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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we investigated seed infestation by fungal pathogens from 51 varieties in 9 crops, the

contamination rate of rice and sesame seeds was high. Therefore, to control seed-borne diseases, we obtained

extracts from commercial products of Kimchi, Gochujang, Doenjang, Ganjang, Makgeolli and Tohajut and their

suppressive effects against seed-borne diseases were studied. In addition, bacterial strains were screened to

control rice seed-borne diseases in vitro and in vivo. Among forty food extracts, eleven food-extracts suppressed

incidence of seedling rots in vitro and five food extracts increased 8-33% of healthy seedling in the greenhouse.

Among 218 isolates from 40 fermented foods, 43 isolates showed high antifungal activity against seven fungal

pathogens. When we tested 43 isolates for the reduction of rice seed borne disease, 32 isolates were able to

reduce the rice seed borne disease. Among 32 isolates, 17 isolates reduced significantly seedling rot and

increased healthy seedlings, the other isolates except for Kc4-2 and Mkl 2-2 increased shoot emergence and the

percentage of healthy plants. Thirty isolates with high antifungal activity and suppressive effect against rice

seedling rots were identified by 16S rRNA sequencing. Twenty one of thirty isolates were identified as Bacillus

spp. Three isolates from Makgeolli were identified as Saccharomyces cerevisiae. B. amyloliquifaciens were

isolated from six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s except for Ganjang. B. amyloliquifaciens were majority in

the effective bacterial population of Gochujang and Jutgal. Relatively diverse Bacillus species including B.

subtilis, B. pumilus, and B. amyloliquificiens were isolated from Kimchi. The selected effective microorganisms

from Korean fermented foods founded to be effective for controlling seed-borne diseases of rice in vitro and in

the greenhouse. We think that Korean fermented foods and their useful microorganisms can be used as bio-

control agents for suppressing rice seed-borne diseases based on above described results.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microorganisms, B. amyloliquifaciens, B. pumilus, B. subtilis,

Rice seed disinfection, Saccharomyces cerevisiae 

서 론

곡류 종자는 재배 및 수확 후 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물 병원균에 노출되어 감염되어 피해를 받는다. 곡류의

종자가 병원균에 감염되면 발아에 영향을 주어 작물의 생산

성을 저하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종자전염성 병에 대한

방제방법은 유기합성 농약의 처리에 의한 살균소독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는 화

학약제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이들 종자소독제를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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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화학농약을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 종자소독 기술로 냉수온탕침법이 활용되

고 있는데 이는 종자소독 효과가 우수한 반면 정밀한 온도

유지 및 처리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유

용미생물이나 정유를 활용하여 종자전염성 병을 생물학적으

로 방제하고자 하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종자 전염성 병원균은 작물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의한 피해도 다르다. 한 예로 벼 종자의 경우 벼 도열

병인 Magnaporthe grisea를 비롯한 30종 이상의 병원균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병원균에

의해 복합적으로 감염되는 대부분의 종자 병해는 한두 종의

특정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방제할 경우 높은 방제효과를 얻

기 어렵다.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식품인 고추장(Gochujang, pepper

paste), 된장(Doenjang, Soybean paste), 간장(Ganjang, Soy

sauce), 김치(Kimchi), 젓갈(Jeotgal, Salted seafood) 및 막갈

리(Kakgeolli, Rice wine) 등에는 Bacillus subtilis, Bacillus

amyloliquefaciens, Bacillus velezensis, Bacillus polyfermenticus,

Lactobacillus plantarum, Saccharomyces cerevisiae 등 다양

한 유용미생물이 함유되어 있고, 그 미생물들은 위해 미생

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항균활성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발효식품 종류에 따라 고추장 유래 B. subtilis와

B. licheniformis (Park 등., 2009), 된장 유래 B. subtilis (Lee

등, 2012; Park 등, 2013; Baek 등, 2010), B. amyloliquefa-

ciens (Baek 등, 2010), 간장 유래 B. subtilis (Baek 등, 2010),

B. pumilus (Cho 등, 2009), B. amyloliquefaciens (Baek 등,

2010), B. velezensis (Chang 등 2012), 김치 유래 B. subtilis

(Lee et al, 2013; Lee 등, 2012; Ahn, 2009), L. plantarum

(Yang 등, 2008; Yang 등, 2013), 젓갈 유래 B. subtilis

(Yoon 등, 2005), B. polyfermenticus (Jung 등, 2009; Yang

등, 2012), 청국장 유래 B. subtilis (Yang 등, 2013)가 항균

활성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걸리 발효미

생물인 S. cerevisiae는 chitinase를 생성할 뿐 만 아니라 식

물체에서 Botrytis cinerea에 대해서 항균활성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Carstens 등, 2003), S. cerevisiae가 함유

하고 있는 peroxisomal 3-ketoacyl-CoA thiolase는 세포방어

시스템(cellular defense systems)에 관여하며 Aspergillus

flavus, B. cinerea, Didymella bryoniae, Fusarium moniliforme,

F. solani, Rhizoctonia solani 등 여러 병원균의 균사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8). 이러한 발효식

품 추출물이나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을 처리할 경우 종자

전염성병을 비롯한 식물병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식품유래 미

생물을 활용한 식물병의 생물학적 방제연구는 이 등(2012)

이 인삼 점무늬병과 탄저병을 대상으로 된장과 김치 유래

Bacillus 속 세균이 항균활성이 있음을 보고한 것이 유일하

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국내에서 무소독 종자를 채집하

여 종자전염성 진균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유용미

생물을 포함하는 발효식품 추출물과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처리에 의한 종자 전염성병 방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종자수집

