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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유기농 고추 재배지의 토양미생물 군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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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Soil Microbial Communities between 

Conventional and Organic Farming Systems in Pepper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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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ractices are known to have a crucial influence not only on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but also on microbial communiti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rming practices on soil microbial communities, a total of 10 soil sam-

ples were collected, including five conventional and five organic farming soils cul-

tivated with peppers in plastic greenhouse. We conducted barcorded-pyrosequencing 

of V1-V3 regions of 16S rRNA genes to examine soil microbial communities of 

two different farming practices. Taxonomic classification of the microbial com-

munities at the phylum level indicated that a total of 22 bacterial phyla were 

present across all samples. Among them, seven abundant phyla (>3%) including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Firmicutes, Acidobacteria, Bacteroidetes, Chloroflexi, 

and Gemmatimonadetes were found, and Proteobacteria (33.0 ± 5.7%), Actinobacteria 

(19.9 ± 9.7%), and Firmicutes (13.6 ± 5.0%) comprised more than 66% of the 

relative abundance of the microbial communities. Organic farming soils showed 

higher relative abundances of Proteobacteria and Firmicutes, while Actinobacteria 

and Chloroflexi were more abundant in conventional farming soils. Notably, the 

genera Bacillus (higher in organic farming soils) and Streptomyces (higher in 

conventional farming soils) exhibited significant variation in relative abundance 

between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oils. Finally, correlation analysis iden-

tified significant relationships (p<0.05) between soil chemical properties, in parti-

cular, pH and organic matter content and microbial communities. Taken together,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changes of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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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farming practices effected significantly (p<0.05) on soil microbial 

communities.

Key words : conventional farming, microbial communities, organic farming, pepper, 

pyrosequencing 

Ⅰ. 서    론

현대의 농업은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투입에 의존하여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

지만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생물다양성을 감

소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해진다(Araújo and Melo, 2010). 이러한 관행농업과 반대로 

유기농업은 토양미생물 개체 수, 미생물체량, 미생물 효소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종 

다양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전한 토양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한다(Esperschütz et 

al., 2007; Lori et al., 2017; Lupatini et al., 2017; Liao et al., 2018). 토양미생물은 양분 공급, 

작물생장촉진 호르몬 생산, 토양 구조 개량, 병해충 방제 등의 다양한 작용을 통해 작물 건

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Hayat et al., 2010). 이러한 토양미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활동에 의해 일어난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인위적 활동

에 의해 오염된 농경지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산림이나 초원 토양과 구별되는 미생물 다양

성을 가지고 있다(Li et al., 2012). 이렇게 토양미생물은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다양

한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작물 재배 방법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Orr et al., 2011). 유기 농업은 관행 농업에 비해 토양 물리성 개선(Wright et al., 

1999) 및 미생물 다양성 증대(Mader et al., 2002; Oehl et al., 2003; Li et al., 2012)를 통해 농

산물의 품질과 안정성 개선 효과(Torjusen et al., 2001; Choi et al., 2010)가 있다는 연구 결과

가 있지만, 그 반대로 유기질비료 과잉 사용 시 토양 내 양분 과잉 현상을 초래하며(Chung 

and Lee, 2008; Cho et al., 2009; Zikeli et al., 2017) 관행 농업에 비해 병과 잡초에 취약하다

는 보고도 있다(Lee et al., 2011). 작물 재배 방법을 달리한 토양의 미생물 군집을 비교한 

2012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행 재배한 토양과 유기농으로 재배한 토양 내 미생물 군집

의 구성이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보고되었지만(Li et al., 2012) 201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두 

재배 방법의 토양미생물 군집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되었다(Pershina et al., 2015). 따라

서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관행농과 유기농 농경지 토양미생물 군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생물 군집 분석 방법은 배양 의존적 방법과 비의존적 방법으로 나뉜다. 배양 의존적 방법

의 경우 대부분의 미생물이 실험실에서 배양되지 않는다는 한계점 때문에 배양 비의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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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배양 비의존적 방법을 통한 미생물 군집 분석은 주로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하며, 변성 구배 젤 전기영동(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DGGE), 

