장 

높은 활성이 나타났다(Fig. 5B).

고 찰

친환경적 방제 수단으로써의 곤충병원성 곰팡이는 난방제 해

충 중에서도 식물을 직접 섭식하지 않는 흡즙성 해충을 중심으

로 효과적인 미생물 살충제로 여러 나라에서 연구, 개발되어 이

용되고 있다. 흡즙성 해충을 중심으로 주로 곤충병원성 곰팡이

가 살충제로 고려 되는 이유는, 미생물 살충제 개발에 이용되는 

다른 곤충병원성 세균 또는 바이러스는 곤충의 섭식에 의해서만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흡즙성 해충은 섭식의 기회가 거의 없어 

이들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접촉만으로도 효과를 보일 수 있

는 곤충병원성 곰팡이가 그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de Faria 

and Wraight, 2007). 따라서 대표적인 난방제 해충이면서 흡즙

성 해충인 온실가루이의 방제를 위해서도 접촉만으로 병원성을 

보일 수 있는 곰팡이가 그 방제원으로써 연구되고 있다(Lacey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곰팡이병으로 사멸한 온실가루이의 

사충으로부터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분리하여 형태학적 및 분자

생물학적 동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리 균주가 I. fumosorosea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리 곰팡이 동정에 있어 ITS 영역 염기

서열은 100%, β-tubulin 영역은 99%로 다른 I. fumosorosea 균

주들과 상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F1-α 영역은 

Cordyceps 속 또는 Beauveria 속의 곰팡이와 상동성이 높은 것

으로 나왔다. 이는 Isaria 속과 그 유연관계에 있는 Paecilomyces 

속의 곰팡이 동정에 있어서 ITS 영역과 β-tubulin 영역 만을 주

로 사용하여 NCBI database에 다른 I. fumosorosea의 염기서열

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I. fumosorosea

는 최근 연구에서 Paecilomyces fumosoroseus가 재분류되어진 

것이며(Luangsa-ard et al., 2005) Beauveria bassiana, Metarhizium 

anisopliae와 같이 곤충에 병원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곰팡이 중 

하나이고, 세계적으로 노린재목을 중심으로하여 10개의 제품이 

살충제로서 사용되고 있다(de Faria and Wraight, 2007). 

해충 방제를 위해 선발되는 곰팡이들은 실제 포장에서의 적

용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조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낮 시간 동안의 높은 온도와 UV 조사의 영향이 가

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환경

이나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곰팡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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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저온에서의 발아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충 방제용 곰

팡이의 선발에 있어서 과거에는 곰팡이 자체의 목적 해충에 대

한 병원력 평가만으로 선발이 이루어졌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실제 포장에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곰팡이 포자의 고온, UV

에 대한 안정성 및 저온에서의 포자 발아력도 곰팡이의 선발을 

위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Vega et al., 2012). 하지만 현재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분리 균주의 분리 동정 및 대상해충에 대

한 병원성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조건에서의 특성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리 균주들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능

력 및 실제 활성능력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I. fumosorosea SDTv의 고온안정성을 평가

한 결과 35℃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발아율을 보임으로써 비

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40℃ 이후부터는 그 발아

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작물의 

생육 한계점인 35℃까지는 비교적 높은 안정성이 인정되었으나, 

계절 및 환경에 따라 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고온 환경에서 제

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제의 첨가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UV-B에 대한 안정성은 0.1 J/cm
2로 처리하였을 때

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처리되는 에너지에 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야외 환

경 처리시 자외선을 반사하는 Tinopal이나 흡수하는 Congo red

와 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첨가하여 곰팡이 포자의 안정성을 높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Vega et al., 2012). 곤충병원성 곰팡

이의 저온 발아력은 숙주가 활동정지 상태인 온도에서도 곰팡이

의 침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살충제 개발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리 균주는 4℃에서 8

일차부터 발아를 시작하여 14일차에는 약 80%의 발아율을 보임에 

따라, 실제 온실가루이 방제 시 처할 수 있는 온도보다 더욱 낮은 

온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살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해충방제제로서 이용은 대부분 포자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적인 