종자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종종자를 재배수집판

매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농협으로부터 무소독 종자

51종을 수집하였다. 곡류작물로 벼 17품종, 귀리 3품종, 조

5품종, 콩 4품종, 팥 6품종, 녹두 3품종, 기장 2품종 및 수수

5품종을 수집하였다. 특용작물로는 참깨 5품종 및 들깨 1품

종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수집종자의 발아율 및 병원균 감염정도 조사

수집종자의 발아율 및 병원균 감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수집한 종자를 처리구당 13립씩 3반복으로 물한천배지

(water agar)에 치상하여 종자발아율과 병원균 오염실태를

조사하였다. 종자발아율은 종자치상 후 3일부터 7일까지 시

간경과에 따른 발아 정도를 조사하였다. 병원균 감염 정도

는 종자발아율을 조사하는 과정에 뿌리 및 shoot 부분의 부

패여부를 조사하였다. 

수집종자 파종에 따른 입묘율 조사

수집종자의 병원균의 오염 정도가 입묘율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의 종자를 처리구당 6립씩 3반복으

로 연결폿트에 파종하고 온실 내에서 재배하면서 파종 10일

후에 지상부 출현율을 조사하였다. 

발효식품 수집 및 유용미생물 분리

발효식품 처리에 의한 종자소독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판 또는 농가 자가 제조 식품을 수집하여 미생물을 분리

하였다. 김치 8종을 비롯한 총 40종 식품을 수집하였고, 각

Table 1. Collection of commercial fermented foods and
isolation of effective microorganisms from the fermented foods

Food origin
No. of samples

(commercial products)
No. of isolates

Kimchi 8 52

Gochujang 5 19

Doenjang 6 25

Ganjang 13 72

Makgeolli 7 40

Tohajeot 1 10

Total 4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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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식품을 살균수로 희석하여 tryptic soy agar (TSA)에

도말하여 배양한 후 우점하는 세균을 218종 취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분리된 세균은 TSA 배지에 배양한 다

음 배지상에 형성된 단일 균총을 취하여 멸균수에 희석하여

−70oC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시험에 사용하였다.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의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 검정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미생물의 항균활성은 농과원에서 보

관하고 있는 균주 중에서 Agar와 Sinclair (2007)에 의해서

종자전염성으로 보고된 식물병원균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채소류 시들음병균(Fusarium oxysporum), 벼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땅콩 검은곰팡이병균(Aspergillus

niger), Phomopsis sp. (KACC40333), 참깨 검은무늬병균

(Alternaria sesame), 고추 역병균(Phytophthora capsici), 고

추 탄저병균(Colletotrichum acutatum)을 대상으로 감자한

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 배지상에서 대치배양을

통해서 검정하였다.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처리에 의한 식물병원균의 포자발

아 억제효과 조사

식품유래 미생물이 종자전염성 식물 병원균의 포자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96 well Microplate에 세로

방향으로는 4 well씩 각각의 미생물 현탁액을 150 µl씩 분

주하였고, 가로방향으로는 각각의 병원균 포자현탁액을

well별로 150 µl씩 분주하여 뚜껑을 덮고 파라필름으로 밀

폐한 후 25oC 인큐베이터에 보관하면서 처리 후 1, 2, 3일에

포자발아여부를 자라면서 균총이 진한 색깔을 띠는 A. niger,

Corynespora sp. A. radicina는 육안 및 현미경으로, F.

oxysporum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미생물 현탁액

은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된 각각의 미생물 균주를 취하여

tryptic soy broth (TSB) 배지에 접종하여 2일간 배양한 다

음 조제하였고, 병원균 포자현탁액는 각각의 병원균을 PDA

상에서 14일간 배양하고, 현미경하에서 포자형성 여부를 확

인한 후 petri dish에 살균수를 첨가하고 살균된 붓으로 포

자를 수거한 다음 병원균 포자농도를 106 포자/ml 농도로 조

정하고, 그 현탁액에 potato dextrose broth (PDB)를 첨가하

여 1/5 PDB를 조제하였다. 

발효식품처리에 의한 종자발아 및 종자전염성 병원균 억

제효과 조사

발효식품 및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의 종자소독효과를 구

명하기 위하여 수집된 무소독 벼 종자 중에서 종자발아율이

낮고 병원균 감염율이 높았던 목우벼를 공시하였다. 

발효식품 처리가 종자발아 및 종자전염성 병원균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효식품 현탁액 시료를 조제하

였다. 간장과 막걸리는 제품자체를 원액으로 하였고, 김치종

류는 각각의 김치 국물을 3겹의 cheese cloth로 걸러 원액으

로 하였으며, 된장, 고추장 및 젓갈(토하젓)은 각각의 제품

10 g에 살균수를 100 ml 첨가해서 만든 현탁액을 원액으로

하였고, 각각의 발효식품 원액에 살균수를 첨가해서 10%

희석액을 조제하였다.

발효식품 처리가 벼 종자발아 및 벼 종자에 감염된 병원

균 소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효식품 원액

과 10% 희석액을 조제하고, 그 현탁액에 벼 종자를 50립

씩 하루 동안 침지한 후 살균수에 세척한 다음 물한천배지

(water agar)에 처리구당 13립씩 3반복으로 치상한 후 25oC

배양기에서 4일간 경과한 후 처리별 종자발아율을 조사하

였다. 발효식품처리에 따른 벼 종자소독효과는 식품현탁액

중에 종자를 침지처리한 후 13일에 처리별로 발병립율을

조사하였다. 

