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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ntomopathogenic bacterium, Bacillus thuringiensis (Bt), can sporulate along with production

of insecticidal Cry toxins. Bt Cry toxins exhibit relatively narrow spectrum to target insects due to their

specific interactions with midgut receptors. This study designed several strategies to enhance Bt efficacy in

target insect spectrum and insecticidal activity. Four Cry toxins were purified from four different Bt strains

and showed relatively narrow target insect spectrum. However, the Cry mixtures significantly expanded their

target insect spectra. The additional effect of baculovirus to Cry toxin was tested with recombinant

baculoviruses expressing Cry1Ac or Cry1Ca. However, the baculovirus was little effective to expand target

insect spectrum. Bacterial culture broth of Xenorhabdus nematophila (Xn) significantly suppressed insect

cellular immune response and increased Cry toxicity. The addition of Xn culture broth to Cry mixture

significantly enhanced Bt efficacy in target insect spectrum and insecticid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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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러 환경에 서식하는 곤충은 다양한 병원 미생물의 감염

위협에 노출된다.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곤충은 다양한 생

리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효율적 방어기작

이 면역반응이다(Beckage, 2008). 곤충의 면역반응은 척추

동물과는 달리 선천성 반응만 지니고 있다.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은 세포성 면역반응과 체액성 면역반응으로 구분된다.

세포성 면역반응은 식균작용, 소낭형성 및 피낭형성으로 주

로 혈구세포에 의해 수행된다(Gillespie et al., 1997). 체액

성 면역반응은 산화효소인 페놀옥시데이즈나 항생단백질에

의해 수행되는 방어용 화합물 반응이다(Park and Lee,

2012). 그러나 면역반응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로운 자기면역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엄격한

조절기작 하에 있다(Adamo, 2008).

비티(Bacillus thuringiensis) 세균은 그람양성균으로 포자

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때 결정형(Crystal: Cry) 독소단백질

을 생성한다(Roh et al., 2007). Cry 단백질은 플라스미드에

암호되어 있고, 이들의 종류에 따라 비티의 적용해충범위가

결정된다(Bravo et al., 2012). 약 700 종류의 Cry 단백질 유

전자가 밝혀졌고(Crickmore et al., 2014), 이들의 추정 아미

노산 서열의 40% 유사도 기준에 따라 적어도 70 종류의 서

로 다른 Cry 부류(Cry1, Cry2.... Cry70)로 나뉘고, 다시

70% 유사도 기준으로 세부류(Cry1A, Cry1B 등)로 나뉘고,

다시 70-95%의 유사도 기준에 따라 세세부류(Cry1Aa,

Cry1Ab 등)로 나뉘게 된다(Crickmore et al., 1998). Cry 독

소단백질은 크게 두 양상으로 약 130 kDa 크기 대형 단백질

과 65-70 kDa 크기의 소형 단백질로 구성되는 원시 독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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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로 형성되며, 곤충 중장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N 말

단(소형의 경우) 또는 N과 C 말단(대형의 경우)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약 60 kDa 크기의 생리활성을 지닌 활성 독소단백

질로 가공된다(de Maagd et al., 2001). 

활성화된 독소단백질의 살충기작은 중장막의 수용체에 결

합으로부터 시작된다. Cry1Ab의 경우 캐드헤린과 같은 높

은 결합력(Kd = 1 nM)을 갖는 세포막 단백질에 결합된 Cry

는 이 단백질의 domain I의 첫 번째 α 구조 영역이 제거되

면서 Cry 올리고 형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후 이들 올리고

독소단백질 복합체는 결합력(Kd)이 약 0.6 nM 정도의 alkaline

phosphatase 또는 aminopeptidase N에 결합하고 중장막에

구멍을 뚫게 되고 이에 따라 세포 안팎의 삼투압충격에 의

해 중장세포의 치사하게 된다(Bravo et al., 2011). 또 다른

과정으로 캐드헤린에 결합된 Cry 독소단백질은 이 수용체

를 통한 세포내 신호전달과정으로 세포치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Zhang et al., 2006). 중장세포치사에 따라 비티 세

균이 혈강으로 침입하여 패혈증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곤

충을 치사하게 할 수 있으나 독소단백질만으로도 곤충을 치

사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비티가 패혈증의 원인이라고만 단

정 지을 수 없다(Bravo et al., 2005). 이 보다는 중장에 서식

하는 여러 다양한 미생물들이 비티 독소단백질에 의해 와해

된 중장세포벽을 뚫고 혈강으로 침입하여 패혈증을 일으켰

을 것으로 해석된다(Broderick et al., 2006). 이때 곤충 혈림

프의 면역작용은 이들 미생물 침입의 방어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Grizanova et al., 2014). 따라서 이 대상 곤충의 면역

작용 억제는 비티의 살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전략으

로 이용되었다(Rahman et al., 2004; Kwon and Kim, 2007;

Broderick et al., 2010). 