온도 구배 젤 전기영동(temperature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TGGE), 말단 제한효소 단편

길이 다형성(terminal-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T-RFLP), 단일 가닥 형태 다형

성(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SSCP), 마이크로어레이(DNA microarrays) 등의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있다(Kirk et al., 2004). 최근 들어서는 16S rRNA 유전자의 대량분석

이 가능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해 계통 발생학 

및 분류학적으로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고 있다(Shokralla et al., 2012; Xue et al., 2013; 

Pershina et al., 2015).

고추는 국내에서 많이 소비하는 채소류로 각종 식품에 들어가는 조미채소 중 하나이다.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조미채소 총 재배 면적 83,601 ha 중 고추는 

34.5%인 28,824 ha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고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작물 돌려짓기, 저항성 품종이나 접목묘의 사용, 비가림재배나 

경종적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RDA, 2013).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농약의 오남용을 방

지하고, 재배 토양과 농업용수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행하는 등 활

발한 유기농업화를 진행하고 있다(RDA, 2009).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미생물 군집에 대한 높은 해상도와 다양성 등

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Ahn et al., 2012), 국내 유기농 고추 재배지

의 토양미생물 군집 구조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는 거

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관행과 유기농 고추 재배 방법이 토양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

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의 하나인 파이로시퀀싱을 통해 분석하고 이들 미생물 군집과 

토양화학성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방법

1. 토양시료 채취

고추 관행 재배지와 유기농 재배지의 토양미생물 군집을 비교하기 위해 고추를 재배 중

(5~7월)인 토양을 각 지역별로 유기농 재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다섯 곳을 무작위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시료 채취 장소는 강원도의 화천, 경기도의 이천, 충청도의 아산, 경상북

도의 영양과 청송이었다(Table 1). 유기농 재배지와 인근의 관행농 재배지마다 각 세 지점

에서 핸드오거를 사용하여 표토 부분(0~15 cm)의 토양을 채취하여 시료 봉투에 넣은 후 혼

합하였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신속히 실험실로 옮겨 2 mm 체로 걸러 균질화하였다. 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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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료 100 g을 Eppendorf-tube와 사각 플라스틱병에 나누어 담아 -80℃ 초저온 냉동고에 

보존하여 DNA 추출에 사용하였다. 또한 토양시료 100 g을 3일간 풍건하여 토양화학성 분

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Descriptions of soil samples used in this study

Farming system Sample ID Sampling location (Latitude, Longitude)

Conventional

farming

AC Asan, Chungcheongnam-do (36°46'34.56"N, 126°54'2.37"E)

CC Cheongsong, Gyeongsangbuk-do (36°17'13.42"N, 129° 0'56.95"E)

HC Hwacheon, Gangwon-do (38° 3'22.58"N, 127°47'29.22"E)

IC Icheon, Gyeonggi-do (37°13'36.17"N, 127°24'25.14"E)

YC Yeongyang, Gyeongsangbuk-do (36°39'15.45"N, 129° 8'53.94"E)

Organic 

farming

AO Asan, Chungcheongnam-do (36°43'52.36"N, 126°55'17.77"E)

CO Cheongsong, Gyeongsangbuk-do (36°16'37.07"N, 129° 1'41.92"E)

HO Hwacheon, Gangwon-do (38° 3'41.20"N, 127°46'41.06"E)

IO Icheon, Gyeonggi-do (37°12'47.69"N, 127°23'25.98"E)

YO Yeongyang, Gyeongsangbuk-do (36°39'15.45"N, 129° 8'53.94"E)

2. 토양화학성 분석

토양화학성 조사를 위해 pH, EC, 유기물함량, 탄질비(C/N), 유효인산과 치환성양이온 함

량을 농촌진흥청의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NIAST, 2002)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pH와 EC는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현탁액을 측정하였으며, 유기물함량은 

Tyurin법, 유효인산 함량은 Lancaster 방법에 따라 UV 720 nm에서 측정하였다. 치환성양이

온 함량은 1M NH4OAc 추출액으로 침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가 장착된 원자발광분광기

로 분석하였다.