발효식품 처리가 묘 출현율 및 건전묘율에 미치는 영향

조사

In vivo 조건에서 발아식품 처리가 벼 지상부 출현율 및

건전묘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발효식품별로

각각의 현탁액 원액과 10배 희석액을 조제하여 그 현탁액

내에 벼 종자를 하루 동안 침지한 후 음건하여 처리구당 6

립씩 3반복으로 60공 연결포트에 파종하였다. 벼 종자 파종

후 온실로 옮겨 21일간 재배한 후 처리구별로 지상부 출현

율과 건전주율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처리에 의한 벼 종자 발아 및 병 

감염억제효과 조사

여러 가지 발효식품으로부터 분리된 218종 미생물 중 식

물 병원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인 발효미생물을 43균주

선발하였다. 선발된 43종 미생물을 TSB 배지에서 2일간 배

양한 후 각각의 미생물 배양액에 벼 종자를 하루 동안 침지

한 후 물한천배지에 처리구당 9립씩 3반복으로 치상하고

25oC 배양기에서 9일간 배양한 후 처리구별 종자발아율을

조사하는 한편, 선발 미생물 처리에 의한 병 억제효과를 구

명하고자 처리구별 발병정도(병 감염율)을 조사하였다.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처리가 벼 지상부 출현 및 건전묘

율에 미치는 영향조사 

선발된 41종 미생물 처리가 벼 지상부 출현율 및 건전묘

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선발 미생물을 TSB

배지에서 2일간 배양한 후 각각의 미생물 배양액에 벼 종자

를 하루 동안 침지한 후 60공 연결포트에 처리구당 6주씩 3

반복으로 파종하였다. 벼 종자 파종 후 온실로 옮겨 21일간

재배한 후 처리구별로 지상부 출현율과 건전주율을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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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발효식품처리가 벼 종자 발아, 병 감염억제 및 유묘 출현

율에 미치는 영향과 발효식품 유래 유래 미생물 처리가 벼

종자 발아, 병 감염억제 및 유묘 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SAS 9.2 TS2M3, Rev, 920-14w14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정(P < 0.05 수준)을 실시

하였다. 

식품유래 유용미생물 16S r-DNA 염기서열분석 

종을 동정하고자 하는 세균 균주의 genomic DNA는

InstaGeneTM matrix (Bio-Rad)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PCR

을 위하여 프라이머 27F 5' (AGA GTT TGA TCM TGG

CTC AG)3'과 1492R 5' (TAC GGY TAC CTT GTT ACG T)

3' (Macrogen Inc., 2014)을 사용하였다. PCR 반응은 EF-

Taq (SolGent, Korea)을 이용해 조제한 30 µl 반응액에 기질

(template)로서 genomic DNA 20 ng을 첨가해서 다음과 같

이 수행하였다. Taq 중합효소(polymerase)는 95oC에서 2분

간 활성화 시킨 다음 95oC에서 1분간 35cycles, 55oC와

72oC에서 1분간 각각 반응시키고, 72oC에 10분간 유지하여

완료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multiscreen filter plate

(Millipore corp., Bedford, MA, USA)를 가지고 정제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PRISM BigDye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증폭된 산물을 포함

하는 DNA 시료를 Hi-Di formamid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에 첨가한 다음 그 혼합액을 95oC에서 5분

간 유지하고, 이어서 얼음 위에 5분간 정치한 다음 ABI

Prism 3730XL DNA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집종자의 발아율 및 병원균 감염정도 

10작물 51종의 무소독 종자를 수집하여 종자전염성 병원

균의 감염정도 및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작물종류 및 품종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작물종류별 감염정도는 최대병

원균 감염률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참깨, 벼, 조, 수수

순으로 높았고, 평균 병원균 감염율을 기준으로 조사할 경

우 참깨, 수수, 조, 귀리 순으로 높았다(Table 2). 발아율은

평균 발아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벼에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병원균 감염율을 보였던 목우벼의

발아율이 17.7%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목우

벼를 발효식품 및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의 종자소독 효과

검정을 위한 시험품종으로 사용하였다. 

수집종자 파종에 따른 지상부 출현율 조사

채집한 10작물 51종의 무소독 종자를 파종하여 지상부 출

현율을 조사한 결과, 최소출현율을 기준으로는 벼, 참깨, 기

장, 수수 순으로 지상부 출현율이 낮았고, 평균 지상부 출현

율 기준으로는 참깨, 기장, 들깨 녹두 순으로 낮았다(Table

3). 이상의 결과로 볼 때 Table 2에서 제시된 병원균 감염율

과 지상부 출현율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작물

에 따라 병 발생 정도가 다르고 병원균의 병원성에 있어서

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의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 검정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의 종자전염성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F. oxysporum

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균에 비해 항균활성을 보이는 균주수

Table 2. Germination rate of non-sterilized seeds of ten cereal crops (51 varieties) and their infection rate with seed-borne fungal
pathogens in vitro

Crop 1) No. of 
varieties

Germination (%) Infected seeds (%)

Maximum Minimum Average Maximum Minimum Average

Sesame 5 100 97.7 99.5 100 69.2 86.6

Rice 17 100 17.7 78.5 90.0 0 12.9

Italian millet 5 94.6 82.3 87.7 43.8 25.4 29.7

Sorghum 5 100 84.6 90.1 40.8 20.8 34.3

Oat 3 100 71.5 90.5 25.4 20.8 22.3

Hog millet 2 100 100 100 23.1 13.1 18.1

Mung bean 3 84.6 79.2 82.8 17.7 5.4 12.8

Soybean 4 100 82.3 93.1 13.1 2.3 6.9

Red bean 6 100 59.2 81.7 10.0 0 2.8

Perilla 1 97.7 97.7 97.7 7.7 7.7 7.7

1) Each crop seeds were collected from experimental station of a branch (Shinrim county)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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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었으며 토하젓, 김치 및 막걸리에서 분리한 균주수가

다른 발효식품에 비해 다소 항균활성이 높은 균주수가 많았

다. A. niger에 대해서는 고추장에서 높은 항균활성을 보이

는 균주가 많이 분리되었고, Phomopsis sp.에 대해서는 고

추장, 김치, 토하젓, 된장 순으로 높은 분리빈도를 보였다.