비교적 인축에 안전한 해충방제 인자로 여겨지는 비티 살

충제가 형질전환작물체를 제외하고 살포용 약제 면에서 농

민들에게 보다 널리 이용되지 않은 이유는 좁은 적용해충범

위와 화학농약에 비해 낮은 살충력으로 제기된다(Eom et

al., 2014). 본 연구는 이 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ry 독소

단백질의 혼합과 벡큘로바이러스 또는 면역억제물질과 혼용

의 서로 다른 전략들을 세웠다. Cry 독소단백질의 살충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또 다른 비티의 살충독소성분인

vegetative insecticidal protein (VIP)을 혼합하여 시도되었다.

Cry 독소단백질의 활성부위(N 말단 부위)와 VIP 단백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융합단백질은 각 독소단백질의 단독 살충

력 또는 두 독소단백질의 혼합 살충력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Dong et al., 2012). 따라서 Cry 독소단백질의 혼

합은 서로 다른 중장 수용체 결합을 통해 살충력에 보완 또

는 상승작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비교

적 작용점이 다른 벡큘로바이러스와의 혼합은 비티의 적용

해충범위 및 살충력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끝으로, 면역억제물질의 첨가는 궁극적 비티의

치사작용인 패혈증 유발에 걸림돌인 대상곤충의 면역적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살충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재료 및 방법

곤충 사육

본 연구에서는 네 종류의 해충이 사용되었다. 파밤나방

(Spodoptera exigua)은 1994년 파(Allium fistulosum) 재배지

에서 채집하였고 실내에서 인공사료(Goh et al., 1991)로 누

대 사육을 하였다. 성충은 10% 설탕물을 먹이로 공급하였

다.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은 안동시 송천동에 소재

한 배추밭에서 유충을 채집하여 약제 처리하지 않고 실내에

서 누대 사육한 것을 실내 약제 노출 실험에 사용하였다. 유

충은 배추를 먹이로 주었으며 성충은 10% 설탕물을 먹이로

하였으며 배추를 갈아서 만든 배춧물로 산란을 유도하였다.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는 밀가루, yeast

extract (Scharlau, Barcelona, Spain), trypton (BD, NJ, USA)

(100 : 50 : 50, g/g)을 먹이로 사육하였으며, 최종영기(7령)의

유충(체장 6-7 mm)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노랑초파리(Dro-

sophila melanogaster)는 인스턴트 초파리배지(한솔테크, 서

울, 한국)를 이용하여 사육을 하였다. 모든 곤충 사육은 온

도 25 ± 1oC, 광주기 16 : 8 h (L : D), 상대습도 40~60%의

조건이었다.

곤충병원세균 균주 배양

곤충병원세균(Xenorhabdus nematophila: Xn)은 기주 선

충에서 분리된 후 동결보관중인 것을 이용하였다(Jung and

Kim, 2006). 이들 균주는 tryptic soy broth (TSB, MBcell,

Seoul, Korea) 배지를 이용하여 28oC에서 12시간 동안 배양

하여 단일 균총을 채취하였다. 얻은 단일 균총을 TSB 액체

배지를 이용하여 28oC에서 16시간 동안 배양한 후, 글리세

롤이 30%가 되도록 첨가하여 보관용 세균 균주를 만들었다.

이 보관 균주는 반복되는 세균 배양의 원시료로 이용되어

계대배양에 따른 세균 변이 가능성을 줄였다. 