3. 토양미생물 도 조사

채취한 토양 10 g에 멸균한 0.85% NaCl 90 mL를 첨가하고 진탕 배양기에서 30분간 200 

rpm으로 현탁하였다. 현탁액은 일련의 희석과정을 거친 후 cycloheximide (0.05 g/L)를 첨가

한 R2A agar 배지에 도말하여 28℃ 조건에서 3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 배양된 세균 수

는 페트리디쉬에 나타난 균체를 3반복 계수한 평균값을 생균수(colony forming unit, CFU / g 

건토)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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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양 DNA 추출  이로시 싱 분석

토양 DNA 추출 및 파이로시퀀싱 분석은 Lee 등(2015)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토양 

시료 0.25 g으로부터 PowerSoil DNA isolation kit (Mo Bio,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

에 따라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Micro-volume Nucleic Acid Spectrophotometer 

ASP-2680 (ACTgene, USA)을 통해 농도와 순도를 확인하였다. 추출 후 정량한 DNA는 

Chunlab (Seoul, Republic of Korea)에서 Roche 454 GS-FLX+ 장비를 사용하여 파이로시퀀싱

을 진행하였다. 

PCR 반응에 사용한 정방향 프라이머는 V1-9F (5’-AC-GAGTTTGATCMTGGGCTCAG-3’)

로 adaptor-linker-primer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역방향 프라이머는 V3-541R (5’-X-AC-WT 

TACCGCGGCTGCTGG-3’)로 adaptor-barcode-linker-primer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X는 시

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7~11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바코드를 나타낸다.

파이로시퀀싱 결과로 얻어진 시퀀스 데이터는 Mothur (version 1.27.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Schloss et al., 2009). 고품질의 시퀀스 데이터를 얻기 위해 예비 여과과정을 

통해 길이가 짧거나 혹은 프라이머가 일치하지 않는 염기서열을 제거하였고 추가적으로 

PyroNois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파이로시퀀싱을 통해 발생한 에러를 수정하였다(Quince et 

al., 2011). 키메라 시퀀스는 UCHIME de nov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Edgar et al., 

2011). RDP database (version 9)를 이용해 세균 이외의 다른 생물, 즉 진핵생물, 고세균, 엽

록체, 미토콘드리아, 계(kingdom) 수준에서 분류가 안 된 시퀀스를 제거하였다(Cole et al., 

2009). 이러한 예비 여과과정을 통해서 총 36,230개의 고품질 시퀀스를 얻었다. 다음으로 가장 

낮은 개수(1,422개)의 시퀀스를 가진 시료로 맞추어 최종적으로 14,220개(1,422개× 10개 시료)

의 시퀀스를 얻은 후, SINA Aligner (version 1.1)를 이용해 정렬하였다(Pruesse et al., 2012). 

Average-neighbo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97% 유사도를 기준으로 operational taxonomic unit 

(OTU)으로 분류하였다. 종 다양성 지수는 Mothu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Schloss 

et al., 2009). 

5.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R 프로그램(agricolae 패키지)을 이용하여 상관 분석

과 유의성 검정(t-test)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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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고찰

1. 고추 재배지의 토양화학성  미생물 도

총 열 곳의 관행 및 유기농 고추 재배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의 pH, EC, 유기물함량, 탄

질율, 유효인산 함량, 치환성양이온 함량, 미생물 밀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

의하지 않았지만 관행(6.3 ± 1.0)에 비해 유기농(7.1 ± 0.5) 재배 토양에서 pH 수치가 높았다. 