A. sesame와 P. capsici에 대해서는 토하젓과 고추장에서 높

은 항균활성을 보이는 균주의 분리빈도가 높았으며, C.

acutatum과 P. glysea에 대해서는 토하젓과 고추장 순으로

높은 분리빈도를 보였다. 발효식품의 항균활성은 종자전염

성 병원균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토하젓, 고추장, 김

치, 된장, 막걸리, 간장 순으로 높았다. 간장에서 특히 낮았

던 이유는 제조 중에 열로 달이는 과정이 있어 유효 미생물

이 대부분 사멸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안(2009)은 청국

장 발효균주인 B. subtilis 028-1가 비교적 항균활성이 넓다

고 알려진 iturin 계열의 항생물질을 생성함을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여러 식품으로부터 폭넓은 항균활성을 보이

는 B. subtilis 분리 동정되었다. 백 등(2010)은 전통장류에

서 분리한 B. subtilis가 세포외 효소 분비능이 우수하고 세

균 및 효모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 선발한 균주들도 항균활성이외에 병원균을 파

괴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Lee 등(2013)도 김치로부터 분리된 B. subtilis는 여러 가지

미생물에 대하여 활성을 보이는 박테리오신 KU201201을

생성함으로 보고하면서 천연식품보존제로서의 활용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양 등(2012)은 메주에서 분리한 B. polyfer-

menticus CJ6은 iturins, surfactins, fengycins을 생성함을 보

고하면서 생물방제제로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 등

(2009)도 메주로부터 분리한 B. polyfermenticus CJ9이 식품

및 인체에 유해한 곰팡이, 효모, 세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이는데 이들 활성물질이 단백질성 물질임을 보고하였다.

Baruzzi 등(2011)은 Bacillus sp.가 폭넓은 항균스펙트럼과

효소활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제조과정에서 식품부패균이나

오염균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 그 밖에 B. subtilis는 항균 및 효소활성 이외에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농업분야는 물론 식품분

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양 등, 2013). 또한

염내성 및 DNA 조성에 차이를 보일 뿐 제반 특성이 B.

subtilis와 비슷한 B. amyloliquefacien도 다양한 식물 병원균

Table 3. The percentage of shoot emergence of 51 cereal crops 

Crop1) No. of varieties
Shoot emergence (%)

Maximum Minimum Average

Rice 17 100 33.3 90.8

Sesame 5 72.2 44.4 60.0

Hog millet 2 72.2 61.1 66.7

Sorghum 5 88.9 66.7 82.2

Italian millet 5 94.4 72.2 85.5

Mung bean 3 94.4 72.2 83.3

Oat 3 94.4 72.2 87.0

Perilla 1 77.8 77.8 77.8

Soybean 4 100 77.8 94.5

Red bean 6 100 94.4 97.2

1) Each crop seeds were not sterilized and sown in the potted soils in the green house.

Table 4. Antifungal activity of food-originated microorganisms against seven seed-borne fungal pathogens

Food origin
No. of 
isolates

No. of isolates with high antifungal activity (> 10.0 mm) against each seed borne fungus1) 

Fo An Ps As Pc Ca Pg

Kimchi 17 2(11.8)2) 3(17.6) 12(70.6) 10(58.8) 7(41.2) 9(52.9) 12(70.6)

Gochujang 11 1(9.1) 8(72.7) 9(81.8) 6(54.5) 8(72.7) 9(81.8) 9(81.8)

Doenjang 22 1(3.8) 7(30.8) 13(57.7) 9(38.5) 9(34.6) 10(42.3) 17(73.1)

Ganjang 70 2(2.9) 12(17.1) 18(25.7) 15(21.4) 7(10.0) 18(25.7) 27(38.6)

Makgeolli 20 2(10.0) 8(40.0) 9(45.0) 10(50.0) 8(40.0) 10(50.0) 10(50.0)

Tohajut 10 2(20.0) 4(40.0) 7(70.0) 9(90.0) 7(70.0) 8(80.0) 9(90.0)

1) Fo, Fuarium oxysporum; An, Aspergillus niger; Ps, Phomopsis sp; As, Alternaria sesame; Pc, Phytophthora capsici; Ca, Colletotrichum
acutatum; Pg, Pyricularia grisea. 
2) Each value in parenthesis means the percentage of antifungal isolates to total isolates from each ferment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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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이고 식물병원균에 대한 생물방제

제로 활용되고 있다(Welker 등, 1967; Lee 등, 2012).