비티 균주는 네 종류의 비티를 이용하였다. B. thurin-

giensis subsp. kurstaki (BtK)는 슈리사이드® (수화제, 바이

엘 크롭사이언스, 서울, 한국) B. thuringiensis subsp.

aizawai (BtA)는 토박이® (수화제, 동부팜한농, 대전, 한국),

B. thuringiensis subsp. israelensis (BtI)는 박토섹® (수화제,

성인제약, 서울, 한국), B. thuringiensis subsp. tenebrionis

(BtT)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Mike Adang 교수 연구실에서

분양 받았다. 각각의 균주에 멸균수 1 mL를 혼합하여 현탁

액을 만든 후 루프를 이용하여 TSB 평면 배지에 세균을 도

말하고 30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평판배지에서 배양된

세균에서 단일 콜로니를 얻고 이를 멸균수로 희석하여 TSB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28oC에서 48시간 동안 200 rp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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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배양 후, 다시 48시간 동안 4oC 저온고에 보관하여 세

균의 포자 형성율을 증가시켰다. 포자 형성은 위상차 광학

현미경(BX-PHD,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000

배 배율에서 확인하였다.

Cry 독소단백질 분리

분리된 비티 균주의 단일 균총을 2 mL의 Luria-Bertani

(LB) medium에 접종한 후 28oC의 배양기에서 200 rpm으로

48시간 동안 교반 배양하였다. 이후 2 mL의 세균배양액을

1 L의 peptone glucose salt medium (Brownbridge and

Margalit, 1986)에 접종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72시간 동안

포자형성과 세포분해가 진행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배양 후

4,000 rpm에서 포자와 Cry 독소단백질 층을 수거한 후 0.2%

의 lysozyme (Sigma, MO, USA)이 포함된 10 mL의 lysis

buffer (0.1 M NaCl, 2% Triton X-100, 20 mM Bis-Tris, pH

6.5)에 현탁한 후 28oC의 배양기에서 200 rpm으로 1시간 동

안 세포용해 반응을 진행하였다. 이후 2분간 초음파 파쇄기

(Bendelin Sonoplus HD2070,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95%의 출력으로 초음파 처리를 하여 균체로부터 Cry 독소

단백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분리된 Cry 독소단백질

과 포자는 4oC에서 10분간 12,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멸균 3차증류수로 세척한 후 5 mL의 멸

균 3차증류수에서 균일하게 현탁시켰다. 독소단백질 정량분

석은 bovine serum albumin (Sigma, MO, USA)을 표준단

백질로 10% SDS-PAGE에서 검정선을 얻은 후 비교 정량화

하였다. 

Xn 세균 배양물질 추출

Xn 세균을 TSB 배지를 이용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분

획깔때기에 1 L의 세균 배양액 넣고 330 mL의 헥산을 넣고

마개로 막은 다음 30회 흔들어 주었다. 이러한 진탕 반응 동

안 매 5회 진탕 시 코르크를 열어 가스를 배출했다. 이후 거

치대에 separate funnel을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헥산 추출

상층액을 회수하고, 다시 330 mL의 헥산을 첨가하고 동일

한 방법으로 추출했다. 다시 340 mL의 헥산을 첨가하고 동

일한 방법으로 추출했다. 수집된 헥산층은 무수황산나트륨

을 500 g 넣은 후 탈수시켰다. 이후 2 L의 삼각플라스크 입

구에 여과지를 설치하고 탈수시킨 유기용매 추출물들을 부

어 무수황산나트륨을 제거시켰다. 이 추출물을 감압농축기

를 이용하여 감압농축(40oC, 1시간)하여 용매층을 제거했다.

유기용매가 사라진 플라스크 벽면에 용출된 대사물질을 5

mL의 메탄올을 첨가하여 용해시켜 회수하였다. 

재조합 벡큘로바이러스

Cry1Ac와 Cry1Ca 독소단백질이 재조합된 Autographa

californica multiple nucleopolyhedrovirus (AcMNPV)를 서

울대학교 제연호 교수 연구실에서 분양받았다. Cry1Ca와

Cry1Ac에 특이적 유전자 프라이머(Cry1Ca: 5'-GCC AGT

TGG TCA ACT AAG GGA AG-3'와 5'-CCG TAC CTC

TTC CTC GAT ACG TAA A-3', Cry1Ac: 5'-GAT ATC

GTT GCT CTG TTC CCG AA-3'와 5'-CAC GTT GTT

ATT CTG TGG CGG T-3')를 이용해 98oC에서 30초, 55oC

에서 30초, 72oC에서 30초간 PCR 반응을 30회 진행한 후 증

폭된 밴드를 통하여 Cry 독소단백질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Cry 독소단백질 생물검정