이는 화학비료를 투입하는 관행 재배가 토양을 산성화 시키는 반면, 유기농 재배는 토양의 

pH를 중성화 시킨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arak et al., 1997; Li et al., 2012). 유기

물 함량 역시 관행(2.6 ± 1.3 g/kg)에 비해 유기농(3.2 ± 1.3 g/kg) 재배 토양에서 높았다. 이는 

관행에 비해 유기농 재배 토양(30 cm 표토층)에서 유기물 함량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결과

와도 일치하는 것이다(Mader et al., 2002; Pimentel et al., 2005). 또한 탄질율과 유효인산 함

량의 수치도 관행에 비해 유기농 재배 토양에서 높았다. 하지만 전기전도도 수치는 관행이 

유기농 재배 토양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치환성 양이온의 경우 칼슘 함량은 유기농 재

배 토양에서 높았으나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은 관행 재배 토양에서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

다. 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분석 항목은 없었다.

Table 2. Chem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soil samples used in this study

Farming

system

Sample

ID

pH

(1:5)

EC 

(dS/m)

O.M. 

(g/kg)

C/N

ratio

Av.P2O5 

(mg/kg)

Exchangeable cations (cmol/kg) Bacterial 

density

(×107)K Ca Mg

Conventional 

farming

AC 5.8 1.2 1.1  7.4 160 0.3 3.5 2.7  3.5

CC 4.7 3.3 1.4  6.1 210 0.8 0.5 4.2  0.5

HC 7.1 1.2 3.1 14.1 900 0.6 1.3 1.8  1.3

IC 7.0 3.1 3.9  6.9 1,600 3.6 7.7 3.3  7.7

YC 6.9 2.8 3.5  8.0 620 2.1 2.0 6.9  2.0

Average 6.3±1.0 2.3±1.0 2.6±1.3 8.5±3.2 698.0±589.1 1.5±1.4 3.0±2.8 3.8±2.0 3.0±2.8

Organic 

farming

AO 6.9 0.3 2.5 13.8 680 0.2 13.8 1.2 13.8

CO 7.6 0.6 1.6  6.8 490 0.6 0.6 2.4  0.6

HO 6.4 5.3 4.9  8.2 1,390 3.2 2.5 4.4  2.5

IO 7.0 1.4 4.2 12.5 1,090 0.8 6.4 3.3  6.4

YO 7.5 0.0 2.9  7.5 440 2.4 2.7 5.0  2.7

Average 7.1±0.5 1.5±2.2 3.2±1.3 9.8±3.2 818.0±409.5 1.4±1.3 5.2±5.2 3.3±1.5 5.2±5.2

* Abbreviation: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C/N ratio (Carbon/Nitrogen ratio), Av.P2O5 

(Available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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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추 미생물 밀도를 분석한 결과, 유기농 재배 토양에서의 미생물 밀도(5.2 × 107 CFU/g 

건토)는 관행 재배 토양의 것(3.0 × 107 CFU/g 건토)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5). 

이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추의 재배 방법이 토양화학성 뿐만 아니라 미

생물 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작물 재배 방법은 토

양의 화학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서서히 변화시킨다고 보고되었다(van Diepeningen 

et al., 2006; Li et al., 2012). 따라서 작물 재배 방법이 토양화학성 및 미생물 밀도에 끼치는 

영향 및 이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의 토양화학성 및 미생물 밀

도의 측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작물의 전체 생육시기에 걸친 연속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조사하고자 하는 토양의 재배 이력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고추 재배 방법별 체 토양미생물 군집 비교

파이로시퀀싱 데이터의 예비 여과과정을 통해 얻은 총 14,220개의 고품질 시퀀스를 이용하

여 관행 및 유기농 고추 재배 토양의 미생물 군집 분석 결과 인정되지 않은 그룹(Unclassified 

phylum)을 포함해 총 22개의 세균 문(phylum)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OTU 개

수는 관행과 유기농 재배 토양에서 각각 796개와 866개가 관찰되어 유기농 재배 토양의 미

생물 군집 조성이 더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Table 3). 관행과 유기농 재배 토양의 미생

물 종 풍부도 추정치(Richness estimator)와 다양성 지수(Diversity index)를 비교한 결과 OTU 

개수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Chao1, Ace 값과 Shannon, Inverse Simpson 지수 모두 관행에 비