Adman 등(2013)은 B. amyloliquefaciens subsp. plantarum

UCM5033은 항균 및 항세균 활성을 보이며 작물에 병 저항

성을 유도하여 병 방제제로서 활용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장 등(2012)은 재래간장에서 분리한 Bacillus velezensis

SSH100-10이 항진균 및 항효모 활성을 보이는데 그 활성물

질은 iturin임을 보고하였다. 김치에서 많이 분리되는 Lacto-

bacillus plantarum도 다양한 곰팡이에 대하여 강한 활성을

보이는 유기산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천연 식품보존제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양과 장, 2008; Ryu 등, 2014).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처리에 의한 식물병원균의 포자발

아 억제효과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의 종자전염성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F. oxysporum에 대

해서는 김치에서 분리한 미생물 중에 발아 억제효과를 보이

는 균주가 많았으며, A. niger에 대해서는 고추장과 김치에

서, Corynespora sp.와 A. radicina에 대해서는 고추장, 김치,

된장에서 분리한 미생물 중에 발아억제효과를 보이는 균주

Table 5. Suppressive effect of food-originated microorganisms against spore germination of four seed-borne fungal pathogens 

Food origin
No. of 
isolates

No. of isolates with suppressive effect to spore germination of each seed borne fungus

Fusarium oxysporum Aspergillus niger Corynespora sp. Alternaria radicina

Kimchi 17 12 (70.6)1) 12 (70.6) 16 (94.1) 14 (82.4)

Gochujang 11 3 (30.0) 8 (80.0) 10 (100) 9 (90.0)

Doenjang 22 6 (27.3) 13 (59.1) 18 (81.8) 16 (72.7)

Ganjang 70 2 (2.9) 11 (15.7) 17 (24.3) 5 (7.1)

Makgeolli 20 7 (35.0) 4 (20.0) 7 (35.0) 3 (15.0)

Tohajut 10 0 (0) 0 (0) 0 (0) 0 (0)

1) Each value in parenthesis means the percentage of antifungal isolates showing suppressive effect to spore germination to total isolates from
each fermented food. 

Table 6. Effect of fermented food extracts on rice seed germination and rice seed disinfection when rice seeds were soak-treated in the
suspension of fermented food extracts in vitro

Food extract 
Germinated seeds1) (%) Infected seeds1) (%)

Undiluted 10-times diluted Undiluted 10-times diluted

Ganjang 1 71.82) 82.1 30.8 28.2

Ganjang 2 82.1 92.3a 20.5 17.9

Ganjang 3 87.2 74.4 30.8 28.2

Tohajut 66.7 71.8 23.1 17.9

Kimchi 1 89.7 79.5 7.7 28.2

Kimchi 2 74.4 76.9 35.9 23.1

Kimchi 3 64.1 61.5 25.6 35.9

Gochujang 1 82.1 69.2 23.1 17.9

Gochujang 2 87.2 69.2 17.9 15.4

Gochujang 3 76.9 74.4 25.6 20.5

Gochujang 4 76.9 89.7 15.4 10.2

Gochujang 5 84.6 74.4 23.1 17.9

Doenjang 1 89.7 89.7 23.1 15.4

Doenjang 2 74.4 87.2 41.0 7.7

Doenjang 3 76.9 64.1 28.2 23.1

Makgeolli 1 84.6 84.6 15.4 17.9

Makgeolli 2 71.8 87.2 38.5 15.4

Makgeolli 3 71.8 76.9 23.1 12.8

Untreated check 69.2 35.9

1) Within columns,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In this experiment there were three replicates of thirteen seeds per each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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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 종자전염성 병원균의 포자발아억제 측면에서 보

았을 때 김치, 고추장, 된장 유래 미생물들이 포자 발아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처럼 토하젓 유

래 미생물이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높았는데

도 불구하고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보이는 균주는 없었다. 

발효식품처리에 의한 벼 종자발아 및 종자전염성 병 발

생억제 억제효과

발효식품 처리가 벼 종자발아 및 벼 종자에 감염된 병원

균 소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병원

균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던 균주들을 포함

하는 발효식품 원액과 10% 희석액을 조제하여 처리한 결과,

대부분의 식품처리에서 종자소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종자발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특

히 간장 시료 2, 고추장 시료 4, 된장 시료 1과 2, 막걸리 시

료 2를 10배 희석 하여 처리하거나 김치 시료 1을 원액으로

처리하였을 때 종자 감염율을 경감시키고 발아율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vitro 조건에서 발효식품의 희석에

의한 처리효과는 식품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간장,

토하젓, 된장, 막걸리는 원액처리보다는 10배 희석액 처리

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추장은 10배 희석액 처리

보다는 원액처리시 처리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발효식품 중 유효미생물의 종류와 밀도, 그리고 식품의

염도 등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효식품 처리가 묘 출현율 및 건전묘율에 미치는 영향

발효식품 처리가 묘 출현율 및 건전묘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발된 제품을 공시하여 원액과 10% 희석

액을 조제하여 처리한 결과, 대부분의 식품처리에서 건전묘

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치, 된장, 막걸리 등

일부 식품시료 처리는 묘 출현율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7). 특히 김치 시료 1과 막걸리 시료 1의 원액처

리와 된장시료 1의 10배 희석액 처리시 묘 출현율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 내에서의 발효식품의 희석에

의한 처리효과는 간장, 토하젓, 된장은 원액처리보다는 10

배 희석액 처리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치, 고추장

및 막걸리는 10배 희석액 처리보다는 원액처리시 처리효과

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in vitro 조건에서의 처리효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발효식품 중 유효미생물의 종류

와 밀도, 그리고 토양 속의 미생물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

지 요인이 관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

Table 7. Effect of fermented food extracts on rice shoot emergence and rice health stands when rice seeds were soak-treated in the
suspension of fermented food extracts and sown in the seed-boxed soil 

Food extract
Emergence (%) Healthy plants2)(%)