생물검정은 Cry 독소단백질의 섭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배추좀나방과 파밤나방을 검정할 경우 대상 곤충당 0.4 μg

의 Cry 독소단백질을 배추 잎(1 × 1 cm)에 처리하였다. 혼합

처리의 경우는 혼합한 총 독소단백질의 양이 0.4 μg이 포함

된 현탁액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노랑초파리는 사과껍질

(0.5 × 0.5 cm)에 처리하였다. 거짓쌀도둑거저리는 먹이에 처

리를 하였다. 처리하기 전 4시간 동안 시험곤충들을 절식시

키고 이후 처리 먹이를 모두 먹는 것을 확인한 후 무처리

먹이를 공급하였다. 처리구당 10마리씩 3반복으로 실시하였

으며, 생존 확인은 24시간 주기로 7일차까지 매일 하루 중

같은 시간에 조사하였다.

재조합 벡큘로바이러스 생물검정

혈강주입은 재조합 벡큘로바이러스의 budded virus 형태

로서 여러 농도(0, 101, 102, 103, 104, 105, 106 pfu)로 혈강에

주입하였다. 경구 처리는 배추잎에 일정한 농도의 벡큘로바

이러스를 처리하고 대상 유충에게 섭식시켜 살충율을 분석

하였다. Sf9 세포주에서 증식된 다각체형 바이러스(7 × 107

PIB/ml) 10 μl를 5 × 5 mm의 배추 잎 조각에 처리하였다.

이를 직경 3 cm의 원형 용기에 여과지를 깔고 올려놓았다.

처리된 배추잎 주변으로 10마리의 3령 유충을 옮겨 놓고 처

리된 잎이 모두 섭식되도록 5시간 방치하였다. 동일한 처리

가 3반복되었다. 이후 3-4마리씩 나누어 배추좀나방은 배추,

파밤나방은 인공사료로 사육되었다. 처리 후 24시간 마다

치사된 개체를 조사하였다. 이때 치사 유충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능동적 반응 움직임이 없는 개체로 규정하였다. 

혈구 소낭형성분석

세포성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세균 침입에 따른 혈구의 소

낭형성 반응을 네 종류의 곤충에 대해서 분석했다. 대장균

(E. coli Top10)을 LB 배지에서 증식시키고 5 × 104 세균 세

포수를 대상 곤충의 혈강으로 주입하였다. 혈강 주입은 유

리 모세관을 이용하여 초미량펌프가 장착된 미세조정장치

(SYS-microcontroller,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 USA)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유리 모세관은 micropi-

pette puller (PN-30, Narishige, Tokyo, Japan)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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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였다. 처리 Xn 추출물은 세균 주입하기 1시간 전에

소정의 농도로 주입했다. 세균이 주입된 유충은 곤충 증식

조건(온도 25 ± 1oC, 광주기 16 : 8 h (L : D), 상대습도 40~

60%)에서 8시간 배양시켰다. 이후 4oC로 옮긴 후 소낭형성

반응을 정지시켰다. 이후 각 처리 곤충을 해부하여 형성된

소낭을 해부현미경 50배 배율에서 관찰했다. 형성된 소낭수

는 먼저 소화관 주변 및 기관지에 붙어 있는 것들을 계수하

고, 이후 소화관을 적출하고 가려진 몸 부위에 존재했던 소

낭을 추가로 계수하여 산출하였다. 각 소낭 분석은 처리 개

체를 반복으로 5 마리에 각 처리가 실시되었다. 

통계처리

모든 살충효과 시험 결과는 백분율 자료로서 arsine 변환

후 SAS의 PROC GLM (SAS Institute, 1989)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및 처리 평균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결 과

비티 Cry 독소단백질 분리와 살충효과 특이성

Cry 독소단백질이 네 종류의 비티 균주로부터 각각 분리

되었다. 이들 분리단백질들을 SDS-PAGE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BtK, BtA, BtI는 약 130 kDa 그리고 BtT는 약 70

kDa에서 주요 단백질 밴드를 나타냈다(미발표자료). 그러나

모든 분리 시료에서 주 단백질 밴드 외에 다른 단백질이 미

량으로 존재했다. 이들 단백질의 본체는 본 연구에서 밝혀

지지 않았다.