해 유기농 재배 토양에서 높았다(p>0.05). Rarefaction curve를 이용하여 작물 재배 방법별 

종 풍부도를 비교한 결과 역시 관행보다 유기농 재배 토양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Fig. 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p>0.05), 이러한 결과는 유기 농업이 관행 농업에 비해 미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었다(Mader et al., 2002; Oehl 

et al., 2003; Li et al., 2012; Hartmann et al., 2015; Lupatini et al., 2017).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화학 비료의 사용을 자제하는 유기농 재배 토양의 경우 미생물 다양성이 증대되

는 반면(Chaudhry et al., 2012), 관행 재배 토양의 경우는 작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

입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에 적응한 미생물만이 생존하기 때문에 미생물 다양성이 감

소된다고 알려져 있다(Liu et al., 2007; Stagnari et al., 2014). 또한 토양의 미생물 종 풍부도

와 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는 토양 pH이며, 중성 pH에서 이들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Lauber et al., 2009; Ramirez et al., 2010). 이는 약산성인 

관행 재배 토양에 비해 중성인 유기농 재배 토양의 미생물 군집 조성이 더 다양하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토양 내 미생물 분포를 세균 문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Fig. 1), 관행과 유기농 재배 토양 모두 

Proteobacteria 문(33.0 ± 5.7%), Actinobacteria 문(19.9 ± 9.7%), Firmicutes 문(13.6 ± 5.0%)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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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였고, 이는 전체 상대풍부도의 66.5%를 차지하였다. 이들 우점하는 문의 상대풍부도를 

재배 토양에 따라 비교해보면 Proteobacteria 문의 비율은 관행(31.4 ± 6.4%)보다 유기농 재

배 토양(34.7 ± 5.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Proteobacteria 중에서도 gamma-Proteobacteria 

(관행 7.3 ± 2.5%, 유기농 6.3 ± 1.9%)를 제외한 alpha- (관행 16.7 ± 5.7%, 유기농 18.7 ± 0.7%), 

beta- (관행 4.3 ± 1.9%, 유기농 5.5 ± 2.8%), delta-Proteobacteria (관행 2.2 ± 1.1, 유기농 3.1 ± 

1.3)는 관행보다 유기농 재배 토양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대로 Actinobacteria 문의 

비율은 관행(23.7 ± 12.4%)이 유기농 재배 토양(16.2 ± 4.5%)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향이었고, 

이는 아산(AC, 37.5%)과 청송(CC, 35.7%)에서의 높은 상대풍부도가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Firmicutes 문의 비율은 Proteobacteria 문과 마찬가지로 관행(12.9 ± 4.9%)보다 유기농 재배 

토양(14.2 ± 5.5%)에서 높게 나타났다. 

Fig. 1. Relative abundance of bacterial phyla in conventional and organic farming systems 

in pepper fields. The phyla with relative abundance less than 3% are grouped in 

the “Others” category.

        Abbreviations: CONV, conventional farming; ORG,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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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pyrosequencing data obtained in this study

Farming
system

Sample 
ID

# of
quality- 

trimmed reads

# of
OTUs

Richness estimator Diversity index

Chao1 Ace Shannon
Inverse
simpson

Conventional 

farming

AC 1,422 821 2,993.2 5,744.4 6.1 143.6

CC 1,422 659 2,072.0 3,821.6 5.9 190.2

HC 1,422 868 3,042.3 6,212.2 6.4 411.2

IC 1,422 832 2,440.5 4,713.8 6.4 464.3

YC 1,422 800 2,090.8 3,489.4 6.3 407.4

Average 796±80.5 2,527.8±471.1 4,796.3±179.9 6.2±0.2 323.3±145.5

Organic 

farming

AO 1,422 982 3,953.2 7,813.4 6.6 490.7

CO 1,422 959 3,484.8 7,596.5 6.6 544.9

HO 1,422 785 1,912.5 2,964.3 6.3 305.3

IO 1,422 747 1,893.3 3,757.6 6.1 179.1

YO 1,422 857 2,138.4 3,595.3 6.5 545.5

Average 866±103.6 2,676.4±970.8 5,145.4±265.5 6.4±0.2 413.1±163.8

  Fig. 2. Rarefaction curves for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clustering at 97% 

sequence similarity of 16S rDNA sequences for ea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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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추 재배 방법별 핵심 토양미생물 군집 비교