Undiluted 10-times diluted Undiluted 10-times diluted

Ganjang 1 72.21) abcd 22.2 fg 27.8 cdefg 11.1 fg

Ganjang 2 44.4 bcdefg 72.2 abcd 22.2 defg 22.2 defg

Ganjang 3 44.4 bcdefg 50.0 abcdefg 22.2 defg 27.8 cdefg

Tohajut 1 38.9 cdefg 66.7 abcde 27.8 cdefg 44.4 bcdef

Kimchi 1 88.9 a 50.0 abcdefg 77.8 a 16.7 efg

Kimchi 2 27.8 efg 16.7 g 22.2 defg 5.6 g

Kimchi 3 77.8 abc 33.3 defg 61.1 abc 38.9 cdefg

Gochujang 1 61.1 abcdef 22.2 fg 27.8 cdefg 22.2 defg

Gochujang 2 66.7 abcde 33.3 defg 22.2 defg 22.2 defg

Gochujang 3 55.6 abcdef 22.2 fg 27.8 cdefg 16.7 efg

Gochujang 4 44.4 bcdefg 33.3 defg 33.3 cdefg 22.2 defg

Gochujang 5 27.8 efg 27.8 efg 11.1 fg 5.6 g

Doenjang 1 55.6 abcdefg 83.3 ab 44.4 bcdef 72.2 ab

Doenjang 2 44.4 bcdefg 55.6 abcdefg 22.2 defg 55.6 abcd

Doenjang 3 27.8 efg 22.2 fg 22.2 defg 11.1 fg

Makgeolli 1 83.3 ab 66.7 abcde 50.0 abcde 33.3 cdefg

Makgeolli 2 55.6 abcdefg 44.4 bcdefg 11.1 fg 44.4 bcdef

Makgeolli 3 44.4 bcdefg 38.9 cdefg 38.9 cdefg 27.8 cdefg

Untreated check 66.7 abcde 5.6 g

1) In this experiment there were three replicates of six plants per each treatment. Within columns,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The percentage of healthy plants was investigated 50days after sowing rice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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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 of fermented food originated microorganisms1) on rice seed germination and rice seed disinfection when rice seeds
were soak-treated in the microbial suspension of fermented food in vitro

Fermented food Isolate No. of  seeds treated Germination (%) Infection (%)

Kimchi 1 Kc1-1 27 63.02) 63.3 abc

Kimchi 2 Kc2-2 27 81.5 7.8 ijk

Kimchi 3 Kc3-2 27 74.1 22.2 fghijk

Kimchi 3 Kc3-4 27 70.4 33.3 defghij

Kimchi 4 Kc4-1 27 66.7 47.8 abcdef

Kimchi 4 Kc4-2 27 88.9 3.3 jk

Kimchi 5 Kc5-4 27 92.6 0 k 

Kimchi 6 Kc6-2 27 70.4 18.9 fghijk

Kimchi 7 Kc7-3 27 77.8 33.3 defghij

Gochujang 1 Gcj1-1 27 74.1 44.4 abcdefg

Gochujang 1 Gcj1-4 27 88.9 0 k

Gochujang 2 Gcj2-1 27 77.8 0 k

Gochujang 2 Gcj2-2 27 70.4 63.3 abc

Gochujang 3 Gcj3-1 27 88.9 11.1 hijk

Gochujang 3 Gcj3-2 27 85.2 14.4 ghijk

Gochujang 3 Gcj3-5 27 74.1 41.1 bcdefgh

Gochujang 4 Gcj4-2 27 74.1 36.7 cdefghi

Gochujang 5 Gcj5-1 27 77.8 14.4 ghijk

Doenjang 1 Dj1-2-1 27 77.8 14.4 ghijk

Doenjang 2 Dj2-1 27 81.5 47.8 abcdef

Doenjang 3 Dj3-3 27 77.8 47.8 abcdef

Doenjang 4 Dj4-2 27 81.5 47.8 abcdef

Doenjang 5 Dj5-2 27 85.2 11.1 hijk

Doenjang 5 Dj5-3-2 27 77.8 25.6 efghijk

Doenjang 6 Dj6-1 27 92.6 22.2 fghijk

Doenjang 6 Dj6-2-1 27 77.8 36.7 cdefghi

Ganjang 1 Gj1-1 27 74.1 70.0 a

Ganjang 2 Gj1-4 27 74.1 52.2 abcde

Ganjang 3 Gj6-1 27 66.7 25.6 efghijk

Makgeolli 1 Mkl1-1 27 81.5 47.8 abcdef

Makgeolli 2 Mkl2-2 27 85.2 11.1 hijk

Makgeolli 3 Mkl3-1 27 85.2 55.6 abcd

Makgeolli 3 Mkl3-8 27 74.1 14.4 ghijk

Makgeolli 4 Mkl4-1 27 81.5 44.4 abcdefg

Makgeolli 4 Mkl4-2 27 88.9 18.9 fghijk

Makgeolli 4 Mkl4-5 27 81.5 22.2 fghijk

Makgeolli 5 Mkl5-1 27 51.9 66.7 ab

Makgeolli 6 Mkl6-3 27 59.3 25.6 efghijk

Makgeolli 6 Mkl6-4 27 70.4 3.3 jk

Makgeolli 6 Mkl6-7 27 81.5 25.6 efghijk

Makgeolli 7 Mkl7-1 27 88.9 18.9 fghijk

Tohajut 1 Thj1-4 27 88.9 14.4 ghijk

Tohajut 1 Thj1-7 27 88.9 3.3 jk

Water-soaking only - 27 70.4 63.3 abc

1) Among 218 isolates from fermented foods, 43isolates showing suppressive effect against both of mycelial growth and spore germination of
seed borne fungal pathogens were selected and used in this study. 
2) In this experiment, there were three replicates of nine seeds per each treatment. Within columns,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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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처리에 의한 벼 종자 발아 및 병 