분리된 Cry 독소단백질들의 서로 다른 해충에 대한 살충

력을 비교하였다(Fig. 1). 조사 대상인 네 종류의 곤충에 대

해 이들 네 종류의 Cry 독소단백질은 뚜렷한 살충력을 나타

냈다. 그러나 각 Cry 독소단백질은 서로 다른 곤충에 대해

서 상이한 살충력을 나타냈다. BtK는 배추좀나방에 대해서

다른 곤충에 비해 높은 살충력을 나타냈다. 유사하게 BtA는

파밤나방, BtT는 거짓쌀도둑거저리 그리고 BtI는 노랑초파

리에 대해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살충력을 나타냈다. 그

러나 노랑초파리에 대한 BtI의 살충력을 제외하고 모든 개

별 독소단백질 추출물은 50%에 미치지 않은 낮은 살충력을

보였다. 

Cry 독소단백질 혼합과 적용해충범위 변화

서로 다른 Cry 독소단백질을 혼합하여 적용해충범위 변

화를 분석했다(Fig. 2). 두 종류의 Cry 독소단백질을 혼합한

결과 혼합된 Cry 독소단백질 종류에 따라 적용해충범위가

Fig. 1. Specific toxicity of different Cry toxins of four different Bacillus thuringiensis: B. thuringiensis kurstaki ('BtK'), B.
thuringiensis aizawai ('BtA'), B. thuringiensis tenebrionis ('BtT'), and B. thuringiensis israelensis ('BtI'). Insecticidal activities of
different Cry toxins against lepidopteran, coleopteran, and dipteran insects. Third instar larvae of Plutella xylostella, Spodoptera
exigua, and Drosophila melanogaster were used for bioassay, while seventh instar larvae of Tribolium castaneum were used. Each
larva was fed in a dose of 0.4 µg Cry toxin. Each replication consisted of 10 larvae.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Mortality was assessed for 7 days after treatment at 25oC.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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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것을 나타냈다(Fig. 2A). 예를 들어, BtK와 BtA

유래 Cry 독소단백질을 혼합하면, 파밤나방과 배추좀나방에

대해서 다른 두 해충에 비해 높은 방제 효과를 가져 주었다.

세 종류의 Cry 독소단백질을 혼합한 결과도 포함된 Cry 독

소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충의 범위가 변동되었다

(Fig. 2B). 예를 들어, BtK, BtA, BtK 유래 Cry 독소단백질

을 혼합한 결과 파리류에 유효성분인 BtI의 독소단백질이

누락되어 노랑초파리에 대한 살충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4종류의 Cry 독소 단백질을 모두 혼합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4가지 해충에 대해 높은

(> 50%) 살충력을 나타냈다. 

재조합 벡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한 Cry 독소단백질 적용해

충범위 변화

Cry 독소단백질의 적용해충범위를 넓히는 데 벡큘로바이

러스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Cry1Ac와 Cry1Ca 독소단백질

유전자를 각각 재조합한 AcMNPV 바이러스를 이용하였다

Fig. 2. Effect of Cry toxin mixture on target insect spectrum.
(A) Two Cry toxin mixture (B) Three Cry toxin mixture (C)
Four Cry toxin mixture. Cry toxins from four different Bacillus
thuringiensis (Bt): B. thuringiensis kurstaki ('K'), B.
thuringiensis aizawai ('A'), B. thuringiensis tenebrionis ('T'),
and B. thuringiensis israelensis ('I'). Third instar larvae of
Plutella xylostella ('Px'), Spodoptera exigua ('Se'), and
Drosophila melanogaster ('Dm') were used for bioassay, while
seven instar larvae of Tribolium castaneum ('Tc') were used.
Each larva was fed in a dose of 0.4 µg Cry toxin mixture. Each
replication consisted of 10 larvae.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Mortality was assessed for 7 days after

treatment at 25oC.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Fig. 3. Effect of baculovirus expressing Cry toxins. (A)
Confirmation of baculoviruses expression Cry1Ca (lane 1) and
Cry1Ac (lane 2). (B) Insecticial effects of Cry-expression
baculoviruses against two different lepidopteran insects of
Plutella xylostella and Spodoptera exigua by injection (left
panels) or feeding (right panels) bioassay. For injection assay,
each larva was fed in different doses (pfu) of virus. For feeding

assays, each larva was injected with 106 PIB of virus. Each
replication consisted of 10 larvae.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Mortality was assessed for 7 days after

treatment at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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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대조구로서 형광단백질(‘EGFP’)을 발현하는 재조

합 AcMNPV를 사용하였다. 우선 재조합벡큘로바이러스에

Cry1Ac와 Cry1Ca 유전자의 존재를 독소단백질 특이적 프

라이머를 이용하여 PCR로 확인하였다(Fig. 3A). 바이러스

단독에 비해 Cry 독소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벡큘로바

이러스가 두 해충 모두에서 높은 살충력을 나타냈다(Fig.