문 수준에서 가장 우점하였던 Proteobacteria 문을 목(order)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p>0.05), 

Rhizobiales 목이 가장 우점하였다. Rhizobiales 목의 OTU 수는 관행(139 ± 55)에 비해 유기농 

재배 토양(167 ± 15)에서 더 높았다(Fig. 3). 이는 두 지역의 관행 재배지 아산(AC)과 청송

(CC)에서 Rhizobiales 목의 OTU 수가 낮은 반면, 다섯 곳의 유기농 재배지 모두에서 고른 분

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Proteobacteria 문의 과(family) 수준에서는 분류되지 않은 Rhizobiales- 

family가 가장 우점하였고, 고추 재배지에 따른 미생물 군집의 상대풍부도는 목 수준에서 

보인 상대풍부도와 유사하였다(Fig. 3).

Fig. 3. Number of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belonging to the order Rhizobiales 

and to Rhizobiales-family.

       Abbreviations: CONV, conventional farming; ORG, organic farming.

두 번째로 높은 상대풍부도를 보였던 Actinobacteria 문을 목 수준에서 살펴봤을 때 Actino-

mycetales 목이 가장 우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tinomycetales 목의 OTU 수는 관

행(278 ± 163)이 유기농 재배 토양(167 ± 1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Fig. 4). 특히 Rhizobiales 

목의 OTU 수가 적었던 두 곳의 관행 재배지 아산(AC)과 청송(CC)에서 높은 OTU 수를 확

인할 수 있었다. Actinomycetales 목을 속(genus) 수준에서 살펴봤을 때, Streptomyces 속이 관

행(61 ± 44)과 유기농 재배 토양(16 ± 9)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행의 

경우 아산(AC), 청송(CC), 이천(IC)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개수의 OTU가 관찰된 반면, 유

기농 재배 토양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OTU 개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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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ber of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belonging to the order Actino-

bacteria and to the genus Streptomyces.

        Abbreviations: CONV, conventional farming; ORG, organic farming.

Fig. 5. Number of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belonging to the order Bacillales 

and to the genus Bacillus.

        Abbreviations: CONV, conventional farming; ORG, organic farming. 

세 번째로 높은 상대풍부도를 보였던 Firmicutes 문의 상대풍부도는 관행(12.9 ± 4.9%)과 

유기농 재배 토양(14.2 ± 5.5%)에서 Proteobacteria 문이나 Actinobacteria 문만큼의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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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진 않았다. Firmicutes 문을 목과 속 수준에서 살펴봤을 때 Bacillales 목과 Bacillus 속은 

문 수준에서 보인 고추 재배지에 따른 상대풍부도와 유사하였다(Fig. 5). Bacillus 속의 지역

별 OTU 수를 보면 관행(33 ± 14)이 유기농 재배 토양(65 ± 33)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유

기농 재배지 중 청송(CO)의 경우 특이하게 낮은 상대풍부도를 보였다(Fig. 5).

4. 토양 화학성과 미생물 군집의 상 계 분석

토양의 화학성 차이는 토양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추 재배지 토

양의 화학성 8항목(pH, EC, 유기물함량, 탄질율, 유효인산 함량, 치환성양이온 함량 등)과 

주로 우점하였던 10개 속을 비교 분석하였다(Table 4). 그 결과, 토양화학성과 각 지역별 우

점 속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hizobiales-gen의 경우 두 곳의 관행 재배지 아산

(AC)과 청송(CC)에서의 비율이 낮은데, 이 두 지역의 pH는 다른 지역보다 낮아 pH와의 상

관계수는 0.777 (p<0.01)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방선균에 속한 Streptomyces 