감염억제효과 

여러 가지 발효식품으로부터 분리된 218종 미생물 중 식

물 병원균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성을 보인 발효미생물 43균

주를 공시하여 샤레 상에서 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결과, 김치에서 분리한 Kc5-4 균주와 된장에서 분리한

Dj6-1균주를 처리한 종자에서 발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막걸리에서 분리한 Mkl 5-1 균주를 처리할 경우 종자발아

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과 Fig. 1). 공시한

미생물의 종자소독효과에 있어서는 김치유래 미생물은 Kc5-4

등 7균주, 고추장의 경우에는 Gcj1-4 등 4균주, 된장의 경우

에는 Dj5-2 등 4균주, 간장의 경우에는 Gj 6-1균주 등 1균

주, 막걸리의 경우에는 Mkl 6-4균주 등 7균주, 토하젓의 경

우에는 Thj 1-7 등 2균주를 처리하였을 때 종자전염성 병원

균의 감염율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타 발효식품에 비해 김치와 막걸리에서 종자소독

효과가 있는 미생물의 분리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등(2012)은 인삼 점무늬병과 탄저병을 방제하면서 김치

에서 분리한 3종의 B. subtilis가 항균활성도 우수하고 병 억

제효과도 높음을 보고하였다. 윤 등(2005)도 전통젓갈에서

분리한 Bacillus subtilis JK238이 생성한 lipopeptide가 여러

가지 식물병원성 곰팡이 및 세균 성장을 강력히 억제함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 높은 병 방제효과를 보인

균주들은 공시한 벼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처리가 벼 지상부 출현 및 건전묘

율에 미치는 영향 

in vitro 조건에서 종자발아 및 종자전염성 병원균 감염억

제효과를 보인 32균주의 배양액에 종자를 침지처리한 후 포

트에 파종하여 벼 지상부 출현율 및 건전묘율을 조사한 결

과, 막걸리 유래 미생물이 Mkl 6-7균주 등 6균주, 고추장 유

래 미생물은 Gcj 3-2균주 등 4균주, 된장 유래미생물은

Dj6-2-1 등 3균주, 김치유래 미생물은 Kc 5-4 등 2균주, 그

리고 간장과 토하젓 유래 미생물이 각각 1균주가 건전묘율

을 유의성있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9). 위

에 서술한 유용미생물 17균주이외의 나머지 15균주도 김치

유래 미생물인 Kc 4-2, 막걸리 유래 미생물인 Mkl 2-2균주

처리시 지상부 출현율이 다소 저조하였을 뿐 대부분의 균주

가 지상부 출현율 및 건전묘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선발된 식품유래 미생물은 벼 건전 묘 확보를 위해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6S r-DNA region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식품유래 유용

미생물 동정 

16S r-DNA region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in vitro 및 in

vivo에서 종자전염성병원균에 대하여 항균활성 및 벼 종자

소독 효과를 보인 식품유래 유용미생물 30종을 동정한 결과,

24종 미생물이 동정되었다(Table 10). 김치에서는 B. subtilis,

B. pumilus 및 B. amyloliquefaciens가 분리되었고, 고추장에

서는 주로 B. amyloliquefaciens가 주로 분리되었으며, 된장

에서는 B. subtilis와 B. amyloliquefaciens, 간장에서는 B.

subtilis, 그리고 막걸리에서는 Saccharomyces cerevisiae, B.

amyloliquefaciens, B. subtilis가 분리되었다. Jung 등(2011)

은 김치의 metagenomic analysis를 통해서 Leuconostoc,

Lactobacillus 및 Weissella 등을 주요 기능성 미생물로 보고

한 있으나 본 시험에서는 이들 미생물보다는 Bacillus속 세

균이 종자전염성 병원균 방제용 미생물로 선발되었는데 이

는 발효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김치 중 미생물 조성이 변화

되기 때문으로 추정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곤 사료되었다. Cho 등(2009)은 간장으로 분리한

Bacillus pumilis가 아플라톡신을 분비하는 곰팡이를 억제하

는 항생물질로 iturin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시험에서는 종자전염성 병원균에 효과적인 B. pumilis가 간

Fig. 1. Suppression of seed-borne diseases by soaking rice seeds in the bacterial suspension of Kc5-4 and Gcj1-4, originated from
Kimchi and Gochuja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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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아닌 김치에서 분리되었다. Park 등(2009)은 고추장으

로부터 다양한 Bacillus 속 세균이 분리되고 발효단계에 따

라 우점하는 종이 다름을 보고하면서 발효 초기단계에서는

B. subtilis, B. licheniformis와 B. amyloliquefaciens가 우점

하지만 후기에는 B. pumilus와 B. stearothemophilus가 우점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추장 유래 유용미생물

중 B. pumilus와 B. stearothemophilus가 분리되지 않은 것

은 공시한 고추장의 발효정도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사료된

다. Lee 등(2008)과 Carstens 등(2003)이 여러 식물병의 방

제제로서의 S. cerevisiae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처럼 본

시험에서도 막걸리 유래 S. cerevisiae도 항균활성이 우수하

고 벼 종자소독도 우수하여 종자소독제로 개발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효식품의 종류에 따라 미생