Fig. 4. Immunosuppression and enhancement of Cry toxin toxicity. (A) Nodulation assay to assess the immunosuppressive activity of
Xenorhabdus nematophila ('Xn') culture broth extract. Xn extract was prepared by organic solvent extracts.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five times. (B) Enhancement of Cry toxicity by addition of Xn extract. Cry toxins from four different Bacillus
thuringiensis: B. thuringiensis kurstaki ('BtK'), B. thuringiensis aizawai ('BtA'), B. thuringiensis tenebrionis ('BtT'), and B.
thuringiensis israelensis ('BtI'). 'BtM' indicates a mixture of four different species. Third instar larvae of Plutella xylostella,
Spodoptera exigua, and Drosophila melanogaster were used for bioassay, while seven instar larvae of Tribolium castaneum were
used. Each larva was fed in a dose of 0.4 µg Cry toxin. Each replication consisted of 10 larvae.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Mortality was assessed for 7 days after treatment at 25oC.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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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그러나 Cry 독소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벡큘로바이

러스에서는 Cry 독소단백질에 따라 대상 해충에 미치는 살

충력이 상이했다. 즉, BtK에서 유래된 Cry 독소단백질의 주

성분인 Cry1Ac와 재조합된 AcMNPV는 배추좀나방에 대해

서 높은 살충력을 보인 반면 BtA의 주요 Cry 독소단백질인

Cry1Ca를 발현하는 AcMNPV는 파밤나방에 대해서 높은

살충력을 나타냈다. 

면역억제물질과 Cry 독소단백질의 독성 변화

Xn 세균 배양액 추출물은 곤충면역억제물질을 포함하고

있다(Seo et al., 2012). 이 추출물이 다양한 곤충의 면역억

제를 유도할 수 있는 지 세포성 면역반응인 혈구의 소낭형

성반응으로 분석하였다(Fig. 4A). 배추좀나방의 경우는 비

병원성세균인 대장균 주입에 따라 약 42개의 소낭을 형성했

다. 그러나 Xn 추출물을 함께 주입할 경우 5개 미만의 소낭

을 발현하여 약 88%의 면역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유사하게

Xn 추출물은 파밤나방에게 약 91%, 거짓쌀도둑거저리에게

약 68% 그리고 노랑초파리에게 약 92%의 면역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이 Xn 추출물을 Cry 독소단백질과 혼합하여 살충효과 증

대 및 적용범위 확대를 분석하였다(Fig. 4B). BtK 유래 Cry

독소단백질에 Xn 추출물을 혼합한 결과 살충력은 약 75%

까지 증가하였다. 네 가지 Cry 독소단백질의 혼합체('BtM')

에 Xn 추출물을 혼합한 결과 약 79%까지 방제 효과가 증가

했다. 파밤나방의 경우에도 Xn 추출물은 BtA 유래 Cry 독

소단백질은 물론이고 Cry 독소단백질 혼합체에 방제 효과

를 현격하게 증가시켰다. 유사한 결과가 거짓쌀도둑거저리

와 노랑초파리에서 나타났다. 즉, Cry 독소단백질 복합체가

Xn 추출물과 혼합된 경우 조사된 모든 해충에 대해서 높은

살충력을 나타냈다. 

고 찰

저항성관리의 기본 원리로서 해충의 저항성 발달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비티를 고독성의 복합 독소단백질 구성이

필요하다(Park et al., 2005). 이에 입각하여 기존 비티에 B.

sphaericus 유래의 Bin 독소단백질과 BtA 유래의 Cyt1A 단

백질을 복합시킨 결과 이들의 상승효과에 따라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비티 감염에 따라 나타나는 곤충의

면역저항성을 억제하는 것이 비티의 효율을 높이는 데 유효

하다(Kwon and Kim, 2007). 본 연구는 다양한 비티 균주에

서 분리된 Cry 독소단백질을 분리하고 이들의 혼합에 따라

살충력 증가 및 적용해충범위를 넓히려 시도되었다. 또한

벡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하여 Cry 독소단백질의 특이성을 줄

이고 적용해충범위를 넓히려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역

억제물질을 생성하여 분비하는 Xn 세균 배양액을 이용하여

비티의 살충효과 증가 및 적용범위 확대를 꾀하였다. 