속 등은 pH가 낮은 아산(AC)과 청송(CC) 관행 재배 토양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상관계수

가 -0.750 (p<0.01)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Bacillus 속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유기물함량을 보인 아산의 관행 재배 토양(AC), 청송의 유기 재배 토양(CO)에서 낮은 

　
pH

(1:5) 
EC 

(dS/m) 
O.M. C/N

Av. P2O5

(mg/kg)
Ex. K 

(cmol/kg)
Ex. Ca 

(cmol/kg)
Ex. Mg 

(cmol/kg)

Rhizobiales-gen 0.777** -0.436 0.331 0.747** 0.362 -0.135 -0.077 -0.517

Bacillus 0.227 0.138 0.649* 0.168 0.298 0.441 0.315 0.412

Gp6 0.755** -0.376 0.063 0.136 0.015 0.030 0.398 0.099

Gemmatimonas 0.220 0.202 0.423 0.207 0.180 0.095 0.200 0.040

Arthrobacter 0.066 -0.319 0.004 0.225 -0.049 -0.275 -0.597* -0.117

Streptomyces -0.750** 0.224 -0.549 -0.564 -0.412 -0.081 -0.254 0.090

Actinomycetales-gen -0.874** 0.255 -0.515 -0.427 -0.515 -0.204 -0.164 0.128

Gammaproteobacteria-gen 0.003 0.160 -0.103 -0.210 -0.193 -0.010 0.479 0.428

Betaproteobacteria-gen 0.395 -0.040 0.020 0.132 -0.022 -0.035 0.283 -0.092

Actinobacteria-gen -0.944** 0.252 -0.545 -0.340 -0.462 -0.248 -0.350 -0.033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the dominant bacterial genera with the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N=10). The colors show intencity of correlation coefficient. Red 

means positive correlation and blue means negativ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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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군집 분포를 보여 상관계수가 0.649 (p<0.05)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토양미생물 군집 구조는 재배 방법에 의한 영향보다

는 토양 관리에 따른 토양 화학성 즉, pH와 유기물의 차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농가의 시료로 인한 재배이력이나 토성 등 다양한 변수를 

모두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에 의해 유기농과 

관행농 토양의 미생물 군집 분포를 기존방법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시도했다는데 의미가 있

으며, 향후 더 많은 수의 시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유기 재배 방법이 관행 재배 토양과 비

교하여 토양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Ⅳ.     요

작물 재배 방법이 토양의 미생물 군집 특성과 화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섯 곳의 고추 관행 재배지와 다섯 곳의 유기농 재배지 토양을 채취한 후, 16S 

rRNA 유전자 기반의 파이로시퀀싱 기법으로 미생물 군집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총 22

개의 세균 문으로 구성되었으며 Proteobacteria 문(33.0 ± 5.7%), Actinobacteria 문(19.9 ± 9.7%) 

및 Firmicutes 문(13.6 ± 5.0%)이 우점하였고, 이들은 전체 상대풍부도의 66%를 차지하였다. 

고추 관행 재배지와 유기농 재배지의 미생물 군집 분포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서로 다

른 군집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관행 재배 토양에서는 Actinobacteria 문과 Chloroflexi 문

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였고, 유기 재배 토양에서는 Proteobacteria 문과 Firimicutes 문이 상대

적으로 풍부하였다. 특히 Streptomyces 속과 Bacillus 속의 상대풍부도는 관행 재배 토양과 

유기 재배 토양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토양 화학 성에 의하여 세균 군집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Proteobacteria 문의 Rhizobiales 목과 Actinobacteria 문의 Streptomyces 속은 

pH에 의해 세균 군집이 바뀌었고, Firimicutes 문의 Bacillus 속은 유기물 함량에 의해 군집 

분포가 바뀌었다. 본 연구결과는 재배관리에 따른 토양의 물리-화학성의 변화가 미생물 군

집 분포에 뚜렷하게 관련(p<0.05)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ubmitted, November. 19, 2019; Revised, March. 16, 2020; Accepted, April.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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