물상이 달라 종자소독효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동일한

종류의 식품이라 하더라도 저장 및 유통 기간에 따라 발효

식품 중의 미생물상이 계속 변화되므로 발효식품의 종자소

독효과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

험에서 선발한 3종의 S. cerevisiae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 균주들에 대한 항균기작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중 벼 종자

소독 효과를 보이는 미생물은 주로 Bacillus 속 세균과

Saccharomyces 속 진균임이 확인되었으며, 김치, 고추장, 된

Table 9. Effect of fermented food originated microorganisms on rice shoot emergence and rice health stands when rice seeds were
soak-treated in the microbial suspension of fermented foods and sown in the seed-boxed soil 

Food origin Isolate No. of seeds sown Shoot emergence (%) Healthy plants (%)

Kimchi 2 Kc2-2 18 61.7 55.0 abcd

Kimchi 3 Kc3-2 18 55.0 55.0 abcd

Kimchi 3 Kc3-4 18 71.7 71.7 abc

Kimchi 4 Kc4-2 18 45.0 38.3 bcd

Kimchi 5 Kc5-4 18 71.7 71.7 abc

Kimchi 6 Kc6-2 18 55.0 55.0 abcd

Kimchi 7 Kc7-3 18 50.0 50.0 abcd

Gochujang 1 Gcj1-4 18 61.7 61.7 abcd

Gochujang 2 Gcj2-1 18 66.7 66.7 abc

Gochujang 2 Gcj2-2 18 66.7 66.7 abc

Gochujang 3 Gcj3-1 18 66.7 61.7 abcd

Gochujang 3 Gcj3-2 18 71.7 71.7 abc

Gochujang 5 Gcj5-1 18 71.7 71.7 abc

Doenjang 1 Dj1-2-1 18 61.7 55.0 abcd

Doenjang 2 Dj2-1 18 50.0 50.0 abcd

Doenjang 4 Dj4-2 18 66.7 66.7 abc

Doenjang 5 Dj5-2 18 61.7 50.0 abcd

Doenjang 5 Dj5-3-2 18 66.7 66.7 abc

Doenjang 6 Dj6-1 18 61.7 61.7 abcd

Doenjang 6 Dj6-2-1 18 71.7 71.7 abc

Ganjang 1 Gj1-4 18 78.3 78.3 ab

Ganjang 6 Gj6-1 18 55.0 55.0 abcd

Makgeolli 1 Mkl1-1 18 78.3 71.7 abc

Makgeolli 3 Mkl3-8 18 78.3 78.3 ab

Makgeolli 4 Mkl4-1 18 83.3 78.3 ab

Makgeolli 4 Mkl4-2 18 61.7 55.0 abcd

Makgeolli 4 Mkl4-5 18 50.0 50.0 abcd

Makgeolli 6 Mkl6-3 18 55.0 50.0 abcd

Makgeolli 6 Mkl6-4 18 78.3 78.3 ab

Makgeolli 6 Mkl6-7 18 83.3 83.3 a

Makgeolli 6 Mkl7-1 18 61.7 61.7 abc

Tohajut 1 Thj1-7 18 66.7 66.7 abc

Untreated check - 18 55.0 21.7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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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간장 및 토하젓에서는 주로 Bacillus 속 세균이 분리되

었고, 막걸리에서는 Bacillus 속 세균과 Saccharomyces 속

진균이 모두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근

거로 국내산 발효식품 추출물 및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은

벼 종자소독용 방제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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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 1기후변화생태과

요 약 국내산 9개 작물 51품종의 종자를 수집하여 종자오염 실태 및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참깨와 벼 종자의 오

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종자전염성 병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용미생물을 함유하는 김치, 고추장, 된

장, 간장, 막걸리 및 토하젓을 채집하여 식품 추출물 조제하고 종자전염성병원균에 대한 억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추

가로 식품유래 미생물의 벼 종자전염성 병해 억제효과를 in vitro 및 in vivo 조건하에서 조사하였다. 40개 식품추출

물 중 11개 식품추출물을 샤레 상에 처리하였을 때 유묘썩음증상을 50~79%까지 감소시켰고, 5개 식품추출물 처리

는 온실조건에서 건전묘율을 8~3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식품 40제품으로부터 얻은 218종의 발효미생

물 중 43균주는 7종의 종자전염성 병원균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다. 선발된 43균주의 종자소독효과를 검정

한 결과, 32균주가 병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균주 중 17균주는 모썩음증상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켜

건전주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5균주도 Kc 4-2와 Mkl 2-2균주를 제외하고는 지상부 출현율 및

건전묘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S r-DNA region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in vitro 및 in vivo에서 항균활

성 및 종자소독 효과를 보인 식품유래 유용미생물 30종에 대한 동정을 수행하였다. 그 중 21균주는 Bacillus 속 세균

으로, 막걸리로부터 분리된 3균주는 Saccharomyces 속 효모로 동정되었다. B. amyloliquifaciens는 간장을 제외한 6

개 식품에서 분리되었으며, 고추장 및 젓갈에서 분리된 우수 항균활성 보유균주는 대부분 B. amyloliquifaciens인 것

으로 나타났다. 김치에서는 B. subtilis, B. pumilus 및 B. amyloliquificiens 등 다양한 Bacillus 속 세균이 분리되었다.

이상의 선발된 발효식품유래 유용미생물은 in vitro와 온실조건에서 종자전염성병 방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국내산 발효식품 추출물 및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은 벼 종자소독용 방제제로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어 한국전통 식품미생물, 벼 종자소독, Bacillus. amyloliquifaciens, B. subtilis, B. pumilus, Saccharomyces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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