방법은 자연환경의 온도, 자외선 그리고 습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체내 침입 후 증식과정을 통해 살충성을 보임으로써 

그 효과가 늦게 발현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방제원 개발을 위하여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포자가 아닌 배양액을 해충방제에 이용하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곤충병원성 곰팡이가 기

주를 침입시 생산하는 주요 효소인 chitinase, protease 및 lipase

를 비롯하여 다양한 살충성 물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살

충성 효소만을 처리하였을 경우 포자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높

은 살충률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Kim et al., 2009; Khan et 

al., 2012). 또한 이러한 살충성 효소의 생산은 균주마다 선호하

는 배지 및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이용을 위해서

는 여러 조건에 따른 효소의 생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알

려져 있다(Campos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

루이에 대해 높은 살충활성을 보인 분리 균주의 배양액 그 자체

를 살충물질로써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

양한 배지에서의 세포 외 효소 활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분리 

균주 SDTv는 chitinases 활성을 유도 시켜주기 위한 배지인 

chitin 첨가 배지보다 skim milk 첨가 배지에서 더욱 높은 

chitinases 활성을 나타냈으며, 마찬가지로 proteases 활성을 유

도 시켜주기 위한 배지인 skim milk 첨가 배지보다 PDB 배지에

서 더욱 높은 proteases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Esteves et al., 2009) 배지에 따른 효소 

활성의 유도 능력이 각각의 기본적 특성으로 인하여 곰팡이에 

따라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으

며, 효소 활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다양한 배

지에서 증식시킨 배양액을 이용하여 실제 온실가루이 약충에 대

해 살충성을 평가한 결과 어떠한 살충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자

료 미제시). 이러한 결과는 본 분리 균주의 살충활성이 세포 외 

물질보다 곰팡이 자체의 증식에 의한 치사에 더욱 영향을 받아

서이거나 또는 세포 외 살충물질의 효율적인 생산에 적합한 배

양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서도 다양한 배양조건의 검정으로 세포 외 물질의 살충성 평

가를 통해 그 자체로써 살충제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온실가루이 사충에서 분리한 곤충병원성 

곰팡이 I. fumosorosea SDTv는 높은 살충성 확인과 더불어 포자

의 고온 및 UV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저온 발아력 평가 결과 자

료를 바탕으로 향후 온실가루이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미생물 

살충제로써 그 활용이 기대된다. 

 요

온실가루이(Trialeurodes vaporariorum)는 온실에서의 경제

적 주요 해충으로, 직접적으로는 작물을 흡즙 가해하여 영양분 

고갈로 작물을 고사시키고 간접적으로는 많은 식물바이러스를 

매개한다. 이러한 온실가루이를 방제하기 위해 최근에 다양한 

합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온실가

루이 개체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

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온실가

루이 사충으로부터 분리된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생물학적 특성

과 살충성을 조사하였다. 분리된 곤충병원성 곰팡이는 형태학적 

조사와 ITS, β-tubulin, EF1-α 영역의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자생

물학적 동정을 통하여 Isaria fumosorosea로 동정하였고, I. 

fumosorosea SDTv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I. fumosorosea SDTv

의 온실가루이 약충에 대한 살충력과 포자의 고온, UV-B 안정

성, 저온발아력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살충력 검정은 실험실 조

건에서 온실가루이 약충에 대하여 다양한 포자 농도(1×10
5 – 

108 conidia/ml)로 접종한 결과, 7일차에서 84–100%의 살충력

을 보였으며 포자 농도가 증가할수록 살충력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분리 균주의 포자는 35℃에서 그리고 0.1 J/cm
2 

UV-B 조사에 대하여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4℃ 조건에서 8일

차부터 발아하였다. 또한, I. fumosorosea SDTv의 배지에 따른 

chitinases와 proteases의 생산 활성을 비교한 결과 배지에 따라 

다른 효소 생산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온실가루이에 대

하여 높은 살충력을 보인 I. fumosorosea SDTv는 온실가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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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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