Cry 독소단백질의 복합체는 적용해충범위를 증가시켰다.

각 Cry 독소단백질은 대상 곤충에 대한 특이적 살충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는 Cry 단백질의 작용점인 중장 수용

체의 특이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려된다. 즉, Cry 독소단백

질의 복합체는 다양한 비티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Cry

독소단백질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 Cry 독소단백질

사이에 상호 작용에 기인된 상승효과도 이러한 적용범위확

대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사한 연구로서 Cry 독소단

백질의 살충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또 다른 비티의 살충

독소성분인 vegetative insecticidal protein (VIP)을 혼합하

여 시도되었다. Cry 독소단백질의 활성부위(N 말단 부위)와

VIP 단백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융합단백질은 각 독소단백

질의 단독 살충력 또는 두 독소단백질의 혼합 살충력에 비

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Dong et al., 2012). 이는 융합 독

소단백질의 Cry 독소단백질의 알칼리 조건에서 용해도를

높여 주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었다. 유사한 독소단백질의

혼합 상승효과는 B. sphaericus가 영양번식기에 생산하는

모기 독소단백질과 Cry 독소단백질의 혼합처리에서도 증명

되었다(Wirth et al., 2007). 

벡큘로바이러스의 혼합에 따른 Cry 독소단백질의 적용해

충범위 증가 효과는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비록

두 생물제제의 혼합에 따라 각 대상 곤충에 대한 살충력은

증가되었으나 적용해충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

로 벡큘로바이러스 병원성은 중장을 통한 침입 이후 중장에

붙어 있는 기관지세포로 전이되어 온몸으로 전파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Washburn et al., 1995, 2001; Kirkpatrick

et al., 1998). 즉, 중장세포가 벡큘로바이러스 체내 침입의

주요 관문이 되어, 이들 세포의 항바이러스 기작은 이에 대

한 병원성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Cry 독소단백질의 작용

으로 상호 상승작용을 기대했었지만, 비적용곤충의 경우 이

단백질의 특이적 수용체의 부족으로 벡큘로바이러스의 병원

력을 증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벡큘로바이러스

의 작용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Cry 독소단백질

의 특이성을 해결하여 주지 못했을 것으로 사려된다.

면역억제물질이 포함된 Xn 추출물은 Cry 독소단백질의

살충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Xn 세균은 그람음성균으로 선

충의 장내에 서식하고 있으며, 기주 선충이 대상 곤충의 혈

강으로 침입하면, 선충 장속에서 곤충의 혈강으로 빠져나와

다양한 곤충병원기작을 발휘하게 된다(Akhurst, 1980; Kaya

and Gaugler, 1993). 특별히 Xn은 감염 초기에 대상 곤충의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을 모두 억제하게 된다(Park and

Kim, 2003; Hwang et al., 2013). 이러한 Xn의 곤충 면역억

제 기작은 주로 곤충의 면역 중개물질인 아이코사노이드 생

합성을 억제하면서 나타나게 된다(Kim et al., 2005). 아이

코사노이드는 탄소수 20개의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산화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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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 물질은 주로 인지질을 기질로 인지질분해효소의

일종인 phospholipase A2 (PLA2)의 촉매작용으로 유리된 아

라키도닉산(5,8,11,14-eicosatetraenoic acid)이 cyclooxygenase

또는 lipoxygenase의 작용으로 유도된 프로스타글란딘류 및

류코트리엔류가 곤충에서 나타난다(Stanley and Kim, 2014).

따라서 PLA2는 아이코사노이드 생합성 과정의 첫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서 Xn의 억제 대상이 된다(Shrestha and

Kim, 2009). Xn의 세균배양액에 PLA2 억제 물질이 포함되

었으며, 이 물질은 유기용매로 추출되었다(Park et al.,

2004a,b). 일련의 분획구 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이 세균 배

양액에 존재하는 PLA2 억제 물질을 분리하여 총 8개 화합

물의 물질 구조를 동정하였다(Seo et al., 2012). 본 연구에

서 Xn 추출물은 나방류는 물론이고 파리류 및 딱정벌레에

까지 면역억제를 나타냈다. 이러한 면역억제효과에 따라

Cry 독소단백질의 살충력 증가 요인은 Cry 독소단백질의 중

장 파괴 이후 일어나는 장내 세균의 혈강 침입을 대상 곤충

이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비교적 용이하게 패혈증이 유

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사한 연구로서 지중해밀가루명나

방(Ephestia kuehniella)에 대한 비티 살충력이 Xn과 혼합

처리에 의해 증가되었다(BenFarhat et al., 2013). 특별히

Cry 독소단백질 종류에 따라 이러한 상승효과가 상이하였는

데, 주된 이유는 Cry 독소단백질이 중장의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높을수록 Xn의 상승효과는 높아졌다(BenFarhat

et al., 2013). 즉, Cry 독소단백질에 의해 중장의 세포붕괴는

Xn으로 하여금 혈강으로 침입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 두 세

균의 상승효과를 설명한 Jung and Kim (2006)의 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또한 면역억제를 통한 비티의 살충력 증가

의 다른 예로서 Cry3Ba를 거짓쌀도둑거저리에 처리된 경우

apolipophorin III (ApoLpIII) 발현을 2.1배 증가시켰으며,

이 유전자의 발현을 RNA interference로 억제시킨 경우 이

비티 독소단백질에 대한 감수성이 현격하게 증가되었다

(Contreras et al., 2013). 한편, 파밤나방에 Xn을 처리한 경

우 ApoLpIII의 발현을 억제시켰다(Hwang et al., 2013). 따

라서 본 연구에서 Xn이 거짓쌀도둑거저리에 대해 BtT 유래

Cry 독소단백질의 살충력을 증가시킨 것은 Xn, 대사물질이

ApoLpIII 발현을 억제하여 면역저하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BtT 유래 Cry 독소단백질의 활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여러 Cry 독소단백질에 대한 Xn 대사물질의

상승효과는 Cry 독소단백질의 대상 곤충의 중장세포층 파

괴와 이에 따라 Xn이 갖는 다양한 면역억제물질에 따라 궁

극적 패혈증 효과의 증가로 해석된다. 

비티의 약효증가 및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생물농약 살충제와 혼합 처리가 여러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neem 오일의 주성분인 azadirachtin과 혼합

효과가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에 대해서 분석되

었고 뚜렷한 상승효과를 나타냈다(Singh et al., 2007). 또

다른 혼합처리 형태로서 비티 형질전환 작물과 내부기생봉

과의 조합이 시도되었다(Vojtech et al., 2005). 특별히 비티

는 물론이고 화학농약에 저항성인 배추좀나방에 대해서 프

루텔고치벌(Cotesia plutellae)은 감수성 개체와 차이 없이

기생 선호성을 보여 이들 혼합 방제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

다(Kim et al.,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생물방제제들의 혼

합 처리에 의한 비티 살충력 증가는 물론이고 Cry 독소단백

질의 혼합에 의한 적용해충범위 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실

험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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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적용범위 및 방제력 증진 기술

엄성현·박영진·김용균*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과

요 약 곤충병원세균인 Bacillus thuringiensis (비티)는 포자 형성과 더불어 살충성 Cry 독소단백질을 생산한다.

Cry 독소단백질은 대상 곤충의 중장에 위치한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살충작용을 발휘하기에 비티의 적용해

충범위가 비교적 좁다. 본 연구는 비티의 적용해충범위와 살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서로 다른

네 가지 비티 균주에서 분리된 Cry 독소단백질은 각각 좁은 적용해충범위를 나타냈다. 이들 Cry 독소단백질을 혼합

한 결과 적용범위가 현격하게 증가했다. 벡큘로바이러스가 비티의 적용범위를 증가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해 Cry1Ac

또는 Cry1Ca 독소단백질을 각각 발현시키는 재조합바이러스로 검정한 결과 벡큘로바이러스는 Cry 독소단백질의 적

용범위를 증가시키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 Xenorhabdus nematophila (Xn) 세균 배양액은 조사된 모든 곤충의 세포

성 면역을 억제하고 Cry 독소단백질의 살충력을 증가시켰다. 이 Xn 세균배양액을 혼합 Cry 독소단백질에 추가한 결

과 적용해충범위와 살충력을 모두 증가시켰다.

색인어 독소단백질, 면역억제, 비티, 곤충병원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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